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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협력은 매우 저조하다. 상호 방산 수출입 규모에서도 심각한 역조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한국

방위산업은 고질적인 취약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대안으로 미국과의 방산국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미국은 현재 방산분야 글로벌화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산 국제협력정책을

추구한다고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외로부터 긴요한 방산물자의 공급 보장을 위한 6개 국가와의 협약, 방산물

자와 방산기술의 수출 승인 면제를 위한 영국과 호주와의 방산무역조약, 방산물자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23개 국가와 체결한 방산양해각서, F-35 전투기사업의 체계개발, 양산, 후속 성능개량 단계에서 8개

국가와 국제협력 등이다. 이에 한국은 미국과 방산 국제협력 추진 방안으로, 우선 정부차원에서 미국과 포괄적인 방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업체 차원에서는 공동 연구개발과 공동생산의 기회를 넓혀가야 한다. 한국 방위산업의 고질

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방산수출의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A Study on the Changes of US Policy in International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and the Fure Korea-US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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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en shown that the lack of sufficient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The

severe imbalance in defense trade between tow countries and Korea’s weak defense industrial base has been a

problem. This paper suggests the enhancement of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with the US as a defense policy.

The US policy has been changed to utilize the globalization of defense industries. The following cases were

analyzed to show the policy change; The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with 6 countries, the defense cooperation

treaty with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the defens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23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8 countries for F-35 JSF program. Korea government needs to sign a defense

MOU with U.S. and the defense industries are recommended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of weapon system

co-development and co-production. So that the Korea defense industry may improve competitiveness and to

overcome the current weak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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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한국과 미국의 지난 60여 년간 동맹관계를 유지하

여 오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에 긍

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력은 여

러 분야에서 긴밀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협조가 진

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군이 무장하는데 필요한 전력

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미국은 군수물자의 제공자 역

할을 하여 왔다. 미국은 1950-60년대의 무상원조에서

부터 최근의 첨단무기의 정부판매(FMS) 또는 상업판

매(CS)에 이르기까지 한국군 무기의 최다 공급자로서

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자주국망의 기치아래 방위산업을

보호 육성하여 왔으며, 국내 방위산업체가 무기와 군

장비 수요의 상당 부분을 국내생산으로 충당하고 있

다. 2012년도에는 약 23.5억 불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하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단순한 수출

규모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수출대상국의 수도 2012

년에 74개국으로 늘어났고, 수출업체수도 116개 업체

로 늘어나 양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위산

업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방산협력은 매

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미 국방성이 제시한 한미

간의 방산교역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의 방산 수입 규

모가 2011년도에 약 88억불 수준이고, 미국으로 수출

되는 방산물자는 약 11억불로(주한 미군의 한국 내

현지 구매액 포함) 수입의 1/8 정도이다[1]. 수년 동안

지속되어온 방산부문의 무역 역조현상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세계의 방위산업체는 점차 글로벌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무기개발과 생산의 국내 자급자족 형

태는 사라지고, 생산구조의 국제화와 국가 간 상호의

존도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내 방위산업의 보호차원에, 미국은

자국의 방산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입장에 머

물다 보니, 양국 간의 방산협력은 미진한 상태이다.

한국의 방위산업체가 미국의 체계연구개발과 생산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미국이 한국의 체계연구개발과 생

산에 공동 참여한다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의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한국은 방

위산업과 무기 수출의 강국인 미국과의 방산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미 상호 방산협력 확대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에 그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이다. 한미 방산협력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국제방산협

력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과

미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미국의 국제

방산협력정책과 국제방산협력 실태를 분석한다. 각각

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상호간 방산협력 방안

을 제시한다.

문제 정의와 분석에 있어서 주관성을 배제하고 3종

과오를 줄이기 위하여, 선행되어 발표된 방산협력에

관한 논문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공개한

방산 협력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계량적

분석을 한다[2]. 그리고 양국 정부의 공식 문서를 참조

하여 한미간 국제 방산협력의 현 실태를 분석함으로

써 객관성과 현실성을 확보하려 한다. 문제 해결을 위

한 정책방향의 도출 과정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데 초점을 두는 정책결정모형인 처방

적 모형을 준용한다. 또한 문제 해결의 최적해를 구하

는 합리모형보다는 제한된 분석에 의한 현 정책의 수

정을 구하는 점증모형에 가깝다[3].

