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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임기가 제한된 대통령은 종종 자신의 개혁정책을 법제화하려 한다. 정책의 법제
화 과정은 입법부에서 진행되기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행정
명령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국방 분야에서도 입법이 필수적이지 않은 
사안임에도 대통령 정책의 법제화 시도가 관찰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의 법제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대통령이 정책의 법제화를 추진
하는 원인과 그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자 한다. 분석 결과는 과거의 개혁 실패 경험, 관료 조직 장악력,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 등이 법제화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
의 권력은 지위가 아니라 정치력에서 나온다’ 는 학문적 주장의 유용성을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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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외교·안보정책은 전통적으로 행정부가 주도하는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국가 

운영의 여러 영역 중에서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영역으로, 행정부가 가진 

전문성,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효율적인 집행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편, 입법부는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하기보다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약의 비준권, 예산편성권 및 국정감사권 등의 수단을 통해 간접적으

로 관여하게 된다.1) 실제 의회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외교·안보정책에서의 입

법부의 역할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2) 

그러나 특정한 정책에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

한 현상은 정책의 ‘지속성’보다는 ‘변화’와 관련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의회가 개입되는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국내적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 대통령, 

의회, 관료를 비롯한 국내 행위자들 간의 담론경쟁, 협상, 타협 등의 정치적 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과정이 정책 형성과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제정

치이론가들이 강조하는 외부-환경적 요인만으로는 그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

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과정이 두드러지는 경우 중 하나가 정책의 법제화 

과정이다.3)  

정책의 법제화는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입법부 상임위원회, 또는 개별 의원

의 법률안 제출을 시작으로, 짧지 않은 기간 행정부의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의회의 

1) 의회는 입법적 수단과 비입법적 수단을 통해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 입법적 수단이란 헌법에 보장된 각종 법률적 권한을 활용해 정부
에 구속력 있는 입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입법적 수단으로는 전
쟁 선포와 해외파병 승인권, 비준 동의권, 예산결산심의권 및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권 등이 있을 수 있다. 비입법적 수단으로는 
정부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조치들로 국정조사,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응답, 
국회 대정부질문, 청문회, 공청회 등이 이에 속한다(정영국 1996). 

2) 임성호는 외교정책에 대한 연방의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클린턴 대통
령이 8년간 보여줬던 외교정책의 일관성, 1995-1999년 사이 클린턴 대통령의 외
교정책 관련 입법 성공률 등을 고려할 때 외교정책 영역이 다른 영역이 비해 의회
로부터 적은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임성호 2001).

3) 본 연구에서‘법제화’는 시행령, 규칙, 명령과 같은 행정부의 위임입법이 아닌 입법
부에서 제정되는 일반적인 법률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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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및 각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 그리고 행정부와 여당 간의 당정 협의 등을 

거치면서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공식적인 협의와 조정, 때로는 비공

식적인 협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정책의 법제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성안된 

법률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정치과정을 거

친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다.

정책의 법제화와 관련해 본 연구가 주목한 현상은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나 명령, 

행정부의 위임입법이나 의회에서의 법률안 개정을 통해 행정부가 주도해 ‘변화’를 

추진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서의 ‘새로운 법률’을 만들려 한다

는 점이다. 대통령이 정책을 법제화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입법 과정

에서의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데도 왜 대통령이 

외교·안보정책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외교·안보정책 법제화

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국방개혁 2020’의 법제화 과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대통령이 정책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원인과 그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국방정책, 국방개혁, 법제화

1. 국방정책의 법제화 과정

외교·안보정책은 주어진 국방예산으로 국가의 핵심 이익을 방어하는 목표를 가

진 정책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국방정책은 제한된 국방예산 

하에서 외부위협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군사력 건설의 문제와 각 군의 전력을 효과

적으로 관리해 전투력을 유지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국방정책은 외부의 

안보 환경에 대한 자조(self-help)적 반응으로서 국가의 생존을 위한 고민과 대응

을 잘 관찰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국방정책의 여러 의제 중에서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국방개혁은 군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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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의 건설 및 운용에 대한 변화에 관한 것으로 한 국가의 미래 국방력과 직결되

