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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63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은 현재 대한민국의 방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매우 중요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는
한미동맹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언제나 북한의 위협 감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우리 안보

The ROK-U.S.
Alliance:
Exploring
New Horizons

다. 지난 8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방산기술전략협의체 회의에서 미 국방부 및 국무

동맹의 다음 단계는 한반도를 벗어나 다른 안보 협력국들과 방위 능력을 공유할 수 있
는 진정한 세계적 동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이미 안보 외의 무역, 보
건, 과학, 그리고 환경 등의 분야에서 지역적이고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협력과정과 동
일선상에 놓여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군은 지역 내 그리고 세계적 협력 관계에 있
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군사 접촉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향상된 방어 능
력, 훈련, 전문성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음으로써 양국의 안보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미 양국 간 진행된 고위급 회의에서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
부와 대한민국 국방부 및 외교부의 고위관계자들이 방산 교역과 관련, 미 정부의 외교
정책 접근방식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며, 대한민국에도 유사한 접근법을 도입하도록 권
장한 바 있다. 미 정부는 대한민국이 고품질 방산 물자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성장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주요 방산 수출국 중 하나인 미국이 자신의 기술적 우위
를 보호하고 민감한 기술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국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
산 교역 규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유하였다. 이러한 초기 토론들은
동맹국 간 미래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여 공통된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각 국가들이 자
신들의 안보와 외교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군사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 특히 공군의 경우, 진정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확보하
고 있으며 선진 방산물자 제공자로 거듭나기 위한 산업적 역량과 기술 전문성을 제고
하고 있다. 한국 방산 분야에서 엿보이는 미 방산기술의 강한 존재감은 양국 간의 역사
적 혈맹 관계를 잘 나타내며 양국의 미래에 대한 서로의 신뢰를 증명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 방산물자에 투자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 먼저, 미국은 실전에서 검증
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기술들을 보유한 국가이며 연평균 700억 달러를 방산 연구

글쓴이는 美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정치학 학
사,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해군특수부대 정보장교로 복무한 바
있다. 이후 美 국방부 아시아태평양안보담
당 차관보,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아태지
역 국가 및 국제기구와 관련된 국제안보전
략과 정책 사안 전반을 담당하는 국방장관
의 수석보좌관직을 수행했다. 2014년 10월
부터 주한 미국대사로 재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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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둘째, 공통된 무기 체계 및 기술의 조달을 통해 양국의 병력을
세계 각지에서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 셋째, 서로의 군사 및 외교 관계에서의 장기적 이
익을 위한 무기체계에 동맹국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방
산 분야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방산 업체들이 광범위한 기술 이전
을 제공하거나 사업 제휴를 맺는 등 대한민국의 방산 분야에 방대한 투자를 하여 그 기
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의 안보동맹은 진정한 세계적 안보협력 동반관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방산 교

역에 외교정책 접근을 도입하고, 현명하게 방산 기술을 공유할

fellow major defense exporter, the United States shared its views

방법을 찾고, 한국 방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진함으로써 미국

on the importance we place on regulating defense trade in order to

이 한국을 세계적으로 중요한 안보 동맹국으로 여긴다는 사실

protect the security of our technological advantages and to prevent

을 알렸으며, 양국의 강력한 군사 및 안보 협력기반을 통해 우
리의 방위능력을 다른 안보 협력국들과 공유하는 진정한 세계
적 동맹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the transfer of sensitive technologies to nations unprepared to receive these capabilities. These initial discussions are laying the
foundation for Alliance cooperation in the future to enhance the military capabilities of mutual partner nations in a way that advances
our respective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nterests.

The ROK-U.S. Alliance: Exploring New Horizons

The ROK military, and in particular the ROK Air Force, is acquiring
new capabilities which are giving it a truly global reach, and is de-

The ROK-U.S. Security Alliance recently passed its 63rd Anniver-

veloping the industrial capacity and technological expertise to be-

sary and is now more important than ever for the defense of the

come an advanced provider of defense capabilities. The strong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bility of Northeast Asia. While our

presence of U.S. defense technology in ROK capabilities reflects

priority always must be on deterring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our blood-forged Alliance and testifies

believe the next logical step for our Security Alliance is to expand

to the confidence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nd become a truly global Alliance

Korea have in the future of our relationship. The Republic of Korea

that shares our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with other security

has good reason to invest in U.S. defense equipment. Firstly, the

partners. This is in line with the regional and global cooperation in

United States is a world leader in advanced, battle-tested technolo-

non-security areas that we are already pursuing together in areas

gies and commits an average of $70 billion annually to defense re-

like trade, health, science and the environment. The Republic of

search and development. Secondly, the procurement of common

Korea military is actively involved in military-to-military engagement

weapon systems and technologies ensures our forces are interop-

with a number of mutual partner nations in the region and the world.

erable globally. Third, the U.S. government’s tight regulation of de-

We can maximize the benefit for both of our nations’ security inter-

fense industry ensures that our Allies invest in a system that is fair,

ests by exploring ways in which we can work together to provide

transparent, and dedicated to the long-term interests of our military

enhanced defense capabilities, training, and expertise to these part-

and diplomatic relationship. By investing heavily in the Republic

ner nations.

of Korea’s defense sector through extensive technology transfers

Recent senior bilateral discussions between our two nations have

and business partnerships, U.S. defense companies strengthen the

already begun to introduce this approach. At the inaugural Defense

ROK defense industrial base.

Technology and Strategy Cooperation Group meeting held in

Our Security Alliance is poised to grow into a truly global Security

Washington, D.C. in August, senior officials from the U.S. Depart-

Cooperation Partnership. By employing a foreign-policy approach

ment of Defense and Department of State, together with their coun-

to defense trade, by seeking ways to share defense technology

terparts from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Ministry of

smartly, and by increasing investments in ROK defense industries,

Foreign Affairs, discussed the foreign policy approach the U.S. gov-

we signal that the United States views the Republic of Korea as an

ernment employs in regard to defense trade and encouraged the

important global security Ally.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our

Republic of Korea to employ a similar approach. The U.S. govern-

powerful military and security partnership, we are poised to become

ment recogniz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a growing defense

a truly global Alliance that shares our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producer and exporter of high quality defense capabilities. As a

with other security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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