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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한국군은 신기술의 등장으로 전쟁의
형태와 양상이 바뀔 수 있는 ‘전쟁의 미래’와 그
위협의 주체와 성격이 바뀌는 ‘미래의 전쟁’ 두
분야 모두에서 거대한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먼저 기술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자율무기, 드
론과 3차원 프린터, 로봇과 사물인터넷, 빅데
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등장은 전쟁의
양상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군사기술 혁명에서 뒤처
지지 않기 위해 치열한 선두경쟁을 벌이고 있
다. 여전히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안보상
황이 불안한 가운데 이들 강대국 사이에서 살
아남기 위해 한국군이 21세기 군사혁신에서 뒤
처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더욱 자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3차 상쇄전략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군사기술의 효과적 적용과 도
입을 통한 작전과 교리, 군 구조 및 운용의 혁신
에 매진해야 한다. 한편, 한반도 미래의 전쟁은
더 이상 북한과의 대규모 지상전만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급변하는 지정학과 세력
경쟁에 대비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북한군과
의 정규전뿐 아니라 우발적인 핵사용과 북한의
급변사태를 동시에 대비하고 관리하려는 노력
과 함께 북한이 최근 집중하는 사이버 전쟁이
나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칭 전략에도 대비해
야 한다. 동시에 북한과의 평화협정이나 군비
통제가 공고화되는 미래를 상정하여 한반도 주
변의 다른 안보위협, 중국이나 일본과의 장기
적 군사경쟁이나 마찰에 대비하는 새로운 노력
도 필요하다. 이는 우리 군이 현재 상정하는 군
사작전이나 임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전략과 작전개념이 필요함을 의미한
다. 결국 현재 한국의 국방개혁은 새로운 무기
체계와 군구조의 개혁을 추구하는 기술주도
‘전쟁의 미래’ 군사혁신이 한반도의 새로운 위
협에 대비하는 ‘미래의 전쟁’ 군사전략에 대한
고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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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세계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간생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측된
다(Schwab, 2016). 이는 군사기술에서도 또다른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
된다. 4차 산업혁명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3차원 프린터, 드론,
로봇 등을 포함한 신기술은 군사 분야에도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세계의 주요 국가는
21세기 산업과 경제 경쟁력의 핵심으로 이들 신기술을 활용할 뿐 아니라 군사력과
안보전략의 게임체인저로 활용코자 연구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신기
술을 활용한 새로운 무기체계는 전투와 전장에서 적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뿐 아니라
평소 군의 운용에서도 인력, 군수, 훈련, 운영, 유지, 보수의 모든 측면에서 혁명적
변화와 이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군사혁신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쟁은 새로운 무기, 새로운 전술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에 따라 막연하게 어떤 방향성을 점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예측을 현실에서 구체화 시키고 실전에서 완벽하게 활용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새로운 군사기술의 적용과 도입은 기존의 군사조직에 가장
큰 위협과 도전으로 여겨진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저항은 그 기득권이 클수록 강하고
따러서 기존의 강한 군대일수록 군사혁신이 어려운 역설이 나타난다. 게다가 기술적
측면의 군사혁신에 성공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새로이 변하는 전쟁의 양상과 위협에
적합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군사혁신은 군사기술의 변화에 따른 전쟁의 미래(War
of Future)뿐 아니라 새로운 위협과 전쟁형태가 나타나는 미래의 전쟁(Future of
War)에도 대비해야 한다.1) 현재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군사기술의 전환과
함께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동시에 변화하는 2중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까? 본문에서는 먼저
과거 기술적 측면의 군사혁신 사례를 통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1) 이근욱 교수는 기술 변화에 의한 전쟁 양상의 변화에 집중하는 ‘전쟁의 미래(War of Future)’와
구분하여 전쟁의 정치적 맥락을 분석하는 ‘미래의 전쟁(Future of War)’이라는 두 개념을 제시한
다. ‘전쟁의 미래’가 전쟁 수행방식 자체의 미래, 즉 군사기술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전쟁 양상
(warfare)의 변화라면, ‘미래의 전쟁’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쟁(war)의 목적과 그에 따
른 전략, 전술이 달라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근욱,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 전쟁에
서 나타난 군사혁신의 두 가지 측면,” ｢신아세아｣ 12권 1호, 2010년 봄, pp. 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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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혁신에 주는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사혁신
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아프카니스탄/이라크 전쟁 사례를 통해 기술적 차원과 함께
새로운 전쟁 양상과 관련한 군사혁신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교훈과 한국에 대한 시사
점을 논의코자 한다.

Ⅱ. 군사혁신이란
군사혁신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진행되었다. 기술발전에 따른 신형무
기, 즉 신 군사기술에 의한 군사적 능력의 향상은 시대를 막론하고 군사혁신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Gray, 2004; Gongora, 2000).2) 19세기 말과 20세기에 이루
어진 군사혁신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철도운
송체계와 철조망, 화학무기, 기관총은 기존에 수천, 수만 명 규모의 제한적으로 진행되
던 전쟁의 양상을 수십, 수백만의 대규모 소모전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20~30년대에 본격화된 탱크와 항공기의 발전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빠른 기동력을
특징으로 하는 전격전(Blitzkrieg)이라는 독일의 새로운 군사혁신 전략을 가능케 했
다. 또한, 1930~40년대 강력한 내연기관과 항공기술, 레이더 및 조선술의 발전은
구축함 중심의 기존 해전의 양상을 잠수함과 항공모함 중심의 전쟁으로 바꾸어 놓았
다. 그리고 1940~50년대에 등장한 핵무기는 냉전 시대 우주 공간을 통과하는 장거리
미사일과 결합하여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에 의한 공포의 균형과 핵 억제가 미소 양국의 핵심전략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Brodie, 1973; Dupuy, 1984; Van Creveld, 1989).
