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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is an extremely prominent
country facing an existential enemy named “North Korea”. In Korea, the military science field is
gaining interest and importance. However, as it is a specialized field, research is scarce. In this
study, through text mining, we attempted to analyze 69 regular papers’ abstracts in the military
science and domestic social science fields. These abstracts were present in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which publishes the latest research trends and, in this case, trends in military studies. As a
result, research is being conducted on various subjects. In particular, 63% (44) of these were found
to be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power such as security cooperation, external situations,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defense reform. This study applied an unstructured data analysis
method called text mining and attempted to analyze the subject of several papers from a more
scientific perspective. Hence, it can be considered a study of great significance as it was able to
provide an overall understanding of general research trends and trends in recent militar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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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는 전통적인 북한의 위협 외에도 여러 주변국가 간의 분쟁과 대립으로 인
해 안보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방외교 차원에서 국방 및 방위력증강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 간 상호이해관계에 따른 안보강화를 위해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대내외 정세 변화를 이해하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정치, 경제, 역사,
사회과학 외에 군사사상, 군사사, 군사전략 등의 고유 연구영역을 포괄하는 통섭(consilience)의 학
문”(Kil, 2012)인 군사학 분야에 대한 연구동향 탐색을 통해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아래 Table 1은 최근 국방 / 방위 관련 뉴스이며 국방 / 방위 관련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뉴스나 기사를 통해 다양한 대외 정세변화에 따른 국가 간 안보협력, 분쟁
해결 등이 중요해지고 나아가 군사학 분야의 학문적 연구주제로 선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
구동향이나 경향을 Text Mining으로 분석하는 것은 주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Table 1> Recent national defense news in Korea
최근 국방 / 방위 관련 뉴스
美, 인도와 외교⋅군사협력 확대… 對中 압박 강화 (문화일보, ‘20. 10. 26)
“미⋅일⋅인도⋅호주 내달 해상합동훈련, 중국에 악몽 될 것” (한국경제, ‘20. 10. 22)
중국 견제’ 쿼드 합동군사훈련…한국에 손 내미는 美⋅中 (KBS NEWS, ‘20. 10. 21)
‘탈(脫)미국’ 중국 러시아와 ‘제한적 밀월’, 산업협력⋅군사기술 공유 (뉴스핌, ‘20. 9. 2)
미국이 남중국해에 정찰기 띄우자 중국 탄도미사일로 맞대응 (한겨레, ‘20. 8. 27)

본 연구는 Word Cloud분석을 통해 분석대상이 되는 군사학 논문들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에
대해 시각화 및 정리하였으며 상위 20개의 단어를 제시하였다. 또한 LDA Topic Modeling을 통해
몇 개의 주제로 연구들을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최근 연구주제 분야
를 선행연구인 Bae et al. (202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류하고 주제별 연구내용을 살펴보고, 동향
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LDA Topic Modeling을 사용하여 군사학 관련 정규 논문들을 몇 개의 주제
로 분류하여 전반적인 군사학 연구의 경향과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Bae et al. (2020)의 연구
에서 제시한 주제분류를 활용하여 분석의 대상이 되는 논문들이 주제별로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방법 모두 LDA Topic Modeling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이지만 첫
번째는 우선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두 번째 Bae et al. (2020)
의 연구를 바탕으로 분류한 주제별로 다시 분석한 것은 기존 연구에서 분류한 주제별로 어떠한 논
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첫 번째 경향분석에서
임의 개수의 주제로 분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Bae et al. (2020)의 연구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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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분류하는 방법과 주제를 제시하였다면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전반적인 연
구의 경향과 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류법을 적용하여
군사학 논문들을 분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은 의사결정자가 직면하는 새
로운 결정사항에 관한 시기적절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신속한 체계적 문헌고찰(rapid
systematic review)(Schünemann & Moja, 2015) 접근을 토대로 최신 연구주제의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인 군사학 연구의 최신 경향 및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군사학 연구의
방향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판단하였다.