는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군 구조 개편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문제는 

국방에 부여된 막대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배분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국방개혁

에는 당사자인 각 군뿐 아니라, 정치지도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정책결정

자, 입법부의 상임위원회와 개별 의원, 그리고 방산 기업, 예비역단체와 같은 이익

집단 등 매우 다양한 행위자들이 저마다의 이익을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국방개혁은 국내정치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의제가 될 확률이 높다. 특히, 국방개혁을 행정부 자체적인 위임입법4)이나 행정명

령을 통해 행정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입법부에서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법률로 제정하는 경우는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측면에서 차별적으로 

전개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국방개혁의 법제화는 제출된 최초의 원안이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 법률로 수렴되는 과정

이라 하겠다. 

국방정책 법제화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5) 먼저, 헌법이 

부여한 법률안제출권(法律案提出權)을 가진 대통령에 의한 법제화를 들 수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부 내의 입법 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 제출 법안이 되어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된 이후에는 일정 

기간 여론 수렴 및 심의과정 거치면서 여러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6) 

4) 위임입법이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치주의에 따르면 국민의 선거에 의한 국회만이 입법권을 갖는 것이 원칙
이지만,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수반하는 입법기술상 또는 법률제정 시기상의 문제 때
문에 국회가 모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로써 일
반적·추상적인 기준을 정할 뿐이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은 행정기관 등의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이병태 2011).

5) 입법 주체와 방식은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권력분립주의의 정도에 따라 다소간
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의회주의가 강력한 국가에 비해 대통
령에게 보다 넓은 범위의 위임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6) 대통령 정책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로 신현기는 대통령의 정책이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대통령의 개인적 요인, 
입법 환경 요인, 입법 과정상의 특수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대통
령과 의회의 상호작용, 여대야소 여부, 집권 연차 등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법률안 
통과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신현기 2013).



국방정책의 법제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5 ｜

다음으로, 고유의 입법권을 가진 개별 의원이 정책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경우로 행정부 법안 제출과 비교해 절차적으로 간단하다. 따라서 일부 정부가 제출

해야 할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대신 발의하는 우회 입법의 행태가 관찰되기도 

한다.7) 그러나 의회의 의원들이 주도하여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외교·안보사안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주도권을 가진 행정

부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는 비용이나 시간

도 적지 않게 소요되기 때문이다.8) 

2. 국방정책 법제화의 주요 행위자 

법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법제화의 주체인 대통령을 들 수 있으며, 특정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법제화 결정을 이끄는 동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은 

법제화를 통해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이 재정적, 제도적인 기반을 가지게 되는 경우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이 중장기

적인 국가전략의 성격을 지니면 정책 방향을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토대로서 작동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정책이 입법 과정을 통해 여론 

수렴과 의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경우, 해당 정책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후 정책 추진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법제화 과정에서 공론화를 거쳐 

성안된 최종 법률은 더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까다로운 법안 제출과정에서 사전에 심사된 자료이지만, 

여론 수렴과 의회 상임위원회에서의 검토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될 수 있으며, 

따라서 최종 법률의 완성은 이러한 수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9) 

7) 우회 입법은 까다로운 정부 내부 입법 절차 또는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 등을 회
피할 목적으로 사실상 정부 입법이지만 의원 입법의 형식을 통해 법안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신현기 2013, 38).

8) 의회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미국에서도 주요한 국방정책에 대해 의회주도
로 법안이 제출되고 및 통과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국방개혁과 관련된 미국의 
주요한 입법 사례로는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 1947), 국방재조직법
(Defense Reorganization Act - 1953, 1958), 골드워터-니콜스법(Goldwater- 
Nichols Act - 198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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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 정책의 법제화는 다음과 같은 비용 또는 위험을 수반한다. 첫째, 

법제화에 걸리는 시간이다. 제한된 임기를 지닌 대통령에게 시간은 매우 중요한 

권력 자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국정과제는 선거캠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구상되어 취임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의 법제화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둘째, 법제화 과정에서 법안 통과가 기약 없이 