그러나 기술적 측면에서의 획기적 무기기술의 등장만이 군사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변화 역시 군사혁신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18세기 말의 프랑스 대혁명은 인적자원의 동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
2)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의한 군사 능력의 향상을 ‘군사혁신(military innovation)’으로 불리
며, 이중에서도 중세 화약의 소개로 인한 총포의 등장과 같은 전쟁 양상 자체의 급격한 변화는
군사혁명(military revolution)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냉전 기간 중 소련에서는 이를 군사기술혁
명(military technology revolution: MTR)로 개념화하였으며 이후 미국에서 군사분야혁명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혹은 군사혁신으로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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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족주의에 입각한 대규모 국민군대를 등장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의 혁명 지도자
들이 외국의 반혁명 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서 1792년 국민총동원령(levee
en masse)을 선포하면서 불과 1년 만에 프랑스 병력은 3배로 증강되었고, 프랑스
군대는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각오로 뭉친 국민군대가 되었다. 민족주의로 무장
한 대규모 프랑스의 국민군대는 당신 귀족을 중심으로 한 소수 정예의 엘리트 기병을
중심한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기존 유럽 대륙의 군사강국들과의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Bertaud, 1988;
Haythornthwaite, 1995).
군사혁신은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무기의 등장과 상관없이 기존에 관행으로 내려오
던 전술과 교리의 혁신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대규모 영국
의 정규군을 상대하던 미국군은 병력 및 무기체계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술을 사용한다. 당시 유럽의 전통적 전투 방식인 드넓은 평원에서 병사들이 일렬로
대형을 갖추고 직립으로 전진해오는 영국군에 대항하여 후방에서 엎드리거나 바위나
나무 뒤에 숨어 은폐 하면서 교전하는 일종의 게릴라 전술을 사용한 것이다.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와 같은 미군의 전술변화는 이미 존재하던 같은 무기체계를
사용하면서도 지상 전투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Geist, 2008; Black, 1999;
Carrington, 1987; Edgar, 2001; Van Tyne, 1929).
전쟁의 승패를 바꾼 혁신은 직접적인 무기기술이 아닌 산업분야의 새로운 기술에
의해 초래되기도 하였다. 1830년에서 50년대에 유럽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
기 시작한 철도와 증기기관차의 등장은 전쟁에서 대규모의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이동시킴으로써 전략적 기동에 대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1859년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프랑스는 최초로 철도를 이용하여 25만 명의 병력을 북부 이태
리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혁신적인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철도의 유용성은
이후 1860년대에 벌어진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초기 남부군의 우세한 기병전술에
시달리던 북부군이 우세한 공업생산능력과 물자수송능력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병사
와 물자를 전선에 투입하는 물량 공세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어서 1870년대의 보불전쟁에서는 비스마르크가 이끄는 프러시아 군
이 철도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프랑스군을 패퇴시키고 독일 통합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Howard, 2001; Brodie, 148-151; Van Creveld, 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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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군사기술이나 무기의 등장이 군사혁신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특히 18세기 영국의 1차 산업 혁명 이후
과학 기술의 진보가 인류의 삶 전반에 미치는 획기적 변화가 점차로 가속화 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군사기술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넘도록 미군의 군사혁신을 주도한 전 국방부 총괄평가국장 앤드류 마샬(Andrew
Marshall, Office of Net Assessment: ONA)은 군사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의 획기
적 적용으로 전쟁 양상의 성격이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으로서, 군사 독트린과
군사작전 및 군사조직 개념에서의 변화를 수반하여 군사적 활동의 성격과 실제 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Marshall, 1995). 또 다른 정의
는 군사작전의 성격과 실행에 있어서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군대나 국가의 기존 핵심
무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새로운 전쟁의 핵심 무력을 창조하는 군사 패러다임의
변환을 의미하기도 한다(Hundley, 1999, 8-10).
앤드류 마샬과 함께 미국 국방부의 군사혁신에 깊이 관여해온 앤드류 크레피네비치
(Andrew F. Krepinevich, Center for Stratetic and Budgetary Assessment)

① 새롭게 등장한 기술(emerging technologies)을 이용하여 ② 새로
운 군사체계(evolving military system)를 개발하고 ③ 그에 상응하는 작전 운용의
는 군사혁명을

혁신(operational innovation)과 이를 위한 조직의 혁신과 적응(organizational
adaptation)을 조화롭게 추구하여, 전투 효과(combat effectiveness)를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Krepinevich, 1994).
이러한 개념은 주로 새로운 군사기술의 등장에 따른 군사혁신에 초점을 맞춘 것으
로 군사기술혁신이 작전운용개념과 조직편성의 혁신과 함께 이루어져서 군사분야의
혁명으로 나타난다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는 냉전 이후 미국 국방부의 군사혁신
노력을 대표하는 개념(Revolution of Military Affairs: RMA)으로 자리잡았다. 즉
군사기술의 혁신은 군사교리 및 작전운용개면, 지휘구조 및 조직편성, 리더십 및 교육
훈련, 군수지원 등 군의 전반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요소들을 상호 조화 있게 연결/결합시켜야 군의 전투력이 혁명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 1은 신군사기술로 인한 군사혁신은 군사작전과
교리의 개혁 및 군조직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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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군사기술에 의한 군사혁신

신군사기술

군사작전
교리개혁

군조직개혁

군사혁신

Ⅲ. 군사혁신의 성공과 실패
1. 기술적 군사혁신의 역사적 사례
그렇다면 새로운 기술과 무기체계를 잘 활용하여 군사혁신에 성공한 비결은 무엇인
가? 반대로 이에 실패한 요인은 무엇일까? 군사혁신을 위한 성공과 실패의 요인 분석
을 위해 먼저 역사적인 군사기술 혁신을 사례를 통해 그 교훈을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역사적 사례를 볼 때, 정작 신무기나 새로운 군사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국가나
군대보다 의외의 다른 곳에서 그 기술을 활용한 군사혁신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약을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것은 중국이나 정작 이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계를 제패한 것은 서구 열강이었다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Parker, 1988). 아래에서 보다 근래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군사기술을 활용한 군사
혁신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1) 1차 대전과 기관총: 미국과 영국
오늘날 전쟁에서 사용되는 기관총의 가장 근대적 모델은 게이틀링(Richard
Gatling)과 맥심(Hiram Maxim) 을 필두로 하는 미국인 발명가에 의해 19세기 중반
남북전쟁을 전후로 개발되었다. 게이틀링이 1861년 개발한 기관총은 분당 400발을
사격할 수 있어 기관총 한정으로 몇 개 대대가 소총으로 사격하는 화력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실제 이들 기관총은 영국군이 19세기 말 아프리카의 식민지에
서 수 만명의 원주민을 단 몇정의 기관총으로 단숨에 제압하는 위력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 육군은 이들 기관총의 사용을 전투 교리에 포함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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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구매를 하지 않았다. 당시 미군은 ‘무겁다. 고장이 잘 난다, 또는 실탄 소모가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기관총 사용을 기피하였지만, 사실은 낯선
무기에 대한 막연한 거부 반응이 더욱 중요한 이유였다(김재창, 2017).