방산협력의 정의는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을 말하는

데, 방위산업에 대한 정의도 각국이 달리 사용하고 있

다. 미국은 방위산업 기술과 산업 기반(DTIB: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으로 광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와 군에 제공되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를 포

함하여, 이들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지원할 수 있는 인

적자원, 제도, 기술적 노하우, 생산능력의 조합으로 설

명하고 있다[4]. 반면에 한국은 방위사업법에 “방산물

자를 생산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업”이라고 협의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방산물자는 군이 획득하여 사용하

는 군수품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물자로 한

정하고 있다[5]. 본 논문에서는 방산협력의 범주를 군

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간접

적,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군수물자에 대한 기술적, 생

산적 분야에 대한 협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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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방산협력 현상 분석

2.1 한미 방산협력 협의체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함미연

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안보정책 협의를 위한 양

국 간의 협의체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

nsultation Meeting)와 5개 실무분과위원회를 두고 있

다. 한미안보협의회는 국방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양국 간 주요 안보현안을 협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며,

양국군사관계의발전방향을공동으로모색하는 등의정

책협의기구이다. SCM 산하에 양국의 합참의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위원회(MC: Military Committee)

를 두고 한미엽합사의 운영과 관련군사현안을 다룬다.

5개의 실무분과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보면 다음 표와같

다[6].

<표1> 한미 실무협의체의 기능

구 분 주 관 협의 기능

군사위원회
(MC)

합참의장
군사작전 및 전
략 사항

정책검통위
(PRS)

국방정책실장 민감한 정책사항

군수협력위
(LCC)

군수관리관 군수협력분야

방산기술협력위
(DTICC)

방위사업청장
방산, 기술 협력,
기술자료교환

통합국방협의체
(KIDD)

국방정책실장 안보현안 협의

위의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방산협력과 관련이 있는

위원회가 군수협력위와 방산기술협력위라고 할 수 있

다. 군수협력위는 현재 운용중인 미국산 무기의 부품조

달등을원활히추진하기위한협의가주룰이루고있으

며, 상호 군수지원 협정의 이슈, 전시 지원체계, 한미 탄

약의 호환성 문제 등이 논의된다. 방산기술협력위는 방

위산업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상

호 협력문제 등에 대한 협의체로서 명실 공히 방산협력

의 실질적인 협의체이다.

3.2 한미 방산협력 현상

한미방산기술협력위에서 전반적인 양국의 방위사업

이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한국의

자체 무기개발에 필요한 미국산 구성품에 대한 수출승

인서 발부 문제, 각국의 국방획득정책의 변화내용 소개,

한국산 방산물자의 소개와 구매제의, 무기와 장비의 공

동개발 생산의 확대 방안, 양국 상호 조달 협정(Defense

MOU)체결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져 왔다[7].

미국 방위산업협회가공개한 2008년도와 2013년도 협의

내용을보면좀더구체적인방산협력내용을살펴볼수

있다. 2008년 40차 방산기술협력위이 주요 의제는 상호

품질보증협정의 수정, 미측은 국방성의 에너지 안보정

책과 육군의 긴급획득정책의 소개, 한측은 국제획득회

의 개최와 국방중기계획의 주요사업 소개, 공동기술개

발의 확대, F/A 50용 전자식레이다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이다. 2013년 44차 방산기술협력위의 주요의제는 한

측 방위사업청의 방산협력 확대 요청, 지대지 미사일에

사용되는 GPS 구매. FMS구매시 행정비용 면제 문제,

한국의 페트리어트 미사일에 대한 성능개량에 대한 협

의, 그리고 미측의 아시아 중시정책과 새로운 국방물자

조달시스템의 소개 등이다[8]. 이처럼 한미방산기술협력

위는 상호 방산협력을 주도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나 그

역할이 다소 소극적인 면을 보인다.

방산기술협력위는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로서 기술

협력소위원회(TCSC: Technological Cooperation Sub-

Committee)와 방산협의회(DICC: Defense Industry Co

nsultative Committee)를 두고 있다. 기술협력소위는 약

30여개의 자료교환협정을체결하여 운영하는데 주로국

방과학연구소가 자료교환 당사자로서 무기개발 기술자

료의 획득이나 기술개발에 할용되고 있다. 방산협의회

는 양국의 방산업체 대표로 한국은 방위산업진흥회가,

미국은 방산협회가 주관이 되어 방위산업체간의 공동

관심사와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한다.