지연되거나 부결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정책 추진은 발목을 

잡힐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

는 법제화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법안이 

대통령의 의도와는 다르게 수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기대했

던 정책의 본질이 희석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단점과 위험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이 특정 정책의 법제화를 선택한다면 이는 법제화 결정의 이익이 비용보

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과 더불어 법제화 과정의 중요한 행위자로 의회 의원들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86년 ‘국방 재조직에 관한 골드워터-니콜스 법안(Goldwater- 

Nichols Act)’과 같이 중요한 국방개혁이 의회의 주도로 이루어졌다.10) 의회는 

법제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정책 입법안이 배정된 상임위

원회의 구성원들은 정부 제출 법안이 최종 법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국방정책의 법제화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다소 상반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행정부를 견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헌법기관으로서 의원들에게

9) 그 밖의 대통령 정책의 법제화 이익으로는 분산된 정책의 통일성 강화, 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관련 법령을 연계하는 틀 제공, 관련 법률의 조정과 일원화, 기능적인 
규범을 넘어 가치와 이념을 담은 규범 마련, 국가 관리의 효율성 제고, 주요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새로운 문화의 형성 등이 언급될 수 있다(이재은 2006, 
27-28).

10) 동 법안은 국방정책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합참과 통합군사령관의 권능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갈등을 조정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과정과 이
후의 집행과정에서 의회주도의 국방개혁에 대해 각 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방
개혁에 저항하는 행태가 관찰되었다. 이를 주도했던 골드워터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
의 통과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입법적 성취로 평가했다(Lederman 1999,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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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책무가 있다. 의원은 지역구를 

대표하지만, 동시에 핵심 국가기관인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외교·안보와 같이 대외

적 명운이 달린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 삼권분

립의 헌법 체계 아래에서 각 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로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그러한 역할이 두드러진다. 한국은 대통령의 권력이 강한 

편으로 볼 수 있으며, 민주화 이후 국회의 상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외교·안

보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배종윤 

2006; 이정호 2004). 한편 개별 의원들은 개인, 소속정당, 지역, 자신과 관련된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다. 개별 의원이 정책의 법제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면 개인의 위상과 정치적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입법부 전체의 위상 증대로도 연결된다. 따라서 의원들은 정부 제출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의과정과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방정책의 법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행위자로 관료 조직을 들 수 

있다. 국방정책이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인 만큼 국방 관료들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 국방개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각 군은 서로 달리하고 있는 조직문화와 

조직이익의 측면에서 국방개혁이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만약 정치지도자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이 조직이익에 반하는 경우, 관료의 

특성상 공식적인 반발은 어려우나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개혁 사례에서 각 군 장관이나 참모총장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의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의 정

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립하거나 의회에서의 반대 증언을 통해 우회적으로 저항

하곤 했다.11)

국방정책 법제화 과정에서 관료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확장된 동질성'이다. 기존의 관료정치에 대한 논의들

11) 트루먼 대통령은 국방부를 중심을 통합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1949년 국가안보법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군은 국방부 예하의 각 군 성으로 
강등되었고, 최선임 장교인 합참의장 직책이 신설되었다. 해군은 중앙의 통제를 강
화하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였고, 일명 제독들의 반란이라는 사건을 통해 해군참모총
장 등이 대통령의 정책에 정면 도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Lederman 199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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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직 관료들의 정치적 행태에 주로 집중하고 있으나, 군의 경우 응집력이 강한 

예비역 사회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출신 배경이 되는 조직의 핵심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 다양한 창구를 통해 동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둘째, 

'내부적 비(非)동질성'으로 하나의 국방정책에 대해 각 군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각 군은 그들 고유의 전통과 자기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다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육군은 지휘통제의 분권화보다는 중앙집권화를 선호했던 반면, 해군은 중

앙집권화보다는 분권화를 더 선호하면서 자군의 작전에 대한 타군의 개입을 극도

로 꺼리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조직문화의 차이는 내부의 

갈등과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국방개혁은 제한된 국방자원의 배분 

문제를 포함하므로 미래 조직의 운명을 두고 갈등이 심화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 NGO, 이익집단, 시민사회 등도 국방정책의 법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 하겠다. 이들은 국방정책의 특성상 앞에서 거론된 행위자들에 