Ⅱ. 연구 방법
2.1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대상이 되는 ‘20년도 군사학 논문 69편에 대한 Text Mining분석을 통해 최근의
연구동향과 경향, 그리고 이를 통한 군사학 연구의 미래 등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Text Mining 분석 기법 중 LDA Topic Modeling을 통해 군사학 논문들을 몇 가지 주제로
분류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군사학 논문들의 주제 분류를 활용하
여 다시 69개의 논문들을 분류해 봄으로써 연구 동향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
였다.
2.1.1 Text Mining
Kim, Cho, & Kang (2016)의 연구자료를 참고하면 텍스트 데이터는 비정형화된 데이터의 대표

적인 예이다. 일반적으로 활용의 목적으로 가공되어지거나 별도로 수집되어지는 정형 데이터와는
다르게 비정형 데이터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수집, 획득, 저장되어 진다. 이렇게
수집된 비정형데이터는 과거에는 적절히 분석할 도구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기
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텍스트 마이닝의 시작은 분석할 대상이 되는
텍스트 데이터들을 단어수준으로 분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69개의 논문
을 대상으로 Word Cloud를 통해 단어의 빈도수에 따른 특징을 살펴볼 것이며 이어서 LDA Topic
Modeling을 통해 몇 가지 주제로 분류해 볼 예정이다. 분석에 사용된 도구는 상용 분석도구인
Netminer 4.4.3.b 버전을 사용하여 Word Cloud 및 LDA Topic Modeling을 진행하였다. Netminer

는 사회관계망(SNS)을 분석하는 도구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Semantic 분석이 가능한
패키지들이 제공되어 Text mining 분석도 가능하게 되었다. 국산 상용도구인 점에서 한글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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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보다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본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2.1.2 신속한 체계적 문헌고찰(rapid systematic review)
체계적 문헌고찰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
여 명확하게 연구주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체계적 문헌고찰은 문헌을
어떻게 정리하고 요약하는지에 따라 질적(Qualitative) 고찰, 양적(Quantitative) 고찰, 메타분석
(Meta-analysis)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다양한 문헌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신속한 체계적 문헌고찰(Rapid Systematic Reviews) 방법
(Schünemann & Moja, 2015)을 적용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신속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

한 신속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주제나 상황에 따라 제한적 문헌검색(제한된 원천에서 특정 범위 내
에서 제한적으로 문헌을 검색), 비뚤림 위험 평가 생략(문헌연구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 생략), 좁은
연구 질문 선정(가장 필요한 연구주제에 대해 집중하여 분석)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군사학 연구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제한적 문헌검색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2.1.3 군사학 연구 주제 분류
Bae et al. (2020)은 LDA Topic Modeling을 적용하여 다양한 군사학 연구들을 주제별로 분류하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군사학 연구라는 특정 분야의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주제를 세분
화하여 기존 학문분류와의 상호 관련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총
10개의 주제로 군사학 연구들을 분류하였다. 무기체계 획득/운영에서는 군사력 건설 분야에 4가지

소분류를 하였으며 무형 군사력 유지에는 한 가지 주제를 분류하였다. 또한,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는 군사력 운용, 군사력 개발, 유형 군사력 유지 분야로 각각 1개, 3개, 1개의 주제를 분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군사학 연구를 몇 가지의 학문분류와 연계하여 소분류로 분류하였다는데 큰 의
의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속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진행하면서 Bae et al.
(2020)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범위 내의 논문들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주제를 분류하여 군사학 연

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2 연구의 대상
군사학 부문의 최근 연구동향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 군사학 분야의 학술지 정보를 한국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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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에서 온라인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분석의 일관성 및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문초록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초록은 연구의 내용에 대
한 배경 및 과정, 결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학 분야에 국한된 학술논문만 취합하
기 위해 연구재단의 학술주제분류를 참고하여 연구대상을 대분류(사회과학)와 중분류(군사학)로
구분하여 논문을 검색하였다. 또한, 최근 2020년 게재된 정규논문(학술발표 제외)만을 선택하고 내
용 검토를 위해 원문 파일이 제공되지 않은 논문은 개별적인 학술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최
종 수집된 논문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한국군사학논집(화랑대연구소 발행)에서
32편, 한일군사문화연구(한일군사문화학회 발행) 17편으로 나타났으며, 등재후보지로 한국군사(한

