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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와 아프간 등지에서 미국 주도로 수
행된 대테러전쟁 기간에 페트리어스 장군 등은
대반란전 전략(counterinsurgency strategy)을
개발, 적용하였다. 이 전략은 한반도 내에서의
안정화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군에게
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듯 하다. 다만 이 전
략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의 테러리즘 등 새로운 군사상
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한국군의 국방전략에 그대
로 적용될 수는 없다.
본 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냉전기 이후
미국 국방전략이 직면하는 위협에 따라 복수
의 유형으로 분화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대반
란전 전략도 그러한 분화된 전략의 한 유형임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냉전기 미국에는

소련의 핵위협에 대응하여 핵전력 강화로 대
응하려 한 대량보복전략과 제3세계에서의 게
릴라전쟁 양상에 대응하려 한 제한전쟁 전략
이 병행하여 발전되었다. 또한 21세기 접어들
어서는 우주자산 등을 결합한 네크워크 중심
전 전략이 발전됨과 동시에 이라크 등지에서
직면하는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는 대반란전
전략이 병행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소개하
였다. 그런 측면에서 21세기 미국의 대반란전
전략은 냉전기 제한전쟁 전략을 계승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한국도 국방전략을 책정함에 있어 미국의
전략을 직수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
고 있는 위협의 유형에 대응하여 맞춤형 전략
을 복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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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나폴레옹 전쟁을 경험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 군대와 지휘관, 국민, 그리고
국가가 삼위일체의 형태로 관여하는 현상이라고 관찰하였다. 따라서 그는 군대와
지휘관 뿐만 아니라 국가, 그리고 국민 차원에서의 준비와 노력이 없으면, 어두운
밤바다를 항행하는 것과 같은 전쟁의 불확실성과 마찰 요인을 극복하기 힘들다고
보았다(클라우제비츠 1999).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케네
스 왈츠는 전쟁 발발의 원인이 인간, 국가, 국제사회를 망라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그래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평화의 노력도 인간,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를 망라
하는 차원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Waltz 1959).
이같이 근대 이후 전쟁은 군대와 지휘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국민, 국가지
도자, 그리고 국제사회가 총체적으로 얽혀있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전쟁현상이
광역화, 복잡화됨에 따라 전쟁의 성격규정이나 유형화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
다. 예컨대 전쟁은 그 목적, 범위, 주체, 사용되는 무기와 전략 등에 따라 섬멸전쟁
과 지구전쟁, 총력전쟁과 제한전쟁, 정규전과 비정규전,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 등
으로 다양하게 유형화되거나 재규정되어 왔다.
대테러전쟁을 계기로 미국 측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온 반란전, 혹은 대반란
전의 개념도 근대 이후 전개된 전쟁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 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군사용어사전에는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이 “현존하는 정부
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전복활동 및 무력행사를 정부가 격퇴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군사, 준군사, 정치, 경제, 심리 및 대민활동”이라고 정의되고 있다.1) 즉
비정부 주체가 현존하는 정부를 교란 혹은 전복시키기 위해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행하는 무력행사를 반란전(insurgency)이라고 한다면, 대반란전
이란 그에 대응하여 정부가 중심이 되어 군사 및 비군사 수단을 사용하여 그에
대응하는 전쟁수행의 방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반란전(insurgency)이란 이전에 사용되던 게릴라전쟁, 인민전쟁, 저강
도분쟁,2) 혹은 제4세대 전쟁(Hammes 2004)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1) 합동참모본부, 합동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합동참모본부, 2010). 반란전은 분란전으로,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은 대분란전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2) 이 가운데 저강도 분쟁 개념은 1971년 영국군 프랭크 킷슨 장군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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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 개념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정부에 저항하는 반정부 조직이 기존 정부
의 정규군에 대항하기 위해 비정규 군사조직을 만들고, 군사적 수단 뿐 아니라
비군사 수단을 동원하며, 기존 체제의 교란과 약화를 목표로 무력투쟁하던 방식을
가리키고 있다. 시기적으로 이들 전쟁수행방식은 근대 유럽의 나폴레옹 전쟁기에
도 나타났고, 냉전기에도 중남미나 동남아,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등에서 민족주의
적 저항이나 공산주의의 세력 확장 활동과 결부되어 나타난 바 있다.
냉전기 인도차이나 반도와 중남미 등지에서 각각 게릴라전쟁, 인민전쟁, 제4세
대 분쟁, 저강도 분쟁의 양상에 조우했던 미국은 21세기 초반부터 개시된 대테러
전쟁 과정에서 다시 그같은 전쟁 양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반란전 혹은
대반란전(insurgency)의 개념 하에 이같은 전쟁양상을 파악하려 하고, 이에 대응
하는 전쟁수행방식을 발전시키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이 냉전기 이후 정규군을
전제로 한 전면전쟁이 아니라, 반정부 및 비정규군 조직과 맞서온 전쟁수행방식을
제한전쟁, 비정규전, 제4세대 전쟁 개념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고, 대테러전쟁
시기에 논의되고 있는 대반란전 수행방식을 이 맥락에 위치시켜 그 의의를 검토하
고, 이같은 전쟁 개념들이 한국 국방전략에 줄 수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냉전기 미국의 두가지 전쟁수행론
대량보복전략과 제한전쟁론

:

1. 냉전초기 미국의 대소 봉쇄전략과 대량보복 핵전략
1945년 5월, 독일의 패전과 동년 8월, 일본의 항복 이후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방면에 각각 배치된 병력규모를 대폭 감축하고, 무기생산규모도 축소하는 등 전시
적 국가나 집단들이 재래식 전쟁보다는 분쟁 수준이 낮으나 일상적인 평화적 경쟁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정치적, 군사적 대결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Frank Kitson,
Low Intensity Operation: Subversion, Insurgency, Peace-Keeping (1971). 조한승, ｢제4세
대 전쟁의 이론과 실제: 분란전(insurgency) 평가를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 제50집 1호
(2010), p. 2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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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원 체제를 완화시켰다. 그러나 1946년 2월, 모스크바 주재 미국 외교관 조지
케난이 장전문(long telegram)을 타전하여, 소련을 필두로 하는 공산주의의 세계
팽창 양상을 지적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봉쇄전략(containment)을 제
시하면서 미국의 전후 전략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서유럽에 대
한 대규모 경제지원 정책인 마샬플랜이 발표되고, 공산주의와 내전을 겪던 그리이
스와 터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밝힌 트루만 독트린이 공표되면서, 봉쇄 개념에
입각한 미국의 대소 전략은 군사적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1947년 국가안보법 제정에 의해서 국가안보회의가 창설되고, 국방성과 합참,
그리고 CIA가 재조직되고, 공군이 독립하였다. 새롭게 창설된 합참은 대소 봉쇄전
략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입안하기 시작했는데, 핵심은 재래식 전력과 더불
어 당시 미국이 독점적 지위를 갖던 핵전력을 대폭 운용한 대소 핵전략 수립에
있었다. 1948년 책정된 핼프문(Halfmoon) 계획과 다음 해 책정된 드랍샷(Drop
Shot) 계획은 소련과의 전면전 발발시에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로 소련의 주요 도
시와 중요 산업시설 등을 타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핵탄두 운반수
단으로 사용될 전략폭격기의 발진을 위해 유럽의 영국, 중동의 바그다드, 아시아에
서는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를 중시하고, 각각 이들 지역에서 집단적, 개별적 동맹
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Allan R. Millet & Peter Maslowski 1994, 500). 1949
년에 형성된 유럽 지역에서의 나토(NATO), 1951년 체결된 미일동맹,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체결된 바그다드 조약 등은 이러한 대소 전면전 전략을 상정한 글로벌
범위에서의 동맹망 구축의 일환이었다.
이같은 대소 봉쇄전략 및 전쟁 발발시의 핵폭격 전략은 1953년 이후 등장한
아이젠하워 정부에 의해서도 계승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육군 등의 재래식
전력 규모는 줄였지만, 소련과의 전면전 발발에 대비하여, 핵전력을 집중 육성하였
다. 그리고 1954년 덜레스 국무장관에 의해 공표되었듯이 소련과의 전면전 발발
시에는 핵전력의 대거 운용을 통한 대소 전면공격 전략, 즉 대량보복전략(massive
retaliation strategy)을 견지하였던 것이다(Weigley 1973, 403-404).
그러나 냉전 초기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과의 전면전쟁 및 핵전력 운용 가능성을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실제 직면했던 것은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등 소련과의 직접 대결이 아니고, 핵전력까지 사용할 필요도 없었던 형태의 전쟁들
이었다. 핵전쟁이 아닌 재래식 전쟁, 전면전쟁이 아닌 제한전쟁의 양상에 직면하