1885년에 이르러 실전에 사용할 기관총의 개발이 완성되고 일부 회사들이 본격적
으로 제조 판매에 나섰으나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이 무기를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념이 전혀 성립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육군의
주력무기인 대포를 운반하는 차량에 간접화력무기로 기관총을 장착하여 1870년의
보불전쟁에 사용하였으나 정작 이 기관총들의 사정거리가 상대의 포병배치선 밖에
있어 실제 사용을 못하고 반대로 프러시아군의 포사격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Ellis, 1975, 63-64).
영국은 미국이나 여타 유럽에 비해 기관총의 위력과 파괴력을 일찌감치 알 수 있었
다. 영국이 아프리카의 식민지 확장과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이에 맞서는 반란군과의
전투에서 기관총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영국군은 1879년 남아프리카의 울룬
디(Ulundi) 전투에서 당시 이곳의 원주민인 1만여 명의 줄루(Zulus)군에 대항하여
4천여명의 영국군이 2대의 미국제 게이틀링 기관총을 사용하여 단순간에 일방적인
전과를 올린다(Battle of Ulundi). 이후 영국군은 1884년 수단의 아부 클레(Abu
Klea) 전투에서 자신들의 열배가 넘는 13,000 여명의 이슬람계 원주민에게 기관총을
활용하여 대승을 거둔다(Battle of Abu Klea). 이어서 1898년에는 역시 수단의 옴더
만(Omdurman) 전투에서 52,000 여명의 메흐디 이슬람군에 맞서 8천명의 영국군과
17,000명의 식민군이 역시 6대의 맥심 기관총을 사용하여 50명이 안 되는 아군 희생
으로 12,000명의 적군을 사살하는 대승을 거둔다(Battle of Omdurman).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은 이후 유럽 전선의 전투에서는 기관총을 잘 활용하지
않았다. 실제 아프리카의 전투에서는 영국군은 지휘의 역할을 맡고 기관총을 사용한
실제 전투는 식민지군인들이 대신 싸우는 양상이었다. 당시 명예를 중시하는 영국군
의 “장교와 신사들”의 문화에서는 식민 군인들이 적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하는 기관총
이 야만적인 살상무기로 여겨졌다. 기관총은 “식민지 원정군이 원주민 살육에 사용되
는 것이지, 정상적인 전투상황인 유럽의 전투에서는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
진 것이다. 그리하여 1차 대전 이전까지 영국 육군은 기관총 활용에 필요한 작전
교리와 군 조직을 발전시키지 않았다(Ellis, 1975, 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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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기관총의 효용이 알려진 것은 1904-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기관총을 보병사격수들의 직접 지원무기로 사용하면서이다. 이 전쟁을 관찰한 독일의
군사전문가들은 보병에 대한 지원과 개활지에서 상대 보병에 대한 대량살상이 가능하
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후 독일군은 보병에 기관총을 추가로 보급하여 1913년 9월
앤강(Asine) 전투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진격을 격퇴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한
다(Ibid, 65-68).
남북전쟁 당시 미국에서 개발된 근대식 기관총은 1차 대전에서 본격 사용되기 전까
지 70여년이 넘게 그 효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
기관총을 활용하는 작전개념이 나타나지 않은 채 신무기를 채택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실 그 이전에도 영국은 아프리카 식민전쟁에서 기관총의 효과성을 입증
하였다. 그러나 그 야만성을 수용하지 못한 영국군의 사례는 설사 신무기의 효과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군사문화가 성립되지 않으면 군사혁신을 가져올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이에 비해 독일은 역시 후발 군사강국으로의 부상과정에서
기관총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혁신적인 사고로 1차 대전 전투에 투입함으로써 초기
진지전에서 그 효과를 입증한다.

(2) 2차 대전의 전차와 전격전: 영국, 프랑스, 독일
2차 대전 당시 독일은 전차를 활용한 전격전 전략을 사용하면서 프랑스와 러시아를
위시한 유럽 대륙 전선에서 대한 효과적인 공세를 감행한다. 그런데 전차의 개발은
정작 영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참으로 역설적인 결과였다. 제1차
와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당시 가장 강력한 육군은 프랑스와 영국의 보병과 포병이었
다. 특히 영국은 1차 대전 당시 최초로 전차를 개발하여 1916년 9월의 솜므(Somme)
전투에 투입하고 1917년 11월에는 캄브레(Cambrai) 전투에도 사용한다. 1차 대전
이후 영국 육군은 1920년대 후반과 1930년 대 초반에 전차를 활용하여 기동성 있고
기계화된 전력을 전장에 투입하는 혁신적인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풀러
(J.F.C Fuller)와 리델 하트(B.H. Liddel Hart) 같은 영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장차
지상전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할 전차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과 보병과 포병 중심의 영국 육군을 전차부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군 구조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풀러와 리델하트의 요구는 대부분의 육군 관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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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자신들의 존재 기반인 육군의 기본 조직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과격한
제안으로 여겨지면서 많은 반대에 직면하였다. 결국 1930년대 후반 2차 대전 발발
직전까지 영국 육군은 전차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계화전에 대한 교리나 기갑사단의
전력구조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자신들이 개발한 신무기 기술의 군사혁신 기회를 놓친
사례가 되었다(Murray and Watts, 1995, 12-20).