국군사문제연구원) 7편, 한국방위산업학회지(한국방위산업학회) 7편, 선진국방연구(광운대학교 방
위사업연구소) 6편으로 총 69편을 수집하였다. 대부분 선정된 학술지가 연간 2회 발간이 되며 12월
에 발행이 되어 상대적으로 연간 논문편수가 낮게 나타났다(2019년 연간 96편 발행). 아래의 Table
2는 이렇게 수집된 연구대상 논문들을 학술지별로 분류한 표이다.
<Table 2> Current researches on Military art and science (Jan. to Nov. 2020)
Journal title

Academic subject areas

Publish Month
Jun.

# of included studies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 and Science

Military Studies

Korea Journal of Military Affairs

Other Military Science

Jun.

7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Other Military Science

Jun.

7

Journal of Korean-Japanese
Military and Culture

Other Military Science

Apr.

17

Journal of Advances in
Military Studies

Other Military Science

Aug.

6

Total

Feb.

32

69

Ⅲ. 분석 결과
3.1 Word Cloud(단어 구름)
본 연구에서는 69편의 논문을 단어 수준으로 분해하고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Frequency)를 기준
으로 단어구름(Word Cloud)을 그려보았다. 이는 빈도수에 따라 등장하는 단어의 중요도를 쉽게 시
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래 Figure 1은 69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Word Cloud 결과이
다. 빈도수(Frequency)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상위 300개의 단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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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단어는 명사로 한정하였다. 명사는 일반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이며 주제
가 되는 단어를 포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사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
하며 일반적으로 군사학 논문에서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어 본 연구의 주제 추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몇 개의 단어를 삭제하였으며 삭제한 단어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Hu, Boyd-Graber,
Satinoff, & Smith, 2014; Kintsch, 2012, p. 95).
<Table 3> Unlisted words on Word Cloud
삭제 단어 목록
군, 군사, 연구, 분석, 결과

아래 Figure 1은 이러한 Word Cloud 분석결과로 특정 단어가 매우 높게 반복되어 다양한 단어
들이 유사한 수준으로 많이 언급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과 안보, 경제, 정치적으로 이해
관계가 많은 국가들과 강대국들이 다수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도수 상위 20개의 단
어들은 ‘전략, 일본, 북한, 한국’ 등으로 나타났다(Table 4).
많이 언급된 단어로는 전쟁, 전략, 한국, 일본, 북한, 미국, 기술, 체계, 개발 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통적 우방인 미국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일본>이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오히려 중국보다도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북한과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은 <전략>과 더불어 상위 2번째 단어로 분석되었다. <북한>, <중국>, <미국> 보다도 더

빈도수가 높게 분석이 되었다. 그만큼 일본은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임을 알 수 있
었다. 특히,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일본의 군사전략에 대한 연구는 한일, 한미일, 미일 관계와 안보

<Figure 1> Visualizing text analysis results with Word Clo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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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op 20 words from word frequency analysis
Rank

Word

Frequency

Rank

Word

Frequency

1

전략

85

11

정책

49

2

일본

82

12

전투

48

3

북한

75

13

활용

47

4

한국

74

14

국방

47

5

전쟁

74

15

문화

46

6

기술

62

16

국가

46

7

체계

57

17

학습

42

8

영향

55

18

적용

40

9

미국

54

19

안보

38

10

개발

52

20

논문

38

협력에 매우 중요한 문제(Kwon, 2020)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술>, <개발> 등의 단어가 높은 수준으로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이는 군사학
관련 연구에서 국방기술과 무기체계의 개발 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의 결과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Word Cloud 분석결과 상위에 언급된 단어들은 대부분 국가와 기술, 개발, 체계 등의 단
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한민국을 둘러싼 다양한 안보환경에서 다양한
국가들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연구의 중심에는 기술의
개발과 정책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LDA Topic Modeling
Blei et al. (2003)은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알고리즘을 적용한 확률기반 주제 분류 모