미국의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 전략 전개와 한국 국방전략에의 함의 9

면서, 미국의 정책결정자와 전략가들은 대량보복전략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
수행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2. 케네디 행정부의 유연반응전략과 제한전쟁론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 및 대량보복개념에 입각한 핵전략이 강구되고 있던 시기
에 로버트 오스굿(Robert Osgood) 교수와 맥스웰 테일러(Maxwell Taylor) 장군
등 일부 정책결정자들과 전략가들은 실제의 전쟁 양상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오스굿(Osgood) 교수는 1957년에 간행된 저서에서 전쟁의
양상을 전면전쟁(total war)과 제한전쟁(limited war)의 양상으로 구분한다(Osgood
1957).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에게 있어 전면전, 총력전이었으나, 그 이후에
나타난 전쟁 양상, 즉 그리이스 내전(1947-49년), 베를린 봉쇄(1948-49), 한국전쟁
(1950-53), 인도차이나 전쟁(-1954) 등은 전쟁의 목적이나 지리적 범위, 사용되는
수단에 있어 제한전쟁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같은 제한전쟁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로서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나 소련이 전면전쟁 발발시에는
자국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합리적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보았다. 다만 소련과 중국은 공산주의 혁명의 비전에 입각하여 게릴라 전쟁의
방식을 지속하거나, 제한된 영토에 대한 침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군사행동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았다(Osgood 1957, 139). 이같은 분석에 기반하여
그는 미국이 전통적인 전쟁수행방식을 변화시키고 장차 일어날 수 있는 보다 현실
적인 전쟁의 양태, 즉 제한전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제한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하며, 그 제한전쟁
전략이란 군사적으로는 대규모 지상군의 유지와 전술핵(tactical nuclear weapons)
의 사용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6.25 전쟁 당시 제8군 사령관으로 참전하였고, 1950년대 중반부터 육군참모총
장을 맡게 된 맥스웰 테일러 장군은 미국이 직면하게 될 장차의 전쟁 양상을 소련과
의 핵대결을 포함한 일반전쟁(general war), 그리고 유럽 이외의 저개발 지역에서
전개될 제한전쟁(limited war)의 두가지 양상으로 전망하였다(Taylor 1959,7-8).
그런 그에게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소 핵전략 일변도의 대량보복전략은
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제한전쟁에 적용될 수 없었으며, 결국 동맹국에게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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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못하고 미국의 국가이익도 수호할 수 없는 결과를 빚고 있는 전략에 다름아
니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대안으로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을
제시하면서, 미군이 핵전쟁 뿐만 아니라 재래식 제한 전쟁까지 수행할 수 있는
군사능력과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
오스굿 교수의 제한전쟁론, 그리고 테일러 장군의 견해 등은 1960년 이후 케네
디 행정부의 대외전략과 군사전략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케네디 행정부는 전
임의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소련의 핵위협을 전제로 대량보복전략을 표방하였지만,
실제로 소련의 핵이나 전략미사일에 의한 위협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재평가하였
다. 반면 케네디 행정부는 1961년 1월, 흐루시초프가 제3세계에서의 민족해방전쟁
을 지지한다고 연설한 것에 주목하였다. 즉 케네디 행정부는 소련이 유럽 등의
지역에서 미국과의 직접 대결을 추진하기 보다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의 반식민 운동이나 민족해방혁명 움직임을 지원하면서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도
모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럴 경우 소련과의 직접적인 핵전쟁 가능성보다는
제3세계 지역에서의 재래식 전쟁, 비정규전, 전복전 등의 위협이 보다 직접적으로
가해질 것이라고 보았다(Gaddis 2005, 206-07). 1961년 3월, 케네디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을 통해 “총력전이든 제한전이든, 핵전쟁 혹은 재래식 전쟁, 대규모 또는
소규모 전쟁이든 간에 모든 전쟁을 억제하여, 모든 잠재적 적들이 어떠한 공격이라
도 무익하다고 인식하게끔 하겠다”(Gaddis 2005, 213)고 언급한 것은, 그의 행정
부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량보복전략의 전제와 다른 전쟁관 및 전략관을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공산주의 세력과의 핵전쟁 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쟁, 비정규전 등의 분쟁형태에
도 대응하겠다는 케네디 행정부의 유연반응전략에 따라 미국은 군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 및 전력상의 변화를 추진하였다. 첫째, 핵전쟁 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쟁
과 게릴라 전쟁 유형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재래식 및 비재래식 군사능력을 강화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케네디 행정부는 일종의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
warfare)과 비정규전(irregular war)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전 전력의 증강과 훈련
3) 그는 유연반응전략의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일반전쟁을 담당하는 전략공군사령부(Strategic
Air Force)와 같은 위상을 가진 제한전쟁 전담본부(Limite Air Headquarter)의 설치와, 대량
보복전략에서 강조된 수단이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외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및 소
모전(counterattrition) 전력 개발 등을 주장하였다. (Taylor 1959), chap.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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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 힘을 기울였고,4) 제3세계 지역에서의 비정규전 수행전략의 대표적 전략서
라고 할 수 있는 마오쩌둥이나 보 구엔 지압, 체 게바라 등의 저작들도 널리 연구
가 되었다.
둘째, 재래식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럽 지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늘렸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동과 동남아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침투와 게릴라 전술에 대
응하기 위해 SEATO나 CENTO 동맹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케네디 행
정부는 공산주의의 침투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제3세계 지역에 대한 경제지원 및
문화지원 등에도 역점을 기울였다. 제3세계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수준이 향상되
어야 공산주의가 의도하는 전술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아,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조직하여 제3세계 지역에 대한 의료, 교육, 농업지원의 프로젝트를 실시
하였고, 미국 잉여 농산물을 이 지역에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였다.
넷째, 케네디 행정부는 소련과 직접 전략무기 제한 및 감축협상을 벌임으로써 긴장
을 타개하려고도 하였다. 취임 초기 쿠바 미사일 위기 발생 시에도 워싱턴 주재
소련 대사관과의 물밑 협상이 추진되었고, 1963년에는 소련과 부분적 핵실험금지
조약(PTBT)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케네디 행정부 시기에 추진된 제한전쟁
론과 유연반응전략은, 냉전 초기의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주도된 비정규전, 게릴라
전 방식의 전쟁수행방식에 대한 미국의 변화된 접근을 의미하였다.
케네디 행정부가 이같이 제한전쟁론과 유연반응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던 시점에,
인도차이나 분쟁 과정에서 직접 베트콩의 게릴라 전술을 경험하였던 프랑스의 전
략가 다비드 가루라(David Galula)도 혁명전쟁이 종전의 재래식 전쟁에 비해 특별
한 전쟁수행방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대반란전 전쟁의 전략
(counterinsurgency warfare)을 제시하였다. 1964년에 발표된 대반란전 관련 저
술에서 가루라는 제3세계에서 전개되는 혁명전쟁은 재래식 전쟁과 다르며, 기존
강대국과 반군과의 교전은 마치 사자와 벼룩의 싸움과 같다고 비유하였다(Kaplan
2013, 77). 그러면서 반군을 격퇴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온상인 늪지를
말려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즉 반군 게릴라들의 대의명분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지지하는 인민들을 회유하고, 달래어, 아측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를 위
해 대반란전에 나서는 병사와 지휘관들은, 인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전가

4) 1950년대에 창설된 특수부대 그린 베레가 케네디 행정부에 의해 더욱 중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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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tator), 사회적 봉사자, 엔지니어, 학교선생, 간호원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
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았다. 가루라는 대반란전은 실상 20%가 군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80%는 정치적,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냉전 초기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와 프랑스의 가루라
등의 전략가들은 한국전쟁을 포함한 일련의 제한전쟁,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에
서의 게릴라 전쟁 등에 조우하면서, 공산권의 맹주 소련과의 전면전쟁을 상정한
대량 핵보복전략이 아니라 유연반응전략, 그리고 대반란전의 전략에 입각한 전쟁
수행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같은 전략론이 21세기 대반란전 전략의
현대적 기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군은 비정규전, 게릴라전, 제4세대 전쟁 양상에 대응
하는 전략과 교리 개발 보다는 소련과의 대규모 지상전을 염두에 둔 전략과 전력
증강에 주력하였다.5) 1991년 발발한 걸프전쟁은 소련과의 전면적인 지상전 수행
을 염두에 두고 증강해온 미군의 전력과 전략이 사막에서의 기갑전 수행에도 잘
적용된 경우였다(Hammes 2004, 서문). 그러나 2001년 9월, 9.11 테러 이후 개시
된 아프간과 이라크에서의 대테러전쟁 과정에서, 미국은 다시 한번 비정규전 방식
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비국가주체의 무력집단과 조우하게 되었다. 비정규전 및
게릴라 전쟁 수행방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종전의 전쟁수행방식으로 대테러
전쟁에 임한 미군에게 있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장은 새로운 도전의 영역이
었다.