한편,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력을 자랑했던 프랑스 육군도 영국과는 다른
이유로 2차 대전 이전 전차전의 공세적 우위를 간과하였다. 영국 육군이 기존조직의
반대에 직면한 반면, 프랑스의 경우는 1차 대전 이후 채택한 방어적 대전략 개념에
문제가 있었다. 1차 대전이 새로운 등장한 철조망과 기관총, 독가스 등을 활용하는
방어적 전략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진지전으로 전개되면서 공격 측에서 엄청난 사상자
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프랑스의 육군 지휘부는 아주 극단의 상황이 아니라면 적의
어떠한 공세 작전도 그 효과가 미미하리라고 상정하고 마지노선을 핵심전략으로 한
방어 위주의 지상전 교리를 채택하였다. 그 결과 전차전이 가지는 공세 위주의 군사혁
신을 간과하게 된 것이다(Ibid, 12-20).
결과적으로 2차 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등장한 전차전을 활용하여 전격전
개념을 발전시킨 것은 후발 주자인 독일 육군이었다. 독일군은 1926년 영국 육군이
샐즈베리 평원에서 실시한 전차를 이용한 기동전 시범 훈련에 참관하고, 전차가 적
후방에서 보인 작전성과 그 잠재력을 확인한다. 당시 유럽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하면
서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독일 육군의 핵심 엘리트들이 전차전이 가지는 잠재력에
관한 글들을 발표하면서 독일군은 신형 전차의 개발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그 결과는 2차 대전 초기 독일의 전격전 앞에 프랑스의 방어 전선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태로 드러났다(Ibid, 18-20).
전차 기술의 군사혁신 성공 실패는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먼저 영국이 최초의
전차 개발자임에도 그 활용에 미진한 것은 이 기술을 활용을 위해 요구되는 군 구조의
변화가 너무 근본적이거나 과도하게 여겨지면서 기존조직과 구성원의 반발과 저항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더욱 그것이 과거 오랜 기간 그 권위와 명성을 쌓아온 조직의
경우 더욱 큰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두 번째 프랑스가 전차전의
공세적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1차 대전의 경험에 입각하여 방어적인 대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신무기의 작전개념이 기존의 전략과 상충되거나 불일치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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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것이다. 이에 비해 독일의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장교들은 영국의 기동시험을
관찰하면서 전차의 잠재력을 포착하고 진취적인 일부 고위 지휘관들의 지지 속에
전차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3) 2차 대전의 항공모함: 영국, 미국, 일본
항공모함을 이용한 군사작전 개념을 최초로 개발한 것은 1차 대전 당시 가장 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이었다. 1914년 12월 영국은 급조한 3대의 초기
항공모함을 전단을 이용한 공습을 시도한다. 기존의 구축함에 수상비행기를 실어서
공격 목표 인근 해상에 도달한 후 기중기로 내린 후 7대의 수상비행기가 공습을 감행
한 첫 항공모함 전략의 탄생이었다. 이후 영국은 오는 날 항공모함의 모태가 된 최초의
평행갑판 항공모함 Argus를 1918년 개발하여 항공모함 기술과 이를 통한 군사혁신
의 선구가 되었다(Ibid, 41-42).
그러나 문제는 정작 2차 대전 당시 항공모함을 이용한 해상전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
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동안 영국은 이들 양국의 항공모함 전투능력과 발전 추세에
뒤처지게 된다. 이유는 비교적 사소한 기술적 접근의 차이에서 발생했다. 영국 항공모
함의 기본 설계가 모든 항공기의 탑재, 연료 보급, 재무장 과정을 갑판 아래층의 격납고
에서 수행토록 고안된 것이다. 그 결과 격납고는 물론 상부 갑판의 넓은 공간을 동시에
활용하여 비행기를 탑재토록 고안된 미국과 일본의 항공모함이 80-100대의 전투기를
탑재한 반면 영국은 24-30대의 전투기만을 탑재하는 결정적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항공모함 전력의 핵심인 공격능력의 결정적 요소인 일회 공격 시 출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숫자와 이후 얼마나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재출격 할 수 있느냐의
능력 면에서 절대적인 차이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곧 미국과 일본의 항공모함이
더 많은 항공기로 더 많은 횟수의 재출격과 공격을 더욱 빠르고 신속한 주기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결과적으로 2차 대전 이전 워싱턴 해군 협정에서 영국:미국:
일본의 해군력 수에서 5:5:3의 비율로 선두자리를 유지하던 영국의 해군력이 항공모
함 전력을 활용한 군사혁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미국과 일본에 크게 뒤떨어지는
결과는 초래하였다(Ibid, 50-56). 영국이 항공모함 개발의 선구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이후 해상전투와 해외 투사의 핵심전력으로 부상한 이 분야의 군사혁신에서
뒤쳐진 이유는 신무기체계의 작전개념과 운용에서 주요한 개념이 간과되면서 군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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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 기술적 군사혁신의 교훈과 성공 요인
앞에서 살펴본 신기술을 사용한 군사혁신의 실패와 성공 사례들을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이 발견된다. 첫째, 군사혁신이 반드시 그 당시의 가장 강력한 군대나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차 대전 당시 전차를 개발하고 항공모함을
개발한 영국의 육군이나 해군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 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자신들이 개발한 신무기를 활용한 군사혁신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둘째, 군사혁신은 종종 신기술이나 무기를 개발한 국가보다 그것을 최초로 수용하
고 보완시킨 나라가 주로 발전시켰다. 기관총을 발명한 미국보다 영국이 이를 아프리
카 식민지에서 활용하고 나아가 본격적으로 1차 대전에서 활용한 나라는 이 무기의
잠재성을 먼저 파악한 독일이었다.