델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어떠한 문서들을 특정한 주제들로 분류하기 위해 해당 주제에 속할 단어
의 확률을 추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써 어떠한 주제에 특정 단어가 속할 확률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n개의 주제별로 해당 문서들 분류하는 알고리즘이다. 아래 Figure 2는 이러한 LDA Topic
Modeling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W는 관찰된 단어들이고 Z는 주제를 나타내

는 것이며 α, β는 코퍼스 매개변수, θ는 문헌의 주제 분포, N은 문헌의 길이, D는 문헌의 수를 각
각 의미하는 것으로, LDA 모델링을 통해 어떠한 단어가 특정 주제에 포함될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Sim & Ki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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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DA Topic Modeling (adopted from Blei, 2012)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69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LDA Topic Modeling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
류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개수를 고려하여 K(분류할 주제의
개수)=5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문서(초록)의 수(69건)를 고려하여 3∼6개의
주제로 탐색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등장한 단어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며 상호 배타성
이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주제 수 5개를 선정하였다. 분석에는 Netminer 4.4.3.b 버전을 사용하였다.
<Table 5> Top five topics in LDA topic modeling
Topic #

1st Keyword

2nd Keyword

3rd Keyword

4th Keyword

5th Keyword

# of documents

Topic-1

북한

정책

분석

전략

안보

19

Topic-2

기술

체계

개발

군사

적용

18

Topic-3

전략

중국

미국

군사

한국

12

Topic-4

일본

전쟁

한국

역사

자위대

10

Topic-5

연구

영향

활용

결과

분석

10

Total

69

가장 많은 논문(19편)들이 속한 첫 번째 주제는 <북한><정책><분석><전략><안보>였다. 역
시 군사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직면하고 있는 위협세력인 북한에 대한 정책과 이를 분석하고 전략
을 구축하는 안보 관련 논문들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북한의 위협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여야 하는 우리 군 고유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논문인 18편이 속해 있는 두 번째 주제에 속한 단어들은 <기술><체계><개발><군사><적
용> 이었다. 첫 번째 논문이 정책과 전략에 대한 논문들이었다면 두 번째 주제는 포함하는 단어들
로 유추해 볼 때 새로운 기술이나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군사 분야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논문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논문들이 포함된 주제는 <전략><중국><미국>
<군사><한국> 이었다. 세 번째 주제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이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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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대한 전략에 관련된 연구임을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주제는 모두
10편의 논문이 속해 있었으며, 각각의 주제는 <일본><전쟁><한국><역사><자위대>와 <연구>
<영향><활용><결과><분석> 이었다. 네 번째 주제는 이웃나라이면서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하

여 많은 대립을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주제이다.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역사적 관점과 자위대,
전쟁에 관한 연구가 네 번째 주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군사학 연구에 대한
활용이나 결과에 대한 분석, 영향에 관한 논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LDA Topic
Modeling을 통해 본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대부분의 주제들이 한반도 주변국과 세계적인 강대국