지금까지의 한미 방산협력은 한국이 구매한 무기체

계에 대한 성능개량이나 운영유지에 필요한 부품의 원

활한 조달에중점을두고있다는것이다. 그리고소규모

의 공동개술개발이 연구소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 무기체계에 대한 양국 공동개발이나 국제 공동개

발의 참여, 공동생산의 참여, 제 3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방산 협력은 매우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

된다.

3.3 한·미 방위산업 규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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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의 방위산업의 위상을 살펴보면 방위산업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그 규모나 기술적 기반 수준이 한

국을월등히 앞서있다. 관련통계수치를 보면 2011년도

국방비 지출규모는 GDP 대비 약 4.7%로 약 7,000억불

로 전 세계 국방비의 40.9%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20대

무기생산업체중에서 미국업체가 14개 업체로서 대다수

를 차지하고있고, 세계 100대 방산업체중에서 미국 업

체가 44개를 점유하고 있다. 이 44개의업체의 무기판매

가 전세계 무기판매액의 61%를 차지하고있고, 특히 세

계 100대 방산업체 중에서 군 서비스분야에 특화된 업

체는 20개 업체가 포함되는데 19개 업체가 미국의 업체

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무기거래 계약규모를

보면, 미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같은 기간 동안의 전

세계 무기거래 계약금액의 79.2%를 차지하고 있다. 201

2년 전세계 R&D 투자금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은 약 31%수준이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로보면미국은

세계적으로 방산분야에서 확고한 선두자리를 고수하고

있다[9].

한국 방위산업의 현황을 관련통계 수치로 살펴보면

국방예산은 2011년도에 31.4조원(약 30억불)으로 세계

적으로 12위권이며 미국의 1/20수준이다.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한국의 무기수출 규모는 2012년도에 약 23.5억

불 규모로 사상 최대규모이다. 반면에 무기수입 규모는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

te) 데이터를 기준으로 1990년 불변가로 108억불수준이

다. 방산무역 적자가 세계 5위 수준이다. 방위산업 총생

산액은 2011년에 약 10억 달러로서 세계 방위산업 총생

산액의 2%수준에 머무르고 있다[10].

최근의 대미 방산 수출입 규모에 대한 통계를 보면

무역역조현상은더심하다. 미 국방성이 승인한 정부간

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의 판매액[11]과 미 국

무성이 승인한 상업판매(DCS; Direct Commercial Sal

e) 데이터를 <표2>에 제시하였다[12].

<표2> 대미 방산 수출입 규모(단위; 억불)

연도
대미

수출액

대미수입액

소계 FMS DCS

2011 11.1 88.4 71.8 6.6

위에서 제시된 대미 방산 수출액에는 주한 미군의

한국 내 현지 구매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며, 전체

대미수출액의 90%가 주한미군의 현지구매에 해당된

다. 따라서 순수한 미국 내로의 수출은 약 1억불을 상

회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방산기업의 기술력이나

수출 경쟁력의 부족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미국의

일부 국가에 대한 미국산 구매우선법 적용을 통한 미

국의 방산시장 보호 정책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한국도 방위산업정책이 개방에 의한 국제협력

보다는 자국 방위산업의 보호육성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4. 미국의 방산 국제협력정책

미국은 방위산업기반을 국가안보의 초석이라고 여

기고, 현재 요구 전력의 유지와 미래 전력의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방위산업을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국방예산의 삭감이라는 예

산압박 하에서도 핵심적인 방위산업의 기반과 능력을

보존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데 소요되

는 무기나 장비,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될 사태

를 미리 방지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여

방위산업 정책이 수립되고 이행된다. 미국의 방위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산분야 국제협력정

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 국방성이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자국의 방

위산업 능력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

의 방위산업 기반은 점점 더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

다”라고 평가하고 있다[13]. 나아가 미 국방성은 더 이

상 공급채널(Supply Channel)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을 받아들여야만 하며, 통제 지향적인 정책은 미국 방

위산업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방

산 국제협력의 추세에 맞춰 대응하고, 방산분야도 통

제보다는 자유 시장경제 논리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 획득기술군수 차관이었던 애쉬톤 카터(Ashton

B. Carter)는 미국의 한 방산회의에서 국방비의 삭감

압박에 따른 미 방위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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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방위생산비의 절감을 위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방위산업의 기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안

보환경의 변화로 인한 방위산업체의 국제화 또는 세

계화추세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아

니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14].