셋째, 군사혁신을 최초로 실전에서 활용한 국가는 종종 실제 군사작전에서 절대적인
이점을 누렸다. 수만 명의 아프리카 반군을 초전에 격멸한 영국군의 기관총 사용, 최초
로 전차의 기동력을 활용하여 초기 전투에서 전격전을 수행한 독일, 가장 최근에는
정밀유도무기로 수십만의 이라크 정규군을 초기에 격멸시킨 미국이 그 좋은 예이다.
넷째, 군사기술에 의한 군사혁신은 하나의 기술로만 이루어지기보다 다른 기술들과
결합하여 진행된다. 기술주도의 군사혁신은 관련기술들이 결합한 무기체계와 체제에
의해 만들어진다. 독일의 전격전은 우수한 전차의 개발뿐 아니라 송수신 무선무전기
에 의한 전차들 간의 긴밀한 통신기술, 그리고 이들 전차를 공중에서 지원하는 급강하
강습기와 폭탄 기술의 발전이 결합한 결과였다. 냉전시기 대륙간 핵탄도탄의 등장은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더불어 핵폭탄의 소형화, 그리고 미사일을 목표지점까지 정확히
유도할 수 있는 정밀관성유도 장치의 탄생이 조합된 결과이다.
다섯째, 군사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 뿐 아니라 이를 실전에 활용하
고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개념과 교리, 그리고 이에 따른 군조직의 혁신이 필요하
다. 독일군의 전격전은 전차와 항공지원을 이용한 고도의 기동전략 수행을 위한 새로
운 작전개념과 전투교리의 개발, 그리고 이 작전을 수행할 전차를 중심으로 새롭게
편제된 특수기동사단 조직의 편성으로 완성되었다. 항공모함의 경우도 이전 전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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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해상전투개념에서 탈피하여 전투기를 활용하여 적의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새로운 작전개념과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군과 해군의 결합은 물론 항공
모함을 지원하는 여러 배들로 구성된 항모전단의 새로운 해군전력 구조의 탄생으로
이어졌다(Dupuy, 1984).
여섯째, 물론 이러한 신기술의 적용과 활용이 순조롭게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신기술에 이를 위한 교리나 조직의 변화에 대해 대부분의 군 당사자가 회의적
인 시각을 보내거나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과 프랑스의 장군들은 독일군이 1차
대전에서 기관총을 사용할 때까지 이 신무기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Ellis,
1975, 48-60). 독일의 전격전 전략도 영국과 프랑스 군 지휘부는 물론 독일의 몇몇
고위층과 많은 장군들도 1940년 5월 구데리안(Heinz Guderian) 장군이 이끄는
독일 전차가 실전에 투입되어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돌파하고 영국해협에 도달할 당시
까지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와 발언을 하였다(Hart, 1979; Corum 1992;
Macksey, 1975). 마찬가지로 많은 미군 제독들은 1942년 6월 엔터프라이즈, 요크타
운, 호넷 등 3척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200여대의 전투기가 3일간의 전투에서 당시
3배의 전력을 가진 일본 해군 주력부대를 상대로 항공모함 4대를 포함하여 적을 궤멸
시킨 미드웨이 해전 직전까지 항모전단의 전투력을 매우 의심하였다 .
일곱째, 군사혁신이 성공하기에는 종종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미 해군이 항공기를
이용한 전략개념을 실험하기 시작한 1910년에서 실제 근대 항공모함 전략을 완성하
기까지는 약 30년이 소요되었다. 독일 육군이 영국의 사례에 착안하여 1920년대
전차의 활용을 시험하여 전격전을 완성하기까지는 약 20년이 걸렸다. 기관총과 같은
단순한 무기체계도 그 주요 기술이 개발된 1870년에서 독일이 1914년 유럽에서
1차 대전의 신무기로 활용하기까지 약 40년이 걸린 셈이다. 지난 40여 년간 미 국방부
의 총괄평가국장으로 미국의 군사혁신 정책을 주도한 앤드류 마샬은 군사혁신은 필연
적으로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군사혁신의 혁명이라는 용어는 변화가 신속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 아니
다. 실제로 과거 혁명은 수십 년에 걸쳐 전개되었다. 단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혁명으로
인해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새로운 전쟁의 수단들이 이전의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는 것이다. 기술의 혁신은 군사부분의 혁명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군사혁명 그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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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작전의 새로운 개념이 개발되고 또한 많은 경우 새로운 군사조직이 뒷받침되었
을 때 가능했다. 이러한 조직과 작전교리의 변화를 창출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정이
다.”(Marshall, 1993)

앞에서 살펴본 군사혁신의 사례와 특성을 종합하여 미 RAND 연구소의 군사혁신
보고서는 기술주도의 군사혁신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 새로운 무기나 장치의 개발,
이들을 조합한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 이를 수용할 새로운 작전개념과 교리의 수립,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조직의 편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전쟁과 전투의 수행이라
는 군사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군사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 과정의 매 단계마다 나타나는 저항과 장애물로 인해 군사혁신이 실패하기
쉽다는 것이다(Hundley, 21-25). 아래 그림은 군사혁신의 주요 단계를 보여준다.
<그림 2> 현대 군사혁신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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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성공적인 기술주도의 군사혁신을 위해서는 기술과 아울러 교리 및 조직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미흡하거나 미완성된 군대
는 군사혁신을 놓치게 된다. 성공적인 군사혁신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군 조직이 미래에 전쟁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에 대한 비전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군 조직은 군사혁신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 둘째,
현직에 있는 군 고위 지휘관 이나 군의 관료조직이 최소한 몇몇 또는 일부의 부서만이
라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구상을 수용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각군이 현존
하는 전투기법에 집착하는 상태에서 민간인이나 외부인이 미래 전쟁의 새로운 비전을
군대에 접목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넷째, 미래전쟁의 개념을 탐구하고, 시험하
며, 그것을 보완하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와 과정, 즉 꾸준한 실험과 그 결과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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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은 군사혁신의 개발에 필수적이다 Ibid, 32-34).