5) 그런 면에서 1989년도 일부 미국 전략가들이 소규모 전투집단에 의해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
하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제4세대 전쟁양상이 이슬람이나 아시
아에서 등장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도 타국 국민들의 지지와 문화 이해를 바탕
으로 한 전쟁수행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의미가 깊다. William S.Lind,
Colonel Keith Nightengale(USA), Captain John F.Schmitt(USMC), Colonel Joseph
W.Sutton(USA), and Lieutenant Colonel Gary I.Wilson(USMCR), “The Changing Face
of War: Into the Fourth Generation” Marine Corps Gazette (Octobe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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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테러전쟁과 미국 전쟁 수행방식의 변화

1. 초기 이라크 전쟁양상과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NCW) 전략
2001년 9월11일,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과 워싱턴 주요 시설들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하였다. 미증유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이후 대테러전쟁의
일환으로 이해 10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개시하게 되고, 2003년 3월에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부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이같은 일련의 대테러
전쟁 과정에서 미국은 ‘악의 축’론, 선제공격론, 첨단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NCW), 민주평화론 등의 정치, 군사전략에 입각하여 전쟁을 수행
해 나갔다. ‘악의 축(axis of devil)’이란 2002년 1월29일, 부시 대통령의 연설에서
언급된 것으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NPT 체제를 무시하고 핵개발을 추진하던
이라크, 이란, 북한 등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선제공격론이란 테러리즘에 대
한 전쟁에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다.6) 네트워
크 중심전 개념에 바탕한 국방개혁론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이 구상은 기존 재래식 전쟁의 총아였던 지상전 병력을 대폭 감축하고, 대신 장갑
차 스트라이커, 최신예 스텔스기 F-22 랩터, 무인전투기, 그리고 인공위성과 인터
넷 기술을 적극 활용한 정보수집자산 등의 첨단 전력에 집중투자하면서, 미군을
첨단화, 정보화, 기동화된 군으로 재편하려는 것이었다.7) 요컨대 2002년 9월에
공표된 국가안보전략서에서 밝힌 바처럼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9.11
테러 이후의 미국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실패국가” 혹은 “대규모 군대나 함대가
아니라 적대적 소수의 수중에 들어간 파괴적 기술”이라고 인식하면서, 그에 대응
하기 위해 “첨단 원격센서나 장거리 정밀타격능력, 변형된 기동타격” 등 네트워크
6) 부시 대통령은 2008년 12월,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부시 독트린의 근간이 되었던 선제공
격론을 다시 옹호한 바 있다. “Bush defends his military doctrin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8. 12.11).
7) 2003년 4월10일, 럼스펠드 국방장관에 의해 제출된 국방개혁법안(Defense transformation
Act)에 관한 분석기사 참조. 중앙일보 2003.9.24. “Bush defends his military doctrin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8. 12.11) 기사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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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군사기술의 개발과 운용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
다(The White House 2002). 이와 관련하여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글로벌 범위에
걸친 미국의 동맹체제도 재편한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즉 기존에 해외 미군이
지역 주둔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주요작전기지, 전진작전
거점, 안보협력대상지역으로 글로벌 동맹을 재편하고, 해외 미군을 전략적 유연성
개념 하에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기동시키는 태세의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
다(Department of Defense 2005). 부시 행정부는 민주평화론에 입각해 대테러전
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이란 18세기 독
일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제시한 명제에 입각하여 민주주
의 국가들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마이클 도일(Michael Doyle)
등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해 재평가된 이 민주평화론을 부시 행정부가 테
러리즘을 지원한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의 폭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민주주
의로의 체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대외정책론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2003년 3월20일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의해 개시된 이라크 전쟁의 초기 경과
는 걸프전쟁시에 전개되었던 바와 같은 재래식 전략에 더해 부시 행정부에 의해
논의되던 네트워크 중심전 전략이 잘 가미되어 적용되었던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전쟁 직전까지 미국과 다국적군은 이라크의 남부, 중부, 북부 지역에 미 육군 2개
사단, 해병대 원정부대, 2개 공정사단, 영국 기갑사단 등의 병력을 집결시켰고,
걸프만과 지중해, 홍해 해역에는 키티호크와 에이브러험 링컨 등 미국 항모 4척,
영국 항모 1척 등의 해군 전력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미 공군의 F15 전투기,
EA-6B 전자전기, KC-135 공중급유기, AWACS 지휘통제기, U-2 정찰기, 무인정찰
기 프리데이터 등에 더해 인공위성 자산도 전개하였다.8)
3월20일 이라크 전쟁이 개시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은 미 제3사단이
이라크 남부지역 전선을 돌파하고 북상하였고, 미 해병대와 영국 특수부대 병력들
이 이라크 중부 나시리아와 바스라를 점령하였고, 미국 공정부대는 이라크 북부
지역을 제압하면서 바그다드 방면으로 남하하였다. 그리고 미 101 공정사단 주력
부대는 아파치와 블렉호크 헬기로 이라크의 중추부인 수도 바그다드 시가지 전투
8) 이 밖에 호주, 폴란드, 체코 등이 지상병력과 핵생물화학 부대 등을 파견하였다. 이상의 전
력배치에 대해서는 Thomas Ricks, “American way of war in Saudi Desert” Washington