들 사이에서의 정책과 전략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논문들이 기술
이나 체계의 개발과 발전, 군사적 적용에 관한 연구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3.3 선행연구를 통한 Topic modeling의 군사학 학문 및 연구 분류
대상이 되는 69개의 논문에 대해 추가적으로 군사학 학술논문 분류를 시도한 Bae et al. (202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류해보았다. 해당 연구는 국내 군사학 학술논문의 텍스트(초록)를 활용한 토
픽 모델링을 통해 학문분류와 연구분류표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무기체계 획득⋅운영(대분류)
에 군사력 건설, 무형 군사력 유지 분야가 속하게 되며, 국방 연구개발(대분류)에 군사력 건설, 무형
군사력 유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예시로 ‘군사력 건설’은 안보협력 및 대외정세 전망, 국방⋅군
개혁, 국방획득체계에서 방산원가⋅조달관리, 국방과학 연구개발 성과 및 수출경쟁력 제고 관련 세
부 연구주제를 포괄한다고 제시하였다. 해당 연계표를 참고하여 각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관련 논문
을 보다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 군 경험자와 관련 분야의 주제 분류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문 제
목, 주제어, 초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분류하였다. 분류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이한 초기
분류를 최종적으로 동의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진행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신규
분류항목을 별도로 추가하여 누락 없이 제시하였다. 또한, 특정 논문이 여러 소분류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제시하는 연구목적에 맞게 가장 대표적인 분류항목으로 구분
하였다. 전체 69개의 논문을 내용분석을 통해 분류한다면 ‘군사력 건설’ 부문의 안보협력 및 대외정
세 전망에 대한 연구주제가 총 24편(35%)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방 군 개혁’
부문은 총 14편(20%), 무형군사력 유지, ‘군 인력운영 및 군 생활 관리’는 총 9편(13%) 수준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아래 Table 6은 이러한 분류방식에 의해 2020년 논문의 연구주제를 분류한 표
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Chung,
2017)와 기존 동맹국가(일본, 미국)과 경제적 무역마찰 등을 겪으면서 각 국가 간의 안보관계(한중,

한일 등) 유지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학술논문은 이런 현황을 반영하여 주변 강
대국 간의 국방외교 정책에 따른 대외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안보와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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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mmary of current topics in Korean military art and science research
Category

Subject

Reference*

24

Kim, YJ; Ryu, K., & Jeong, J.;
Park, J., & Choi, K.; Park, J.; Son, K.;
Song, Y.; Ahn, D., & Kil, B.; Yang, J.,
& Bang, J.; Lee, K.; Lee, J.; Lee, H.;
Jeon, J.; Choi, L.; Choi, JK.; Seo, I.;
Oh, S.; Song, S.; Cha, S.; Lee, S.;
Park, H.; Kim, JK; Kim, JC; Kim, D.;
Ban, K.

Military Reform &
Innovation

14

Kwack, H., & Kim, Y.; Kim, K.;
Kim, K. & Lee, S.; Choi, K., Oh, J., &
Kim, Y.; Kim, J., & Shim, S.; Lee, H.;
Kim, S.; Yoon, S., & Choi, Y.; Lee, J.,
& Shim, S.; Cho, S. et al.; Jang, J., &
Lee, S.; Na, H., & Choi, K.; Anais, C.,
& Kim, Y.; Jang, J., & Yun, J.

Defense Cost System &
Government Procurement
management
in the Defense Acquisition

4

Kwon, H., & Park, J.; Na, I., &
Jang, J.; Lee, J.; Choi, G.

Performance of Defense
R&D projects and the
Improvement of Export
Competitive Power

2

Bae, H.; Lee, K., & Han, S., & Seol,
H.
Ko, H., & Park, J.; Lee, J.; Ku, J.,
& Park, H.; Kwon, H., & Kim, Y.;
Cho, E., & Lee, J.; Jeong, H., & Ma,
J.; Kim, Y., & Park, J.; Lee, H., &
Kim, N.; Kim, B.

Security Cooperation and
Current Status and
Prospect in military situation

Military Force
Building

# of studies

Maintenance
of Intangible
Combat Power

Military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Military
Life Management

9

Military Force
Management

Battle (battlefield
environment) Simulation

2

Moon, H.; Choi, J. et al.

7

Kim, YH; Kim, JB; Kim, JS; Park,
W.; Lee, S.; Lim, H.; Jeon, G.

Military
Theory
(Multidisciplin
ary approach)

2

Bae, S. et al.; Park, J.