Ⅳ. 냉전 이후 미국의 군사혁신과 미래의 전쟁
냉전 이후 미국이 추구한 다양한 군사혁신은 결과적으로 무기체계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1, 2차 대 이라크 걸프전에서 인상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 추구한 군사혁신이 기술혁신에 초점이 주어지
면서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199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미국의 군사혁신은 적대 국가에 대해 신속하고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데 초점이 모아졌고, 신기술에 입각한 새로운
무기들은 “새로운 미국식 전쟁”이라고 믿었던 전쟁에서 확실히 효과적이었다(Boot,
2003). 1991년 걸프전 당시 압도적 화력과 기동력 우위에 입각한 속전속결 전쟁의
화려한 전과를 거둔 미국 군은 2개 전쟁의 동시 승리 독트린을 수립하여 9/11 테러이
후 실제로 2001년과 2003년에 각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시작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미국은 우세한 공중화력과 정밀유도무기, 속결전
략을 앞세워 탈레반 정권과 후세인 정권을 쉽게 무너뜨렸다.
흔히 1, 2차 걸프전이라고도 불리우는 이라크 정규군과의 전쟁에서 미국은 우세한
공군력과 정밀유도무기를 앞세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것은 명백히 미국의
군사 기술력의 승리였다. 1991년 1월 미국이 이라크군에 대한 공세를 감행하기 직전
까지 세계 언론들은 이라크 군대가 지난 10년간의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많은 전투
경험을 가졌고,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소련제 대포와 전차로 무장했
기 때문에 이라크와의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전쟁은 미국의 본격 공세 42일 만에 훨씬 쉽게 끝났다. 미국의 첨단무기
들 앞에서 이라크의 구식 무기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 당시 미 공군의 전투기들과
해군의 항공모함 탑재기들은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는 정밀유도무기를 앞세워 이라크
의 군사목표를 거의 완벽하게 파괴했다. 마치 컴퓨터 게임이라도 하듯 레이저와 인공
위성 등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미국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였고, 장애물을 피해 날아가 목표물로 돌진하는 모습이 미사일에 내장된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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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로 녹화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대로 1차 걸프전에서 미군의 피해는 매우 작았다. 이라크군 사상자가 2만 명
이상이었던 반면, 미군의 사상자는 382명이었고 그 가운데 실제 교전에서 사망한
병사는 147명에 불과했다(Leland, 2009). 특히 첨단기술로 무장한 공군의 경우 다국
적군 전투기 36대가 격추되기는 했지만 6만 5천회의 출격 횟수에 비교하면 극히
낮은 피격률이었고, 공군 사상자도 0.0006%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이 참전했던 태평
양전, 한국전, 베트남전 등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작은 수치였다(Dept of Air
Force, 1993). 1차 걸프전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을 타격하고 아군의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쟁의 전형이 되었고,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군사 지도자
들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주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03년 미국은 다시 이라크와 전쟁을 치렀다. 이번에도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이라크군은 낙후된 무기와 형편없는 전술운용,
그리고 리더십 혼란과 충성심의 이반 속에 더욱 강화된 첨단무기를 앞세운 미군에
의해 단시간에 괴멸되었다. 그나마 이라크군에게 유리한 조건은 전장이 1차 걸프전
당시의 평탄한 쿠웨이트 사막 지대가 아니라 이라크 남부에서 바그다드에 이르는
넓은 지역의 불규칙적인 지형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10년 전보다 더욱
진보된 미국의 첨단무기들 앞에서 그러한 지형적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더
한층 강화된 미국의 최신 전자장비와 위성항법장치를 사용한 정밀유도무기는 어떠한
기상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며 이라크 군을 궤멸시켰다. 2차 걸프전에서는 개전
15일 만에 미국이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킬 때까지의 이라크전의
양상은 1991년의 걸프전 양상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단지 이전에 비해 미국의
잘 훈련된 지상군과 공중의 전자무기가 더욱 위력을 발휘하였을 뿐이다. 두 번의
이라크군과의 걸프전에서 전쟁 초반 미국의 압도적 승리는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에
바탕을 둔 군사혁신의 승리였다.3)
3) 스티븐 비들(Stephen Biddle) 등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라크전 초반에 후세인 정권의 괴멸은 미
국의 기술력 우위뿐만이 아니라 이라크군 내부의 무능력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라크
가 아닌 다른 상대였다면 미국의 기술력이 그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Biddle, Stephen, James Embrey, Edward Filiberti, Stephan Kidder, Steven Metz, Ivan
Oelrich, Richard Shelton. 2004. “Toppling Saddam: Iraq and American Military Transf
ormation.” report of th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rmy War College. Carlisle, PA(Ap
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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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첨단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미국식 전쟁”은 이후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의
안정화 정책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미국의 군사혁신 정책이 간과했던 것은 단기적인
군사적 승리와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점령 이후 장기적 안정화 작전은 매우 다른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의 괴리였다. 특히 후반의 안정화 작전은 공중과
지상의 미국식 최첨단 무기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Record,
2006). 이근욱 교수에 의하면 냉전이후 군사적으로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루면서 전쟁 양상의 변화에 집중하는
전쟁의 미래(War of Future) 부분에서는 이에 관련된 군사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라크 정규군을 상대로 단기적인 전투에서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문제는 냉전 이후 미국의 군사혁신이 군사기술과 무기체계에만 치우치면서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이 변화하는 정치적 맥락의 변화에 무심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의 몰락 이후 이라크 내 국내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슬람 테러분자 및 반군과의 전쟁으로 전쟁의 형태가 달라지는 미래의 전쟁(Future
of War)에서는 새로운 적과의 오랜 게릴라 전쟁에서 실패하였다고 분석한다(이근욱,
2010). 한국의 군사혁신은 이러한 두 가지 미래, 즉 군사기술의 혁신에 따른 전쟁의
미래와 새로운 위협과 적의 등장이라는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Ⅴ. 한국 군사혁신 과제
현재 한국군이 처하고 있는 국방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군사혁신의 필요성을 강하
게 요구한다. 드론, 인공지능, 자율살상무기, 3D 프린터 등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
명과 21세기 군사기술혁명이 각국의 신무기 개발과 경쟁을 가속화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핵개발로 급변하는 남북 군사 균형 속에 남북관계 정상화와 군사 긴장완화 조치
가 취해지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중국의 공세적 외교, 일본의
우경화와 재무장이 강화되는 모습속에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을 주적으로 상정한 한국군의 전략, 전술 개념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군 조직의 변화와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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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독자적 작전계획의 수립은 지금까지 한미
연합방위를 근간으로 한 한국의 국방계획과 군비태세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과
국방태세의 재정립을 요구한다. 이는 대규모 육군 중심의 지상군 위주의 군 구조가
한반도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의 기동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해공군
대 육군의 비중 변화를 요구하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여기에 국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병력 충원의 문제는 우리군에 또 다른 중대한
도전을 제시한다. 전 세계 최고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인구절벽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생산인구의 감소와 함께 과거 60만 대군의 군병력
충원이 불가능해지는 현실이 이미 도래 했다. 현재 정부와 군은 2022년까지 현재의
60만에서 50만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병력감축은 육군에 집중되
어 현재 56만에서 36.5만여 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부대수로는 과거 46, 47개의
사단수가 현재 30여개로 줄어들고 병력은 2000년도에 비해 40%가 줄어드는 그야말
로 혁명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거기에 더해 기존에 크게는 36개월까지 되었던
복무기간도 그 절반인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국방부, 2018).