Post (2003. 1.7), 朝日新聞 2003.1.22., 중앙일보 (2003.3.15.). 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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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하면서 이후 4월7일에 이르기까지 승기를 잡게 되었다. 주요 제대의 기동
과 전투에는 인공위성 및 무인비행기 등으로부터 획득된 중요 군사정보가 C4I 체
제를 통해 전파되고 공유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이라크 전쟁 초기 경과는, 10여년 전의 걸프전쟁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냉전기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연마해온 재래식 전쟁의 수행방식, 그리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에 의해 주도된 네트워크 중심전의 전쟁수행방식이 사막지대의
기동전 형식에도 잘 적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5월1일 대규모 전투
의 종결이 선언된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4월8일, 아일랜
드 벨파스트에서 가진 회담에서 이라크 전쟁 전후처리는 군정->과도정->민정 이양
의 3단계로 추진된다는 점에 합의하였고, 미국 중부사령관 토미 프랭크스 장군
지휘 하에 점령된 이라크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각각 미국, 영국, 폴란드
등이 관할하는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프랭크스 장군은 파견된 5개 사단 규모의
미군 병력을 2개 사단으로 축소하였고, 2003년 6월 말에는 이라크 아라위 수상의
과도정부에 주권을 이양하였다. 이라크 과도정부는 2005년 1월에 국민의회 선거
를 실시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라크의 각 지역에서 미국과
다국적 주둔군에 대한 반군들의 테러와 기습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9) 이라
크 내의 고질적인 종족대립이 혼란상을 가중시켰다. 사담 후세인 정권 시대 주류
였던 수니파는 반군을 조직하여, 미국과 다국적군에 대해 기습공격을 가하였고,
과도정부 지도자들이 속한 시아파는 수니파 반군들과의 종족 대립 및 충돌을 격화
시키는 양상이 전개된 것이다.
이라크 내부 상황이 혼란에 빠지자 미국 내에서는 미군의 전쟁수행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2005년 12월, 워싱턴 포스트지는 대반란전 수행에 있어서는
이라크 국내 기구들의 강화를 위한 민군 차원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한데, 미국은
그러한 능력과 전략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10) 2005년 여름 싱크탱크 랜드
9) 당시 신문들을 종합하면 2003년 11월에는 미군 헬기가 격추되었고, 남부 나시리아 지역에
배치된 이탈리아 군에 대한 자폭테러가 자행되었다. 2004년 이후에도 북부 키르쿠크 등지
에 폭탄테러가 발생하였고, 필리핀이나 일본인들이 반군에 의해 납치되고 처형되는 사태가
빈발하였다.
10) Janine Davidson and Tammy S. Schultz, “What the troops Really Need”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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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는 미국 정부의 부시 대통령, 럼스펠드 국방상, 토미 프랭크스 중부군 사령
관 등이 전쟁 수행 이후 이라크의 복구계획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지 못했고, 능력
도 결핍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11)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는데 성공한 미군
은 그 이후의 안정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하였으며, 안정
화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병력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병력 감축이 추진되었
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12) 군 내부에서도 이라크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라크의 탈 아파르지역에서 안정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맥매스터(H.R.McMaster) 대령은 2005년에 발표한 글에서 미군이 군사기술
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반면 정치적인 측면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해가 결여되어
이라크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13) 설상가상으로 미국 정부가 조직한
9.11 테러 독립조사위원회나 미 의회에서는 2004년과 다음 해에 걸쳐 이라크 전쟁
의 개전 명분으로 부시 정부가 주장하였던 대량파괴무기가 실은 이라크 내에 존재
하지 않았었다는 조사 결과를 공표하기도 하였다.
결국 전후 이라크 내에서의 반군 할거와 안정화 작전의 실패는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상이 주도한 새로운 전쟁수행방식, 즉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전후 이라크 내에는 병력의 선택적 배치를 통한 주민보호에
중점을 두는 대반란작전(counterinsurgency)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작전
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지휘관들은 오히려 승진에서 탈락하고, 반면 럼스펠드 국방
장관이 주도한 군사변환(military trasnformation)은 정작 이라크 전쟁 수습과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근욱 2011, 264).
이라크와 같은 지역에서는 네트워크 중심전과 같은 첨단전력에 입각한 전쟁수
행방식보다는 오히려 케네디 행정부 시대 제3세계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
Post, (2005. 12.17).
11) RAND가 2005년에 작성한 보고서 Rebuilding Iraq 참조. Michael R. Gordon, “PostwarIraq critique stifled by U.S.Arm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12, 2008. 기사
에서 재인용.
12) 2008년 미 육군이 간행한 이라크 전쟁 육군사 On Point Ⅱ:Transition to the New
Campaign 참조. Michael R.Gordon, “From U.S. Army, a blunt self-analysis of Iraq
missio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8.6.30.)에서 재인용.
13) 2005년 Survival에 게재한 H.R.McMaster 대령 논문 참조. Michael R. Gordon, “U.S. Army
puts ‘nation-building’ on the same level as combat rol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9-10, 2008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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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제시되었던 제한전쟁론의 맥락을 잇는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이 요구된다는
논의가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과 2006년에 공표된 토마스 햄즈 등의 ‘제4세
대전쟁론’과 페트리어스 장군 등에 의한 대반란전 전략은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되
어야 한다.