비해 영향력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일단 법제화 과정이 시작되면 주요 행위자

로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에서 논의된 행위자들은 모두 법제화 과정에서 정책연합을 형성하는 주요 

행위자라 하겠다. 대통령은 자신이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경우에는 행정

부 내에서 지배적인 정책연합을 결정하는데 압도적 위상을 가진 행위자로서 행동

하게 된다. 한편 대통령도 자신이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을 때는 정책연

합의 형성 과정에서 하나의 관료처럼 행동할 수 있다.12) 예를 들어 1985년부터 

의회가 추진했던 국방재조직에 관한 '골드워터 니콜스'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합참과 통합군사령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 장관 포함 국방 관료 대부분이 반대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다소 중도적

인 입장이었는데, 골드워터 의원은 다른 사안의 연계를 통해 대통령을 논의로 끌어

들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이 개혁 쪽으로 기울게 하는 계기로 작동하게 되었다. 

결국, 중도적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의회의 국방재조직 법안을 지지하는 성격의 

12) 대통령도 가장 영향력이 세고, 상위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정
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관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배종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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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를 의회로 발송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권력 구도는 개혁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Lederman 1999, 73-74). 

3. 법제화 결정에 관한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의 법제화 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2단계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1단계는 대통령에게 법제화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는 단계이며, 

제2단계는 법제화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제1단계는 법제화가 가져다주는 이익의 측면에서 법제화가 대통령에게 매력적

인 대안으로 두드러지는 단계이다. 대통령이 정책의 법제화를 선택했다면, 법제화

라는 대안을 법제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매력적으로 만든 요인이 존재할 것이다. 

법제화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고려할 때, 법제화 없이 정책을 추진해도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굳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법제화 과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개혁의 경우에는 과거 정부의 국방개혁 실패 경험이 

주요한 동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역대 정권마다 국방개혁을 추진했음

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지속되지 못한 것은 개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군이 홀로 내부에서만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

한 과거의 개혁 실패 경험은 대통령이 자신의 제한된 임기 내에 개혁에 대한 관료 

조직의 저항을 극복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게 이끈다.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조직이익을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행태가 관찰된다. 국방개혁의 문제는 막대

한 국방재원의 재배분 문제를 담고 있어 각 군은 서로 경쟁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새로운 개혁 방향이 자신의 조직이익을 위협한다면, 해당 관료 조직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시간 자원의 측면에서 관료 조직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화 

추진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법제화 추진에 수반되는 비용 및 위험을 상쇄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제화는 국방개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

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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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는 법제화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정책결정자는 자신의 선택에 관한 결과를 고려하게 된다. 첫 번째 단계에

서 법제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주목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제화 과정에서 의회가 

중요한 내용을 수정 할 수도 있고, 과반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법안 통과가 불확실

한 것으로 예상되면 법제화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부담스럽게 된다. 따라서 제2단

계에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법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단계에서 중요한 변수는 법제화에 필요한 권력 자원의 확보 

여부라고 하겠다. 대통령이 법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에 충분한 권력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법제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법제화에 중요한 권력 자원은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행정부에서의 

영향력이며, 다른 하나는 입법부에 대한 영향력이다. 먼저 행정부에서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최고정책결정자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은 관료이다. 따라서 법제화 과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법제화 과정을 장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부의 수장이자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할수록 법제화 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입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당시의 행정부-입법부 관계가 '단점정

부(unified government)' 혹은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의 형태를 지니

고 있는지는 법제화의 결정뿐 아니라 법제화의 과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 지배하고 있는 분점정부에 비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여당이 모두 장악하고 있는 단점정부에서 대통령은 보다 자신

감을 가지고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II.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개혁 법제화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 법안의 입안은 대통령의 국방보좌관이었던 윤광웅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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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재임 기간에 주로 이루어졌다. 예비역 해군중장 출신인 윤 장관의 임명은 일반