이어서 그는 현재 미 국방성의 주계약업체에 구성품

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업체의 대부분이 해외업체

이며 이들 협력업체가 미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요

소가 되었고, 미 국방성은 자국의 방위산업을 앞으로

전 세계에 개방할 것이고, 미국의 파트너 국가도 상응

한 조치를 취하여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방위산업의 국제화·세계화를 기회로 삼아 자국의 국

가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4.1 방산 생산물자의 국제적 공급 협력

미 방산생산법위원회(DPAC: Defense Production

Act Committee)는 대통령에게 방산분야에 대한 법률

적 권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하고, 미 의회에 방산분야에 대한 사안별 건의

및 자문을 하는 기구로 운용된다. 특히 방산생산법위

원회 역할 중의 하나가 매년 자국의 방위산업능력평

가서를 작성하여 의회와 대통령, 그리고 관련부서와

공유를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평시와 전시에 국

가가 긴요하게 요구되는 물자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국내 방산기반 및 기술기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 국가 방위산업 기반의 취약점을

보강하고, 효율적이고 유사시 즉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조치방안, 하부 협력업체의 건전성, 중요물자의

공급채널 상의 문제점 해소방안 등을 제시”하고 대통

령에게 건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정책을 뒷

받침하는 방산생산법(DPA: Defense Production Act

)은 1950년대에 국가안보를 위하여 민간자원을 긴급

하게 동원하고자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출발되었다[15].

이와 같은 방산생산법의 정책일환으로 미 국방성은

방산생산에 있어서 공급물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우방국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방산물자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공급받

고, 또한 공급을 안정적으로 상호 보장한다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안전공급협정(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을 체결한 국가는 6개 국가로

호주, 캐나다, 핀란드, 이태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이다. 방산생산에 있어서 긴요 물자에 대한 우선순위

를 설정하고 상호 국가 간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보장

하는 것이다[16]. 이와 같이 방위산업에 대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고, 방

산생산에 있어서 주 계약업체나 그 예하 협력업체가

요구하는 긴요하게 소요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력으로 우선적으로 공급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이라크 전에서 도로상의 급조 폭박물

에 의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탄조끼와

지뢰방호차량(MRAP; Mine Resistance Ambush

Protected)의 개발생산도 국제협력에 의하여 신속한

개발과 양산이 가능하였다고 미 국방성은 밝히고 있

다[17]. 그 외 타국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물자의 예를

들면 탄약, 안테나, 타이어, 방호장갑, 베어링 등을 제

시하고 있다. 야간 감시장비, 인공위성용 전화와 무선

장치, GPS 합법장비, 비행기 기체와 구성품 등에도

이 제도는 활용되고 있다.

미국과 호주가 합의한 상호 방산물자 공급보장 협

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상 공급

물자는 재료, 서비스, 시설물 등으로서 원자재, 가공자

재, 물자, 부품, 장비, 구성품, 부속품, 기술정보, 기술

절차,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

상업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급품은 제외한

다고 되어 있지만 방산물자와 기술의 대부분을 포함

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사전에 각각의 정

부에 의하여 선정 지정되면, 참여업체는 긴요하고 위

급한 물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약속된 공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사유를 조사하고 상대방 국가에

게 통보하며 필요시 업체의 참여자격을 해지하게 된

다[18].

4.2 미·영, 미·호주 방산무역협력 조약

방산무역협력조약(DTCT: Defense Trade

Cooperation Treaty)은 미국과 영국이 2012년 4월, 미

국과 호주는 2013년 5월부터 효력이 발휘 중인 조약

이다[19]. 이 조약의 핵심은 미국의 군수물자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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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외로 수출을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출승인서

가 필수적인데, 영국과 호주는 이 조약으로 인하여 수

출승인절차가 면제되는 것이다. 비록 그 물자와 기술

이 군사비밀일지라도 수출승인을 면제 받게 된다. 미

국은 군수물자와 방산기술의 수출입 승인절차를 정한

규정이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을 운용하여 자국의 첨단방산기

술의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 승인절차가 복잡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이 통제하는 핵심부품에 대한