2. 제4세대 전쟁론과 대반란전 전략(counterinsurgency)의 대두
1) 제4세대 전쟁론
미 해병대 대령 출신인 토마스 햄즈(Thomas X. Hammes)는 2004년 제4세대
전쟁(The Sling and the Stone)이란 책을 발간하면서 미국은 이라크에서 제4세
대의 전쟁에 직면하고 있으나, 그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였
다(Hammes 2004). 90년대 초반 소말리아 내전에 참전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
로 오하이오 대학이나 캐나다 국방대학의 연수 기회에 분란전의 역사에 대해 연구
한 바 있던 햄즈는 전쟁의 역사가 프랑스 대혁명시대의 제1세대 전쟁, 제1차 세계
대전시 화력의 집중에 의존했던 제2세대 전쟁,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군의 기동전
으로 상징되는 제3세대 전쟁에 이어, 중국 마오쩌둥에 의해 제4세대 전쟁 방식이
전개되었다고 설명한다. 마오쩌둥에 의해 창안된 제4세대 전쟁의 방식이란 반란군
의 입장에서 전쟁을 정치적 행위로 인식하면서, 초기 단계에서는 정치적 힘을 구축
하고 근거지를 통제하면서, 역량이 축적되면 정부의 정규군에 대해 마지막 공격을
가하고, 이 과정에서 군사력 뿐만 아니라 선전, 외교, 문화 등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의지를 약화시켜 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햄즈에 의하면 이러
한 제4세대 전쟁 방식은 이후 베트남의 호치민과 보 구엔 지압, 니카라과의 산디니
스타 반군 등으로 계승되었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직면하고 있는
알 카에다와 이라크 반군 세력도 본질적으로 제4세대 전쟁의 방식으로 미국에 도
전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햄즈에 의하면 미국은 걸프전쟁에서 첨단무기를 통한 승리 이후 첨단전쟁
의 마력에 빠져들면서 합동비전 2020, 변환기획지침 Transformation Planning
Guidance,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네트워크 중심전이나 군사혁신 등의 개념에
서 나타나듯이 사이버전쟁, 첨단기술에 입각한 전쟁수행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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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햄즈는 이같은 네트워크 중심전 등의 전쟁수행방식이 알 카에다나 이라크
반군 세력이 전개하고 있는 제4세대 전쟁 방식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라크 반군이나 알 카에다 등의 세력은 정규 국가가 아니지만, 초국가
레벨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비대칭적 수단에 의해 상대국 미국의 정치적
의지와 일반 국민들의 심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첨단기술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는 이를 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햄즈는 제4세대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도 군 편제와 조직문화, 교육
및 훈련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군 편제 관련하여 미국은
신속대응, 국가재건, 평화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간급 부대가 필요하
며14), 군내의 조직도 계층제 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될 수 있는 기능적 네트
워크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군사, 정치, 경제 등의 영역들이 서로 통합되고 협조하는 체제
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장교 교육에 있어서도 제4세대 전쟁을 수행하는
타국의 역사나 해외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보강되어야 하며,
전쟁 현상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복잡계 이론에 대한 연구도 군사학 교육에
있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 전략
한편 2006년 4월에는 미국 통합군연구센터(Combined Armed Center) 사령관 데
이비드 페트리어스(David H. Petraeus) 장군과 해병대 전투발전사령관(Marine Corps
Combat Development Command) 제임스 매티스 장군이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
이라는 야전교범을 발간하였다(Petraeus 2006). 이 교범의 발간을 주도한 페트리어
스는 1970년대 중반 미국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이후 프랑스와 이태리에서 초급장
교 생활을 보내고, 80년대 중반에는 미국 남부사령부에서 근무하였다(Kaplan
2013). 이같은 경험 속에서 그는 제3세계 지역의 분란전(insurgency)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가루라(Galula) 등의 서적도 읽게 되었다. 이 결과 80-90
년대 그는 프린스턴 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불편한 전쟁들(Uncomfortable
Wars: Toward a New Paradigm)에서는 미군이 냉전기에 익숙했던 대규모 전쟁
14) 햄즈는 이같은 부대의 모델로 해병대 공지임무부대를 들고 있다. (Hammes 2004), 제16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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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유형의 전쟁, 즉 전복이나 테러, 게릴라, 반군
등의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페트리어스는 하이티의 다국적
평화유지군 작전사령관 및 나토 사령부의 참모로서 근무하였고,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시에는 101 공정사단장으로 참전하여 전쟁 종료 이후에는 북부 모술 지
역의 전후 복구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페트리어스는 2005년 통합군연구센터 사령
관으로 부임하면서, 자신이 연구하고 경험한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을 교
범화하여, 공식 훈련프로그램으로 추진하려는 생각에서 교범 발간에 착수하였다.
대반란전 교범의 전반적인 구상은 그가 주도하였지만, 교범 준비 및 발간에는 웨스
트포인트 사회과학부 교수 존 네이글(John Nagl), 군사사학자 콘라드 크레인
(Conrad Crane), 그외 육군과 해병대 장교들,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군인들
등 135명이 참가하였다고 전해진다.15)
2006년의 교범에서 페트리어스와 공저자들은 이라크 및 아프간에서 이슬람 극
단주의자, 그리고 사담 후세인을 지지하는 사담주의자들에 의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Petraeus 2006). 반군들은 민중 속에서 전쟁을 지속하
면서, 혁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트리어스 등은 반군에 대응하기
위한 대반란전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투쟁이라고 보았다. 현지 주민들을 보호하고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대반란전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우호적인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
면 반군을 패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범은
현지 국가의 군병력 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기관들, 치안병력들과의 밀접한 협조가
필요하고, 그 현지 기관들에 임무 위임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교범은
케네디 대통령이 강조했던 다음의 언급을 상기시킨다.
“군인들은 전략과 전술과 병참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또한 경제와 정치와 외교와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한다. 군인들은 군사력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하며,
군사력의 한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들이 군사력에 의해