Unclassified

5

Gwak, S.; Kim, H.; Cho, J.; Han, Y.
et al.; Jeong, S., & Kim, H.

Total

69

Others
(additional
classification)

Military & War History

Note. * The publication year of the paper is al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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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군사력 건설’을 주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최근 세계 안보는 권력의 전이(Power Shift)에 따른 주변 국가들의 국익 중심의 안보환경
이 조성되면서 주변국의 대외정책 및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
다. 게다가, 우리는 북한의 무력적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나 외교적 동맹 유지뿐만 아니라 북핵
의 문제 해결 및 통일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Kim &
Kim, 2014). 이런 의미에서 최근 학술논문은 ‘안보협력 및 대외정세 전망’에 대한 주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일 관계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Choi, 2020), 자위대 활동문제(Son, K.,
2020a) 등의 현안을 학문적 고찰을 통해 분석하여 양국 간의 안보 딜레마 상황에 보다 심층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안보전략을 실행하는데 관련된
주요 대상인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 및 안보정책적 방향 제시(Lee H 2020a;
Jeon, J. 2020), 통일 후 미래 한국군의 조직구조 설계(Ryu & Jeong, 2020) 등의 불확실한 안보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다수의 논문이 이러한 국제 정세와 군사 분야에
대한 대외 이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국방⋅군 개혁’ 부문은 미래기술 발전에 따른 한국의 국방 및 군사전략의 변화를 추진하고
자 하는 개혁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뺷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뺸(2020. 1. 21)에서 4
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혁신을 강조하면서 국방운영 전반의 빅데이터 구축 및 AI
기술 활용을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런 정책추진에 부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무기체
계 혁신(장갑차의 원격사격통제체계: Kwack & Kim, 2020; 무인항공기: Kim & Shim, 2020; 인공
지능: Choi et al., 2020)과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분야의 정책적 변화방향(Kim, K., 2020;
Lee, H., 2020a) 등의 최근 주제가 연구되고 있다.

셋째, ‘국방획득체계에서 방산원가⋅조달관리’ 관련 주제는 크게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산수
출 증대와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방산수출은 “국내 방
산기업이 방산물자를 수출 시 구매국에 기술이전을 하거나, 해당 국가의 무기, 장비 또는 부품 수입
등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인 절충교역(KODIST,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활
성화 차원에서 정부 지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가치상계1) : Kwon & Park, 2020). 이런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 외에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규모
경제의 중요성을 제기하거나(Choi, G., 2020) 방위산업의 지속성장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산원가
신뢰성 제고(예: 외부감사 강화, 내부통제제도 수립 등)를 통한 방위산업의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
을 제시하였다(Lee, J., 2020b). 끝으로 각국 간의 미래전에 대비한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과 첨단기
술 확보 활동이 증가하면서 첨단 무기에 대한 독자 개발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Gam, 2019).
특히, 방위산업 분야는 전쟁 수행에 적합한 체계개발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이 활용되고 상당한 연구
1) 가치상계: 절충교역 이행방법 중 하나로 방위산업 교역에서 발생한 정부 또는 업체 간에 합의된 절충교역 의무를
상호 간에 상쇄하는 것(방위사업청, 2019, 절충교역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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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비용과 장기간 개발기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국가 경제 및 방위산업체의 기업경영 활성화 차
원에서 개발 체계나 부품 등의 해외수출을 통한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국방지출 예산 감소로 다국적 기업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어 연구개발 기획 및 실행단계에서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추진이 요구된다(Han & Won,
2012). 이런 국가경제적 상황에 부합하여 ‘국방과학 연구개발 성과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연