미 정부로부터 수출승인(export liscence)이 되지 않아

체계개발이나 생산 전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허다

하다. 수출승인을 위한 시간과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영국과 호주는 미국과의 상호 군수물자나 방산기술의

수입·수출과 기술이전이 훨씬 수월하고 방산협력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형

태의 파격적인 국가 간 방산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샤피로 (Andrew J. Shapiro) 미 국무성 부장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두 국가와의 조약이 가

져올 영향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미국 방위산업의

능력이 강화될 것이다. 영국과 호주의 방산업체와 기

술이전 및 개발에 대한 상호 논의가 쉬워지고, 나아가

도전적 기술에 대한 해결책, 체계비용 절약, 생산기간

단축 등이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산협력은

동맹국과 함께 차세대 방산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 생산함으로써 미국에게도 획기적인 도움

이 될 것 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21].

이 조약의 수행을 위한 미국, 영국, 호주의 방산업

체와 물자 수송업체를 미리 사전에 승인 지정하고 있

다. 그리고 수출입 승인의 절차를 면제하는 물품이나

기술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즉, 연합 군사작전이나 대테러작전, 상호

협력에 의한 연구개발과 생산, 그리고 최종사용자가

미국, 영국, 호주의 정부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미

국, 영국, 호주는 어떠한 소규모사업(Project), 대규모

사업(Program), 그리고 연합작전이 이에 해당하는지

를 상호 협의하고 동의하여야만 한다고 기술하고 있

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이 조약의 혜택을 받게 되

는 협력 중소규모사업은 2012년 4월에 약 49개 사업

에 이른다. 비밀사업을 포함 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22]. 2014년 1월 상호협력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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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업에 이른다[23]. 미국과 호주의 조약으로 혜택을

받는 호주의 대규모사업은 2013년 4월에 58개 사업이

며, 소규모 사업은(Project)는 무장 정찰헬기, 이중

GPS 안테나, SM-2 등 152개 사업이라고 공개하고

있다[24][25].

4.3 국제 방산 양해각서(Defense MOU)

미국이 군수물자와 서비스의 교역에 있어서 자국 산

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국산 우선 구매법(BAA: Bu

y American Act)과 베리 수정법(BA: Berry Amendme

nt)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은 미국 정부

가 자국 영토 내에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구매

하고자 할 때는 미국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제조품만을

구매할 수 있다는 법이다[26]. 미국에 방산물자를 수출

할때에미국산구매 우선법이 지켜져야만한다. 여기서

미국산이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재

료의 50%이상이 미국 내에서 생산 제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베리 수정법은 미 국방부가 주로 식품, 의

복, 섬유, 특수금속 등의 조달에 있어서 외국산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 법이다. 특수금속의 경우 탱크, 선박, 비

행기, 미사일, 차량 등의구성품에소요되는강철이나합

금(니켈, 타이테니윰, 코발트 등)으로, 미 국방성과 해당

사업의 주계약업체가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것만을 구매

해야 한다는 것이다[27].

미국산 우선 구매법은 모든 연방정부의 기관에 적용

되나 베리수정법은오로지미 국방성에만적용된다. 미

국방성은 DFARS(국방조달규정: Defense Federal Acq

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라는 군수물자나 군수

설비 조달 시에 적용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DF

ARS는 위에서 언급한 미국산 우선구매법과베리 수정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DF

ARS의 해외구매 규정에서는 해외구매가 가능한 제품

을규정하고있다. 미 국방성이외국으로부터구매할수

있는 적법한 물품(eligible product)은 유자격국가(quali

fying country)의 물품이어야 한다. 유자격 국가란 미국

과 상호 방산양해각서(defense MOU)를 체결하여, 양개

국가가 상호 장벽을 제거하고 양국가의 방산물자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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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구매 판매하도록 동의한 국가를 말한다. 현재

미국은호주, 영국, 스페인등 23개 국가와방산양해각서

를 서명하여 유자격국가로 분류하고있다[28]. 이러한 방

산 MOU 유형은크게 두가지로 그유형이분리되는데

포괄적 상호조달협정 방식(Blanket Public Interest Exc

eption)과 구매건별 예외 요구방식(Purchase-by-purch

ase Exception Required)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포괄적

상호조달협정방식으로 연구개발, 장비와 군수품 조달,

국방서비스의 조달에 걸쳐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포괄적인 방산 MOU를 체결하고 있지

않다[29].