적으로 국방부 장관에 육군대장 출신의 합참의장 또는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해왔던 

전례에 비해 이례적이었으며, 윤 장관의 임명은 국방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개입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국방개혁안

에는 군 역사상 최초로 병력의 대규모 감축이라는 강력한 개혁안에 담겨있었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은 2005년 1월부터 과거 국방개혁

의 미비점을 극복하고 임기 내에 협력적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작성하기 시작

하여 2005년 9월 ‘국방개혁 2020 기본계획’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개혁의 방향은 현대전에 부합하는 군 구조 및 전력체계 구축, 국방 

문민화, 저비용·고효율 국방관리체제, 시대에 맞는 병영문화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

며, 핵심과제는 69만 명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이러한 

양적 축소에 상응하여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지휘구조를 단순화하여 질적 역량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후 정부는 2005년 12월 2일 ‘국방개혁 2020’ 주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국방부 2006).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개혁의 목적과 이념,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 국방 문민화와 인적 구조 개편, 

군 구조 개편과 전력체계 균형 발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안은 국회 공청회, 

상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6년 12월 1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로 최종 통과

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개혁 정책이 법제화 과정을 거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

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였다고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

은 2004년 12월 14일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국방개혁 법제화에 대한 자신의 지침

을 명확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법제화를 추진한 목적은 첫째, 국방개혁이 ‘지속

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둘째, 입법 

과정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와 지원을 

유도해내려는 것이었다(김동한 2008).

그러한 법제화의 표면적인 목적 외에도 왜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국방정책의 경우 대통령의 

위상이 지배적이며, 꼭 새로운 법률을 만들지 않더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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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법제

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작용했던 근본적

인 유인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법제화 결정에 관한 

분석틀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결정한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제화 결정 제1단계: 과거의 개혁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필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외교·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특히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는 강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국방개혁을 안보 

분야의 중요한 추진과제로 분류하였다.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국방개혁 과제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토대로 국방정책과제를 도출

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대통령의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동맹 조정 의지 및 자주국방 

추진에 근거해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 직후인 2003년 2월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동년 10월부터 시작하자는 요구

를 했는데, 노무현 정부는 이를 미국의 동맹 조정 요구로 받아들였다. 이후 미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의 의견이 갈리면서 정부 내 논란이 있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정부 

내 논란을 정리하면서 동맹 조정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되 이를 자주국방

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국정홍보처 2008). 

2003년 3월 15일 국방부 연두 업무 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관련

하여 조영길 국방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중 하나가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한국의 국방개혁을 위한 시도가 그동안에 어떻게 있었으며, 얼마만 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어떤 계획이 어떤 계기로 언제쯤 중단됐는가 하는 점에 보고”하

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국방개혁 추진전략을 짜도록 지시하였다(국정홍보처 

2006, 182). 그 뒤 2003년 7월 31일에 국방부는 NSC 사무처와 함께 자주국방 

추진의 종합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과거 정부의 만족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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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국방개혁의 역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200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문에서 대통령의 국방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가 

관찰되었지만, 과거 정부의 경험이나 법제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13)  

NSC가 2004년 3월 1일 발간한『평화번영과 국가안보』에서는 ‘한미동맹과 자주

국방의 병행 발전’이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명기되었다. 여기

에는 군 구조 개편과 국방개혁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과거에도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안보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달성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

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국가안전보장회의 2004). 

이에 따라 2004년 11월 19일 국방부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은 “안보의 기본 축인 

한미동맹을 전략 환경의 변화에 부합되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방

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자주적 대북억제능력을 조기 확충하며, 군 구조 개편 및 국방

개혁으로 군을 정예화하고 군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참여정부 임기 내 협력적 

자주국방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임기 내 구축’을 강조한 

것은 과거 미흡했던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NSC의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국방개혁 추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에 발간한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46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정부가 국방개혁을 준비하

면서 주목했던 점은 과거에도 여러 번의 국방개혁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대체로 

미흡했다는 사실이었다. 해당 정책보고서는 과거 국방개혁 실패의 원인을 3가지로 

진단하였다. 첫째, 국민적 공감대와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 둘째,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개혁 추진에 필수적인 소요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14) 

13)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개혁 관련 발언이다. “우리 군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부단히 스스로를 혁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식과 
제도, 전력구조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개혁을 통하여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주
기를 바랍니다.”대통령기록관, “제5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대통령 연설문, 2003년 
10월 1일,”http://16cwd.pa.go.kr (검색일: 2021년 6월 20일).