현재 한국군은 지금까지의 기존의 사고와 조직, 문화를 모두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정도의 근본적인 혁신 요구를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군사기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군사혁신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RAND 연구소의 군사혁신 보고서는 새로운
기술주도의 군사혁신에 유용한 요건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Hundley, 1999).
첫째, 무엇보다 기술 중심의 군사혁신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풍부한
기술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기술일수록 그와 연관된 다른 기술과
병행하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 한국군이 처한 4차 산업혁명과 그 연관
기술은 좋은 예이다. 인공지능, 드론, 3차원 프린터, 사물인터넷 등의 모든 기술이
새로운 기술을 대표한다. 이러한 분야에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인 것도 사실이다.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 역시
이들 분야에서 상당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이전의 군사혁신을 주도했던 항공모함이나, 핵무기 등의 시기에 비하면 한국은 현재
신기술 분야의 많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미지의 21세기 신기술을
이용한 군사혁신을 잘 이루어낸다면 한국군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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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둘째, 군사혁신에 필요한 창의성이 발휘되기 위해 전혀 예상 못 한 새로운 군사적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오늘날 한국군의 군사혁신이 필요
한 이유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 안보의
주 위협대상으로 여겨진 북한과의 대규모 정규전이 여전히 주 임무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북한의 핵개발과 사이버공격, 드론 등을 이용한 침투 공작은 우리 군의 새로운
대응을 요구한다. 여기에 장차 미래에 등장할 수 있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군사적
긴장이나 마찰은 북한군과는 또 다른 차원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지금까지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 위협에 맞추어진 한국군의 방어태세가 더욱 다양화 다각화 되고 이를
위해 새로운 분야의 신기술과 신무기체계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작전
개념과 교리, 조직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 국방개혁에서 추구하
는 육군의 감축은 이러한 면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상과 공중을 아울러 보다 넓은
지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해군과 공군의 상대적 비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는 한국군이 그동안 추구해온 육해공 합동성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육해공 무기체계의 구매 비중이나 각 군 간의 지휘구조와 조직개
편, 그리고 작전개념에 걸친 광범위한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21세기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개혁에 중요한 동인이 될 것이다. 결국 새로
운 위협은 한국군에게 중요한 도전임과 동시에 혁신을 위한 촉매제로 작용한다.
셋째, 여러 신기술을 목적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용 개발하기보다는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용도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실험이 필요하다. 미국의 항공모함 무기체계는 약 20년간의 다양한 기술과 무기체계
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과 시험 끝에 탄생하였다. 바다의 함정과 하늘의 항공기를
결합하는 항공모함의 탄생은 기존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가장 이질적인 두 영역의
전투와 무기체계를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거쳤다.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3차원
프린터, 사물인터넷 등도 여러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어떠한 것을 만들어
내고, 또 어떠한 전투 목적을 위해 효과적으로 조합할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
다. 현재 육군에서 창설한 드론봇 전투단은 전통적인 지상군인 육군이 신기술을 결합
하여 공중의 무기체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혁신의 노력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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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과 공군에서도 필요하다. 특히 현재 해군과 공군의 주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항공모함이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보다 넓은 지역에서의 전쟁의 미래를 위한 준비작
업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들 무기체계가 여전히 기존의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도입과 운용에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오히려 이들 기존
무기체계에 적은 비용으로 비대칭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형 무인 잠수정이나 순항
미사일, 벌떼형 무인 드론이나 무인 공격기 등의 신무기체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군사혁신 노력과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의 분위기가 필요하다. 앞서
사례에서 보았듯이 신기술의 개발자나 그 시대의 가장 앞선 군조직이 오히려 군사혁신
의 주도자가 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주된 이유는 기존의 군 조직이나 문화가
자신들의 성공과 권위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자세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새로운 군사기술이나 무기체계에 회의적이며 이를 위한 작전
개념의 변화 교리 및 조직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배척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그 군 조직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군사역량으로 여겨질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났
다. 이는 한국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의 보수적인 특성상 새로운 무기체계의
도입과 이로 인한 전투 교리나 조직의 변화는 기존 조직이나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거나 심지어 자신들의 조직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말로는
누구나 혁신을 외치면서도 정작 혁신이 쉽지 않은 이유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그 국가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군 조직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의
경우 육군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군사혁신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뼈를 깍는 처절한 자기부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조직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가 닥칠수록 그러한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
다섯째, 핵심역량에 대한 자기부정을 통한 군사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과
민간지도부 최고위층으로부터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들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분야는 먼저 현 조직에서 신망을 받으면서 동시에 현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과감한
제안을 할 의지가 있는 상급장교들이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무기체계나 전쟁기법을
실전에서 실험하고 훈련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위관장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진급
방안이다. 미 해군이 항공모함 전단의 군사혁신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William
Sims 제독과 William A. Moffett 제독과 같은 실험정신과 창의성을 가진 상급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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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이 이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초창기 해군에서 항공기를 운영한
조종사들은 초창기에는 해군 중령과 대령으로의 진급에 문제가 있었으나 1930년대
중반부터 항공모함의 함장과 해군 육상항공기지의 전 지휘관들을 이들 해군조정사
대령으로 보임하면서 이들 혁신적인 장교들이 더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여 조직을 변화
시킬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에 비해 미 육군은 양차대전 사이에 기갑군단과 육군
항공단에 소속된 장교들의 진급기회를 차단하면서 결국 미 육군의 기갑과 항공 기술과
교리가 독일 군에 비해 열악한 상태에서 2차대전에 참전하게 된다(Johnson, 1998).