4.4 F-35 전투기 사업의 국제협력 사례

미 국방성의 육해공군 합동프로젝트인 F-35 전투

기 사업은 현재 마지막 시험평가 단계에 있다. 미군이

주로 사용하게 될 전투기이지만 타국의 소요까지 감

안하여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국제협력 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8개국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부

터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최초 개발

체계개발 및 시연 단계로 부터 생산단계, 운영유지 단

계, 후속 성능개량 단계에 이르는 전 단계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체계개발 단계에서 이들 국가가 투자

하는 금액이 나라마다 다른데, 그 투자 금액의 규모에

따라 3개 레벨로 구분되고 있다. 레벨 I 국가는 영국

으로 체계개발 비용의 약 10%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설계나 요구 성능 설정에 영국의 요구가 반

영되고, 사업팀에 영국인원이 편성되며 관련 기술도

학보하게 된다. 레벨 II 국가는 이태리와 네덜란드로

약 10억불 수준의 투자금액을 체계개발에 투자하고

있다[30]. 이에 따라 이태리는 자국에 최종 조립 시설

과 정비 시설을 갖고자 하고 있다. 레벨 III 국가로 호

주, 덴마크, 노르웨이, 카나다, 터키 등 5개 국가로 요

구 성능에 관여하고 생산협력을 원하고 있다. 이들 국

가가 체계개발 단계에서 투자한 금액과 향후 F-35에

대한 예상 구매 대수를 <표3>에 정리하였다[31][32].

<표3> F-35 체계개발 참여 국가

레벨

구분
국 가

투자금액

(억불)

구매예정

대수

I 영국 20 138

II
이태리 10 90

네덜란드 8 85

III

호주 1.5 100

덴마크 1.25 48

노르웨이 1.25 56

카나다 1.5 65

터키 1.75 100

J-35 전투기 사업의 국제협력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개발이 진행되면서

대당 구매가격의 상승, 참여 국가들의 과도한 요구,

미국의 전투기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기피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체계개발이 완료되고

생산단계에 접어들면,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체계개발에 참여한 8개 국가는 앞서 언

급한 미국산 우선 구매법이나 베리 수정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F-35 전투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권한

을 갖게 된다.

5. 한미 방산협력 정책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세계 방산시장의

최대 규모국가인 미국과의 방산 협력은 타 국가와 미

국과의 방산협력에 비해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미국

의 방산분야 국제협력의 실상을 보면 방위산업의 글

로벌화 추세에 맞춰 많은 국가와 국제협력을 다각도

로 추진하고 있다. 자국의 방위산업에게 유리한 방향

으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간 협정 체결과 방산업체간 체계개발 협력 등 다

변화하고 있고, 과거의 통제된 방산시장을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개방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방산정책 변

화환경은 한국에게도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도 방산시장의 보호육성이라는 틀에 안

주하고 있다. 최근 수출의 증가로 방위산업을 국가 성

장 동력화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취약

점인 방산기술 수준의 낙후, 가동률 저조, 내수시장

위주의 생산구조를 수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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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산 기술수준은 높은 R&D (정부지출의 20%)

에 비해 선진국 대비 84%에 불과하다. 방산업체 가동

률은 59.1%로 한국 전체 제조업 평균보다 약 16%포

인트가 낮다. 그리고 국내 방산생산액의 96%는 내수

용으로 충당되고, 수출액은 약 4%에 불과하다. 최근

에 방산수출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

부 정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도 취약점으로 분석되

고 있다[33]. 정부의 방산수출 정책의 부족함을 의미

한다. 이러한 한국의 방산의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미국과 국제 방산협력이 필요하며, 그 정책

방향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한미 정부 간에 포괄적인 방산 MOU 체결이

필요하다. MOU 체결 수준은 연구개발 단계, 생산단

계, 또는 구매 단계에서 양국의 군수물자와 서비스가

수요자에게 공급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MOU

의 효과는 한국의 방산물자와 관련기술, 서비스가 미

국으로 수출하는데 있어서 각종 제한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스러워 질 수 있다. 미국 방산제품과 기술

도 그 만큼 한국으로의 유입이 수월해 질 것이다.

MOU가 무난하게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운영

된 연후에는, 영국과 호주처럼 방산협력조약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 방산협력조약의 효과는 미국의 방산제품

과 기술이 수출승인 같은 절차없이 한국으로 도입이

시간적, 절차적으로 수월해 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

미 간의 방산분야 무역역조현상의 개선이 가능할 것

이다.