14)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46 국방개혁 2020,” 
http://pcpp.pa.go.kr/portal/contents/stroll/publication/ (검색일: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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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거의 실패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문제 인식은 대통령이 새로운 아이디

어가 필요하게 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주목받

은 것이 바로 법제화였다. 국방개혁의 법제화가 부각되는 시점으로 노무현 정부에

서 발간한 자료들은 2004년 12월 5일에서 7일까지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과 

그 이후 대통령의 2004년 12월 14일 제55차 국무회의에서의 지시를 ‘법제화’의 

출발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당시 대통령의 발언, 정부 발표 및 간행물,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통령이 법제화를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2004년 12월 5일에서 7일까지의 프랑스 방문에서 프랑스 국방부 장관과 

만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만남과 관련하여 보도된 대통령의 발언은 다음

과 같다. 

"작년에 프랑스에 가보니 국방부 장관이 여성 장관이었다. 대화를 해보

니 여러 국방계획 진행 상황을 자랑하기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했더니 

시라크 대통령보다 장관과 더 많이 대화를 하게 되었다. (중략)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상적인 것은 법을 마련해 놓고 진행하고, 그렇게 제도화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장관과 상의해서 앞으로 국방개혁이 제도화로 

가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게 됐다.”

프랑스 방문의 1주일 뒤인 2004년 12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55회 국무회

의에서 “프랑스는 국방개혁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조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국정홍

보처 2006, 185). 그리고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연두 국방부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15)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국방개혁

의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다(국정홍보처 2006, 184).

2005년 4월 28일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프랑스식 국방개혁의 추진 절차

20일).
15) “노 대통령, 윤 국방에 지시‘국방개혁 법제화 하라’.”『국민일보』(2005년 1월 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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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2005년 11월 중에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대통령에

게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발언한다. 

“국방개혁의 핵심은 군 구조를 양적 구조에서 미래 지향적 질적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며, 군이 스스로 민주주의 모습을 담은 장기적 국방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성찰과 예측을 바탕으로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국민적 공감 하에 법제화함으로써 일관된 개혁을 추진해야 한

다. 그리고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예산은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강조한 것은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프랑스 

국방개혁의 각론(내용)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방식(법제화)을 강조한 것으로 

설명했다.16) 

이후 노무현 정부의 핵심 참모들의 발언에는 대통령의 발언과 공통적인 인식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2005년 4월 28일 업무보고 이후의 

브리핑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국방개혁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바뀌면 

개혁이 중단되는 과정이 반복됐다”라며 “10~15년을 내다보면서 개혁방안을 법제

화해 다음 정부에서도 개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3월 대통령 직속 국방발전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된 황병무 교수는 2005

년 5월의 언론 기고문에서 국방개혁 법제화의 이유를 “과거 정부들이 군 구조개혁

을 절감하고 수차례 시도했으나, 전체보다 부분의 개혁에 집착하고, 각 군 간의 

합의 노력 부족했으며, 정부의 이행의지가 미약해 포괄적인 개혁안을 만드는데 

실패했으며,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제화를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17)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에 대한 관료 조직의 저항 및 불충분한 권력 자원을 과거 정부들이 국방개

16) “군 개혁은 프랑스, 과거청산은 독일서 배우라.”『오마이뉴스』 (2005년 4월 28일자).
17) “황병무, 국방개혁안 법제화해야.”『국민일보』 (2005년 5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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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에 실패한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던 노무현 정부에게 2004년 12월의 프랑스 

방문은 ‘국방개혁의 법제화’라는 아이디어를 부각시켰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공식적으로 지시함으로써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 법제화 결정의 제2단계: 행정부와 입법부의 성공적 장악