구주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전에 대비한 작전요구능력(ROC) 충족을 위
한 무기체계 개발이 요구되면서 기존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개량을 통한 전력증강이 중요해지고 있
다(Bae, 2020). 또한, 우리 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무기를 개량하여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군의 신형
무기 보급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Kim, Y., 2018). 예를 들어, 최근 복합무기체계인 함정운용
을 통한 미래 전장 내 군사력 강화가 중요해지면서 타 무기체계와 비교하여 장기간의 획득기간과
운용기간의 특징을 지닌 함정 개발에 관련 성능개량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Bae, 2020).
다음으로 ‘무형 군사력 유지’ 관련 연구주제가 전체 논문의 약 13%를 차지하였다. 무형전력은 첨
단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구성원의 강한 정신력으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주요 전투력을 의미한
다(Cho & Park, 2016). 이런 역할 때문에 관련 연구주제는 군 장병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에 초점
을 두고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군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 개발(Ko & Park,
2020), 우수 인재유인을 위한 병과별 선호도를 고려한 모집 전략방향(Lee, J., 2020a), 군 생활만족도

개선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Ku & Park, 2020; Kwon & Kim, 2020) 및 조직문화(구성원의 의식변
화) 개선(Cho & Lee, 2020) 등의 구성원의 최상의 전투력 유지를 위한 인력관리 관련 주제가 연구
되었다.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미래 군 리더인 사관생도 대상의 교육 효과성(Lee & Kim,
2020)이 연구되었다. 그 외에 또는 군 영창제도 폐지(군인사법 개정, 2020. 8. 5) 과정에 대한 법적

진행 등의 연구(Kim, B., 2020)가 진행되었다. 또한 Kim and Park (2020)은 무형전투력에 포함되어
야 하는 요소와 특징에 대해 KCTC 훈련단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국방기술 연구개발은 기초연구개발, 핵심기술개발, 민⋅군겸용 기술개발, 신개념기술시범
(ACTD), 핵심부품군산화 개발지원이 포함되며(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2015), 군사적 문

제해결을 위한 무기체계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나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및 부품을 개발하여
적용⋅응용하고 미래 첨단무기 독자 개발능력을 확보하는 연구방향을 의미한다. 그래서 군사력 운
용 측면에서 포병 사격에 따른 피해평가(Moon, 2020)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 내
생태계 보존을 통한 재난 방지(산사태, 토사유실 위험) 등(Choi, 2020)의 ‘전투(전장환경) 시뮬레이
션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미래전의 가장 위협적 형태인 사이버전은 군사적⋅비군사적 구
분이 모호하여 국가적 안보 위기를 증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NCOE,
Network-Centric Operational Environment)(Yoon & Choi, 2020; Lee, H., 2020b)에서 전쟁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군사력 개발’ 관련 연구는 전파방해 공격(Jamming Attack) 최

A literature review of recent topics in Korean Military Art and Science / Jonggil Lee 199

소화 방안(Cirillo & Kim)이나 무기체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보증(software assurance: 신뢰성, 안
정성, 보안성)을 통한 컴퓨터 시스템의 사전적 방어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Jang &
Yoon, 2020). 끝으로 최근 학술논문에 대한 연구주제를 탐색한 결과,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분류체