따라서 군사혁신에 대한 조직의 수용적 분위기를 위해 최고위층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수용적 분위기와 최고위층의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험을
위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그 실험을 군사교리나 무기 획득, 군구조 분야의 변화로
접목할 수 있을 때 군사혁신이 완성될 수 있다(Hundley, 66-73).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한 신기술의 효율적인 조합과 새로운 무기 및 전략 전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결국 이 기술이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향성은 결국 자신이나 적이 보유한 핵심 군사역량에 도전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존하는 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대이거나 국가일수록 이러한 도전의식이 생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의 군사혁신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주요한 군사혁신은 기존의 군사
대국이나 가장 강력한 군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열세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이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가능했다. 군사혁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험
이 기존의 보수적인 군조직이나 지휘부에 의해 많은 저항에 부닥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군사혁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강력한 상대를 도전
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2차대전 직전 독일의 20년간에 걸친 전차전 개발은 강력한
방위선을 구축한 프랑스 군의 핵심역랑을 격파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마찬가지
로 1차 대전 당시 해군력에서 절대적 열세에 놓인 독일 해군은 U-보트를 개발하여
잠수함전의 선구가 되었다(Corum, 1992; Dupuy, 154-168). 한국군의 21세기 군사
혁신 노력 역시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대국의 핵심군사역량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 문제는 21세기 안보환경의 유동성이 가속화 되어 21세기 한국 안보의 장기적
위협에 대한 정치, 군사적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이라크 전에서
드러난 전쟁의 미래의 성공과 미래의 전쟁에 대한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기술에
의한 군사혁신 못지않게 미래의 위협에 대한 군사혁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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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현재 한국군은 신기술의 등장으로 전쟁의 형태와 양상이 바뀔 수 있는 ‘전쟁의
미래’와 위협의 주체와 성격이 바뀌면서 전쟁의 정치적 목적이 변화하는 ‘미래의 전쟁’
모두에서 두 개의 거대한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자율무기, 드론과 3차원
프린터, 로봇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은 21세기 인간의 삶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신기술이 새로운 전쟁 양상과 군사
부분에 가져올 혁명적 변화에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주목하고 선두경쟁을 벌이는
이유이다. 여전히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이 불안한 현실에서 이들 강대
국 경쟁의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군이 21세기 군사혁신에서 뒤처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더욱 자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3차 상쇄전략으로 나타나
는 새로운 군사기술의 효과적 적용과 도입을 통한 작전과 교리, 군 구조 및 운용의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군사혁신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군
의 경우 과거 여러 정부에서 시도된 국방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전쟁을 거쳐
냉전 시대에 형성된 군 구조와 의식을 유지하는 성향을 가진다.
한편, 미래의 전쟁은 더 이상 북한과의 대규모 지상전만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급변하는 지정학과 세력경쟁을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군과의 정규
전뿐 아니라 우발적인 핵 사용과 북한의 급변사태를 동시에 대비하고 관리하려는
노력과 함께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사이버 전쟁이나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칭 전략에
도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과의 평화협정이나 군비 통제가 공고화되는 미래를
상정하여 한반도 주변의 다른 안보위협, 중국이나 일본과의 장기적 군사경쟁이나
마찰에 대비하는 새로운 노력도 필요하다. 이는 우리 군이 현재 상정하는 군사작전이
나 임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전략과 작전개념의 수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 대규모 지상군 위주의 육해공 연합방위태세를 어떻
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 현재 한국 국방개혁은 새로운
무기체계와 군구조의 개혁을 추구하는 기술주도 ‘전쟁의 미래’ 군사혁신이 한반도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는 ‘미래의 전쟁’ 군사전략에 대한 고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를 보면 군사혁신은 기존의 강대한 군사력이나 군사대국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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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의 핵심 군사역량을 파괴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과 사고를 넘어서는 창조적이고 과감한 실험정신,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조직의 문화와 용기가 필요하다, 한국전쟁 이래 대한민국 안보를 지탱해온
우리군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격변 속에 국내
적으로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감군 등 창군 이래 국내외에서 밀려오는 가장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절박성이야말로
역대 군사혁신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철저한 자기부
정과 진취적인 실험정신, 그리고 개혁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투 고 일: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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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Innovation, its Success and Failure:
“Future of War” and “War of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Seong-ho Sheen

The Korean military faces two fundamental changes; rapid changes in military affairs with new ‘war of future’ and changes in security threat and environment with new ‘future of war.’ The first is driven by new military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weapons, drone, 3D printing, robot,
IoTs, and big data fro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econd is caused by
new security dynamic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inter-Korean dialogue, the DPRK-U.S. nuclear negotiations, amidst intensifying
U.S.-China rivalry and power competition in Asia-Pacific region. In order to take
best advantage of new technologies, South Korea needs to launch a far reaching
reform in its military structure, organizations as well as operational concepts. At
the same time, the efforts should be matched by new strategic vision for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since both new and traditional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long term strategic uncertainty caused by military competitions against
China and Japan will interact to create new opportunities as well as challenges.
Keywords: Military Innovation, Military Technology, Future of War, War of Futur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