15) 옥스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존 네이글은 이미 2002년에 Learning to Eat Soup
with a Knife:Counterinsurgency Lessons from Malaya and Vietnam 이란 저서를 발간한
바 있다. Peter Bergen, “How Petraeus changed the U.S. military” CNN, November 11,
2012. (http://edition.cnn.com/2012/11/10/opinion/ bergen-petraeus-legacy /index.html)
참조. 이근욱, 앞의 책, p.273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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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최종적으로 해결된 사례가 많지 않음도 알아야 한다.”(Petraeus 2006, chap.2)

즉 대반란전 수행에 있어 미군들은 군 이외의 민간 기구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
져야 하며, 현지의 문화적 정보들에 대한 이해의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지 문화와 정세 이해가 반군들이 형성되는 원인을 파악하게 해
주고, 반군들과 싸우는 최선의 방법을 파악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페트리어스의 교범은 공간 이후 미군 내에서 광범위한 반향을 일으켰다. 종전의
이라크 지역 미군이 이라크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반군들에 대한 살상을 강조했
다면, 대반란전 교범은 이라크 인들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인간들로 보아야 하며,
주민들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16) 미 육군 웹
사이트에서 이 교범에 대한 다운로드는 150만회에 달했으며, 2006년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 케이시 대장도 대반란작전 추진을 승인하였다. 급기야 2007년 2월,
부시 대통령은 페트리어스를 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이라크 사령관에 임명하였다.
페트리어스 장군이 이라크 전선에 파견된 이후에도 그의 후임자들은 대반란전 교범
을 더욱 발전시켰다. 2008년 2월, 육군 통합군연구센터(Combined Arms Center)
사령관 윌리엄 칼드웰(William Caldwell) 중장은 새로운 육군의 작전 매뉴얼을
공표하였다(Gordon 2008). 이 매뉴얼은 육군이 전후 안정을 회복하고 민간인을
지원하는 전후 복구 임무가 전쟁수행 및 방어작전과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재평가하였다. 그리고 육군이 미래의 작전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패퇴
시킬 수 있는 군사력 뿐 아니라 현지의 복잡한 문화적 요소들을 이해하고, 주둔
국가의 치안부대 및 정부기관 등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안정화 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육군 내부의 교육과 훈련, 장교양성의 과업을 제기하였다. 과거의 엘리트
장교들이 기갑, 포병, 보병과 같은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병과를 선호했다면, 이제
는 외국 치안부대를 지도하거나 민정업무를 담당하는 특기의 장교들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육군 매뉴얼은 페트리어스 등이 제시한 대반란전 교범을 성실
하게 계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 이근욱 2011, 13장 참조. 그런 점에서 필자는 페트리어스 장군의 대반란전 전략이 베트남
전쟁 당시 파월 한국군 사령관 채명신 장군이 구상했던 대게릴라전 전술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파악한다.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팔복원,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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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핀 토마스 홈즈의 제4세대 전쟁론과 페트리어스의 대반란전 교범은
몇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양자의 논의는 우선 이라크에서 직면하고 있는 반군들의
공세가 마오쩌둥, 보 구엔 지압, 체 게바라 등에 의해 고안된 게릴라전, 인민전쟁의
방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관찰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개전 초기 미국이
수행했던 첨단무기 중심의 전쟁수행방식, 즉 네트워크 중심전적인 방식은 비효과
적이라고 비판하였다. 제4세대전쟁이나 대반란전 논의나 반군과의 전투에 있어
육군과 해병대 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공통적인 측면이다. 다만 대응 면에서
양자의 논의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제4세대 전쟁론은 미국 군 내부의 조직개편과
교육훈련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반해, 대반란전은 반군으로부터의 주민들
보호와 복지 제공, 주민들에 대한 협력을 통한 대반란전 수행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3. 이라크에서의 대반란전 전략(counterinsurgency) 수행
2007년 1월과 2월의 시점은 이라크 전쟁에 있어 미국의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이
모색되던 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게이츠를 럼스펠드 후임의 국
방장관으로 임명하고, 대반란전 교범의 대표 저자인 페트리어스 장군을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관으로, 그리고 라이언 크로커를 이라크 대사로 임명하는 인사조치
를 취했다. 그리고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는 현지 지휘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3만명 규모의 미군을 이라크에 증파하도록 하였고, 이라크 현지 주민들의 고용증
대를 위한 12억 달러 규모의 경제지원 계획도 발표하였다.17)
새롭게 임명된 장관과 지휘관들은 새로운 전략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페트리어
스 장군은 자신의 대반란전 전략을 주민중심전략이라고 표현하면서, 현지의 미군
병사들이 그들의 대규모 기지에서 나와 도보순찰과 지역정세에 대한 관여를 통해
이라크 주민들과 대면접촉을 늘릴 것을 강조하였다(이근욱 2011, 제13장). 이전까
지 미군 병력은 전진기지에 집중 배치되어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였으나, 페트
리어스의 변화된 방침에 따라 미군 병력들은 주민들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하루 24시간을 순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수도 바그다드의 경우에는 행정
17)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러한 조치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신전략을 반영한다고 평가하였
다. 朝日新聞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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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 따라 9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는 증파된 병력들을 배치하여 증설된
치안초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 치안부대 병력들과 합동으로 24시간 대기하면
서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작전을 수행하게 하였다. 특히 페트리어스 장군은 정
부측의 시아파 민병대와 수니파 주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이라크 치안 불안의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수니파와 시아파 주민들의 거주 지역 경계에 3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여, 양 지역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양 종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수니파 주민들이 알 카에다 조직을 지지
하게 된 근원도 차단하고자 하였다(이근욱 2011, 267, 279, 280-81).
또한 페트리어스의 이라크 주둔 미군은 반군들이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여 대원
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동원하고, 공격을 기획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군은 이라크 주민들 가운데 종교적으로
나 연령적으로 존경받는 촌장급 인사(respected religious leaders)들에 대한 접촉
을 통해, 이들로 하여금 자살공격이 이슬람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러한 행
위가 가족과 종파에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가르침을 내리게 하였다(Schmitt 2008).
이러한 대민접촉을 통해 무슬림 주민들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원을 스스로 중단
하게 하고, 알 카에다의 리더십이 약화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자 하였다. 이같은
페트리어스 장군의 전략전환은 미국 내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때문
에 2007년 9월 11일,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존 메케인, 힐러리 클린턴 등이
포진한 상원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페트리어스 대장과 크로커 이라크 대사에 대
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전략의 타당성에 대한 논전을 전개하기도 하였다.18)
그러나 페트리어스의 주민중심적 대반란전은 서서히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었다.
같은 시기 아프간 지역 다국적군 사령관이었던 맥크리스탈 장군도 아프간 지역에
서 탈레반이 촌로들을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이라크
에서처럼 아프간에서도 보다 많은 병력들이 증파되어 인구밀집지역을 확보하는
대반란전 전략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Dao 2010).
한편 게이츠 국방장관과 2009년 합참의장에 임명된 마이크 뮐렌(Mike Mullen)
제독도 국방예산 편성과 정부내 기구들 간의 협조를 통해 대반란전 전략의 수행을
측면에서 지원하고자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도 국방장관으로서 연
18) 당시 뉴욕타임스는 General Petraeus or General Betray US? 라는 칼럼을 게재하여, 페트
리어스의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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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게 된 게이츠 장관은 2009년 새로운 국방예산을 편성하면서, 전통적인 재래식
전력 증강계획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수행되고 있는
대반란전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 미사일 방
어체제 구축, 육군에서 추진하던 미래전투시스템(Future Combat System), 해군의
함선 증강 계획, 공군의 신형 폭격기 개발과 F-22 도입, 그리고 신형 통신위성
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은 대폭 축소되었다.19) 대신 정찰비행기 등 이라크와 아프
간 전역 수행에 필요한 정보정찰 자산, 지뢰저항 차량, 의료지원 헬기 등에 관한
예산은 증액되었다.20)
한편 게이츠 국방장관은 현지 정세에 대한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대반란전 전략의 요구사항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일환으로 미 국방성은
인류학자나 여타 사회과학자들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투부대에 배속시켜
현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민심을 획득하는 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학군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Rohde 2008). 2007년 9월에는 이
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배치 26개의 전투여단에 인류학이나 관련 분야 사회과학자
들을 배치하기 위한 4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도 승인하였다. 이같은 현지문화 이해
증진 사업은 군사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예컨대 결과 제82공정사단
의 경우에는 인류학자들이 부대 에 배속된 이래 전투작전이 60% 감소되었고, 병력
들은 치안개선과 주민들을 위한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의 복지 제공 등의 역할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게이츠 국방장관과 뮐렌 합참의장은 대반란전 수행에 있어 국방성과 군대 만이
아니라 여타 정부기관들이 상호협력하여 현지에 대한 대외개발과 경제지원을 행하
는 체제의 구축도 추진하였다. 예컨대 뮐렌 합참의장은 2009년 1월에 행한 연설을
통해 외교와 해외경제개발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들에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게이츠 국방장관도 국방성 이외에 국무성, 상무성, 사
법성, 농업성 등의 해외지원 관련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것이 대반란전 수행
19) “New budget reflects shift in priorities at Pentago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9.4.8.).
20) Thom Shanker, “Clash over budgeting for new kind of war,”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9.5.12.). 이같은 예산편성방침은 공화당 존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 등
으로부터 중국의 군사적 부상,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증강에
소홀히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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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나, 미국의 소프트파워 증진에도 유익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1)
이상에서와 같이 2007년 이후 미국은 페트리어스 이라크 주둔 사령관이 주도하
면서 이라크에서 대반란전 전략을 수행하였고, 게이츠 국방장관과 뮐렌 합참의장
등은 국방예산 편성과 여타 정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를 측면 지원하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 8월,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의 종전을 선언
하면서 이라크 주군 미군 14만5천명 가운데 치안부대 훈련 등을 담당하게 될 5만
명만 잔류시키고 잔여 9만여 병력을 철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이라크에
서의 대반란전 수행을 주도한 페트리어스 장군은 2010년 6월 이후, 맥크리스탈
장군의 후임으로 아프가니스탄 주둔 다국적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새롭게 아프가
니스탄에서 주민보호에 중점을 둔 대반란군 전략을 수행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되
었다.22)