다음으로 방위산업체 간의 협력을 확장하여 나가는

것이다. 물론 양국 정부의 지원 없는 방산업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어렵다. 미국의 F-35 전투기 사업에

체계개발 단계에서부터 공동 참여하고 있는 협력한 8

개 국가처럼, 미래 무기체계의 소요를 예상하고 요구

성능 결정, 체계 연구개발, 양산에 걸쳐 참여하는 것

이다. 이러한 협력의 확대가 가져오는 효과는 공동 참

여과정에서 각종 가치 있는 정보, 즉 가격정보, 성능

정보, 기술정보 등을 획득하게 된다. 구매나 생산설비

유치를 위한 협상에도 유리하게 나설 수 있다. 또한

참여 방산업체는 선진 사업관리기법이나 방산기술을

획득하게 된다. 특정 분야의 방산업체 간에는 전략적

제휴에 의하여 기술력이나 국제 마켓팅에서 경쟁력

우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협력 공

동개발과 공동생산은 한국 방위산업이 갖고 있는 고

질적 취약점인 방산기술 수준과 가동률 저조, 내수위

주 생산구조에서 탈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적인 방산업체 간의 협력형태로 미국과 일본이 시행

하고 있는 방산업체 간의 협력구조인 미일기술포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34]. 민간 주도보다는 반관반민의

성격을 띠고 양국 방산분야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정부 간의 방산협력 협정 체결과 방

산업체 간의 협력확대는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

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의 우수한 ICT 분야와 제조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방산기

술, 사업관리기술, 공동 수출 시장으로의 진출, 구성품

이나 부품단위의 수출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내수시장의 개방으로 일부 방산업

체는 자연스럽게 합병의 과정을 거쳐 도태될 것이다.

이는 냉전이후 1990년대에 있었던 유럽과 미국의 방

산업체 들이 보여준 합병과정에 의한 통폐합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35].

양국 간에 필요한 협의체는 현재 운용중인 안보협

의체인 방산기술협력위(DTICC)와 예하 2개의 소위원

회인 기술협력소위원회(TCSC)와 방산협의회(DICC)

로서도 충분하다. 새로운 협의체의 구성은 불필요하다

고 본다. 양국 간 방산 국제협력의 확대는 정책적인

선택만 남아 있다.

6. 결 론

세계 각 국가가 국방비 절감이라는 예산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세계의 국방비 지출은 미세한 증가 추세

에 있다. 국제 무기거래량도 총 규모면에서 아직 줄어

들지 않고 있다. 세계에서 국방비와 국제무기거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가 미국이다.

한국은 거대한 방산국가인 미국과 방산 협력이 통계

적 수치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

방산 국제협력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협력의 수준

에 걸맞지 않게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신생 방위산업의 보호육성에 안주하여 국내

소요 충족에만 연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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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증대가 방위산업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

미국은 방산업체의 글로벌화, 세계화를 대세로 받

아들이고 국제적 방산협력을 넓혀가고 있다. 세계 각

국과 방산물자 공급보증 협약, 영국 및 호주와 방산협

력조약의 체결, 과거의 폐쇄된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

어나 F-35 전투기사업은 국제 공동연구개발로 추진하

는 등 방산정책의 변화된 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

다. 한국은 이러한 기회에 미국과의 국제협력을 하나

의 전략적 방안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양국 정부

간에 포괄적인 방산양해각서(Defens MOU)를 우선적

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군수물자와 서비스,

방산기술이 상호 규제 절차 없이 상대방 국가에 공급

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양국의 방산

업체가 체계연구개발, 양산, 후속 운영유지 단계에 걸

쳐 국제협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미 정부 간

의 방산협력협정과 한미 방산업체 간의 협력확대에

따른 효과는 한미 방산 무역역조 현상을 개선하고, 한

국 방위산업의 고질적인 취약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의 포괄적 방산 MOU 체결에 있어서 그 구

체적 수준, 그리고 상호 개방되었을 때 국가 경제나

안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방산분야 등은 추가적

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미 양국은 60여년의

동맹관계가 국가안보의 큰 축이지만, 방산협력은 성숙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한미 간 방산 국제협력이 정

부 및 업체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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