계(Bae et al., 2020) 외에 ‘군사사⋅전쟁사’, ‘군사이론’에 속하는 논문을 추가적으로 분류하였다. 예
를 들어, 관련 연구들은 대한민국의 국방 및 안보와 밀접한 역학관계인 주변 국가와의 역사적인
전쟁⋅분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쟁발생이나 전쟁실패의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군사⋅안보⋅외
교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과거 주요 전쟁(임진왜란, 중동전쟁,
러일전쟁 등) 분석을 통해 군사전략, 전쟁수행 등의 군사력 운용이나 개발에 필요한 향후 군사혁신
방향을 제안하였다(Jeon, G., 2020). 그 외에도 Bae et al. (2020)의 연구는 군사학의 학술논문에 대
한 토픽모델링을 통해 학술적인 연구주제를 제시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Ⅳ. 논의 및 한계점
본 연구는 국내 군사학의 최근 연구동향을 고찰하기 위해 2020년도 군사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
재된 69편의 정규논문을 활용하여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Word cloud를 통해 다수 언급된
단어들의 빈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어서 LDA Topic Modeling을 통해 임의로 5개로 주
제를 분류하였으며 다수의 논문이 속하는 주제의 핵심 단어들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반도 주변
을 둘러싼 강대국과 이해집단에 속하는 국가들에 대한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기술과 체계의 개발 및 이를 통한 미래전력의 준비에 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를 통한 주제 분류에 의한
군사학 연구 주제 분류를 통해 ‘군사력 건설’, ‘무형군사력 유지’ 및 ‘군사사/전쟁사’의 주요 주제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하는 안보 및 국제정세에 따른 국내 국방 및 안보외교 대응 차원에서 ‘군사력 건설’ 측
면의 주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관련 분야의 연구들은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이해
관계 국가 간의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따른 안보협력과 대외정세 이해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루
고 있다. 이런 연구동향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나 미-중 간의 대립 등에 의한 안보정세를 이해하
고 미래 국방전략 수립을 모색하는 이론적 고찰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Son, K., 2020). 게다가
향후 한반도 내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국(남한, 북한, 미국 등) 간의 역학적인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국가 간의 갈등과 협력의 상호의존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Suh, 2008; Woo, 2003).
둘째, 국내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군 인력운영 및 군 생활관리’에 관한 ‘무형 군사력 유지’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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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다루어졌다. 이는 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과 군의 궁극적인 전쟁승리 및 군사력 강
화를 위한 장병의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의미한다(Lee, 2018). 구체적으로 군 조직의 성과달성을 위
한 군 장병의 직무수행능력 강화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구성원의 조직화된 전투 의지력을 높이기
위한 정신교육의 영향(Lim, 2017)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연구주제인 리
더십 분야 외에 최근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직무능력 교육 차원의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다루고
있다. 셋째, ‘군사사/전쟁사(military/war history)’ 주제는 본 연구의 내용분석을 통해 새롭게 분류
한 영역이며, 실제 전쟁 수행 방식은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고 전파할 수 있어
중요한 사례교육 내용 중 하나이다(Lee, 2019). 특히, 이런 전쟁 및 전투와 관련 기록은 당시의 군사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의 전략⋅정책적 차원에서 전시 국방정책의 개발 및 수립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Baek, 2005).
셋째,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최근의 군사학 논문들의 연구 경향과 동향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적용한다면 군사학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문서, 문자로
구성된 자료에 대한 경향과 동향 분석에 대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뉴스와 신문기
사, 혹은 인터넷 블로그 등 문자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수집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무적인 사용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군사학 분야의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주제를 분류하는 내용분석을 진행하여 최
근 연구동향을 탐색하였다.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을 다음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신속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군사학 관련 최근 연구동향을 시
도한 초기 연구로 분석에 포함된 논문자료의 범위와 개수가 제한적이므로 향후에는 이를 보완하여
시간을 두고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최근 연구주제에
해당하는 토픽을 도출하였으나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각 연구영역(예: 안보, 전쟁사)을 대
상으로 주요 연구주제를 세분화하는 심층적 내용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군사학의 연구주제에
대한 분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후 연구자들의 문헌고찰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연구주제 간의 상관관계와 그 의의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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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군사학의 최신 연구주제 리뷰
이종길*

2)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현존하는 <북한> 이라는 전통적인 위협세력과 직면해 있는 군사
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군사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
나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소수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군사학 연구의 최
근 연구동향과 흐름을 발간중인 한국연구재단에 제시된 국내 사회과학 분야의 군사학 영역에 해당되는 정규
논문 69건의 초록에 대해 Text Mining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특히 전체의 63%(44건)의 논문들이 안보협력 및 대외정세, 연구개발, 국방 개혁 등의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주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Text Mining이라는 비정형데이터 분석방법을 적용하
여 다수의 논문들의 주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최근 군사학 연구의 동향
과 경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군사학, 군사력 건설 및 개발, 군사력 운용, 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 텍스트마이닝, 잠재 디리클레
할당

* 육군 교육사령부 소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