노무현 대통령이 법제화를 공식화한 2004년 12월은 시간적 권력 자원의 측면에

서 임기를 약 3년을 남겨둔 시점으로 법제화 추진에 걸리는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취임 초기와 비교하여 시간적 권력 자원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법제화 추진을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제화 과정의 주요 행위자 중 하나인 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강화된 시기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4년 3월 야당에 의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야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이어졌다. 그 결과는 

2004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야당의 참패로 이어졌고, 대통령이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공식화한 2004년 12월은 의회의 권력 구조가 여대야소 정국

으로 변화한 시기였다.

한편 관료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는 조치는 법제화 추진의 전과 후에 

모두 관찰되었다. 이는 주로 국방 관료 조직 장악을 위한 인사권 행사와 대통령 

직속 안보국방 관련 조직의 강화로 관찰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7월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청와대 국방보좌관인 윤광웅을 임명하였다. 1968년 이후로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적이 없다는 점과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을 역임

하지 않은 예비역 중장을 군을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윤광웅 국방보좌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로

서, 당시 청와대의 인선 기준은 대통령의 ‘장악력’인 것으로 알려졌다.18)  또한, 

2005년 3월 14일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으

로 황병무 국방대학교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국방발전위원회의 주

18) “盧, 법무장관 김승규 국방장관 윤광웅씨 임명.”『경향신문』 (2004년 7월 28일자).  



국방정책의 법제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17 ｜

요 임무 중 하나로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발표했다. 국방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로 

청와대 국방보좌관 직책은 폐지되었다.19) 국방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의 핵심 참모 

중 하나인 국방보좌관을 대체하는 국방발전자문위원회는 국방정책과 관련해 대통

령과 긴밀히 협의하는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과정에서 

황병무 위원장은 국방개혁의 법제화 필요성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파하였다.20) 이후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은 2006년 12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에 성공하게 된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왜 대통령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정책의 법제화를 시도하는

지를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국방개혁 2020’의 법제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법제화 결정의 1단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정부들의 국방개혁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관성을 극복하고 국방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새로운 대안

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프랑스 국방장관과 만남을 통해 새로운 대안으로서 ‘국방개

혁의 법제화’가 부각되었다. 법제화 결정의 2단계에서는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실

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계산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및 총선 승리를 통해 만들어진 여대야소 정국은 의회에 대한 영향력의 측면에

서 대통령에게 자신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관료 조직에 대한 장악력의 

측면에서는 국방 관료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권의 행사와 국방 관련 직속 조직의 

강화를 통해 장악력을 유지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개혁 2020’의 법제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방정책의 법제화 결정에는 과거의 개혁 실패 경

험, 해당 사안에 대한 관료 조직의 지배적 영향력, 다수의 군 출신 의원으로 구성된 

국방위원회의 특수성, 그리고 대통령이 직면한 정치적 여건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

19) “靑 국방발전자문위 신설… 위원장 황병무씨.” 『한국일보』 (2005년 3월 14일자). 
20) 황병무. 2005. “국방개혁안 법제화해야.”『국민일보』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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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정치적 수단을 통해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은 긍정적

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대통령 정책의 법제화 

결정은 단편적인 혹은 우발적인 정치적 결정이라기보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의 권력은 ‘헌법에서 나오

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학문적 주장의 유용성이 확인되는 

대목이다(Neustad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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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sidents with limited terms often attempt to legislate their reform 
policies. There is no guarantee, however,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of 
policy will be successful because it is carried out by the legislature. 
Moreover, it requires more time and cost than the executive order. We 
have seen cases that presidents attempt to legislate defense policies, 
where the president has exclusive influence as the commander-in-chief 
and the head of the administration, even though the legislation is not 
essential.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Defense Reform 2020' in order to examine 
which factors affected the president’s decision on legislation and how 
political actors interacted with each other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past experience of reform failure, control 
of the bureaucracy, and president will of the president affected the 
legislation proc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esidential power mainly 
comes from his/her political will, skill, an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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