Ⅳ.

대테러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 논쟁

2010년 이라크 전쟁의 종전 선언 전후에 미국 군 내부에서는 향후 미국이 직면
하게 될 위협은 어떤 것이며, 이라크에서 적용한 전쟁수행방식이 지속적으로 유용
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었다. 즉 미국 전략가들은 향후 미국
이 직면하게 될 전쟁 양상을 이라크에서와 같은 비정규전이나 게릴라전, 중국과
같은 신흥 대국으로부터의 전통적 도전, 테러그룹이 생화학 및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과 같은 파국적 도전 등으로 예상하고, 그 경우 과연 미국이 어떤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Shanker 2007).

1. 대반란전 전략의 발전적 계승론
이 논의과정에서 육군과 해병대 측은 대반란전 수행 경험에 입각한 전력건설과

21) “Top U.S. officer presses for nonmilitary solution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9.1.14.).
22) Rajiv Chandrasekaran, “Gen. David Petraeus says Afghanistan war strategy fundamentally
sound”, The Washington Post, (August 16, 2010). 아프가니스탄 전역과 대반란전 상황은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페트리어스 부임 이후 아프간 지역의 간단한 상황에 대해서는
“Editorial: The State of the War” New York Times, (August 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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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속을 주장한 반면, 해군과 공군은 중국과 북한 등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전력이나 핵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전력건설과 전략전개를 강조하였다. 예컨대
2007년 당시의 육군참모총장 조지 케이시(George Casey, Jr.)는 향후에도 미국이
수많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병력 규모를
늘리고, 장비들을 신규 확보해야 하며, 동맹국 군대를 훈련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반란전 전략을 입안하거나 직접 이라크 등지에서 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진
전략가들은 대반란전 전략의 성과와 교훈이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06년 페트리어스 장군과 더불어 대반란전 교범을 완성하는데 중심
적인 역할을 담당한 존 네이글(John A.Nagl)은 이라크나 아프간 전쟁이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언급한 “즉각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장기간 지연된 투쟁을 하는 어려운 선택”인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이었다
고 설명하였다. 그는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이 미국인들이 만족할 만한 성공적인
전쟁은 아니었으나, 실패한 전쟁도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게이츠 국방장관과 페
트리어스 장군이 주도한 대반란전 전략에 의해 빈 라덴을 사살하였고, 알 카에다
조직을 무너뜨렸으며, 그런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정부를 세웠다는 점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목적이 달성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Nagl 2012).
미국이 수세기 동안 필리핀 반군, 베트남 공산주의자들, 소말리아 전사, 그리고
탈레반과 알 카에다 등을 상대로 수행해온 대반란전 전역을 연구해온 맥스 부트
(Max Boot)는 향후 대반란전 수행을 위한 여러 가지 교훈을 제시하였다(Boot
2014b). 우선 미군은 군사적 목표 달성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휘관들이 예스맨들의 보고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급 병사나 민간 전문가, 그리고 언론인들과의 접촉을 가지면서 전황에 대한 다양
하면서도 복합적인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들이 그것이다. 또한 군 지휘관
들이 보다 다양한 경험을 가질 필요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페트리어스
대장은 여타의 군 엘리트들과 달리 육군대학 졸업자가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 대반란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미군이 국가건설이나 반란전과
같은 상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타국의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밖에 대반란전 수행을 위해 군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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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정부, 동맹국 간에 긴밀한 제휴의 네트워크도 필요하다고 보았다.23)
이라크 전쟁 초기 전역에 연대장으로 참전하면서 안정화 작전에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맥매스터 장군은 2013년 7월, 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라크 전쟁을
통해 럼스펠드가 주창한 바와 같은 전쟁수행방식, 즉 정밀타격이 가능한 첨단기술
과 군사력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전쟁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고,
효과적인 전략 발전을 지체시켰다고 비판하였다.24) 그러면서 그는 이라크-아프간
에서의 대테러전쟁 수행을 통해 미군이 전쟁 본질 자체에 대한 3가지 근본적인
교훈을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첫째, 전쟁은 클라우제비츠가 강조한 것처럼
정책의 수단이며, 군사작전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할해야 한다는 점이
다. 이라크 초기 전역에서 미군은 수니파나 쿠르드 종족들의 정치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아프간에서도 탈레반 세력 및 그에 대항하는 민병대 등의 정치적
목표를 폭넓게 고려하지 않고, 군사기술 중심의 전략에만 치중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둘째, 전쟁은 투키디데스가 갈파한 것처럼 인간들의 공포, 명예와 이익에
관한 갈망이 작동하는 인간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라크와 아프간 인들은 종족과
지역에 따라 추구하는 이익과 명예가 각각 존재하고, 나름의 공포심도 갖고 있는
데, 미군은 전쟁 수행과정에서 이같은 현지인들의 정서와 그에 내재한 역사에 대해
충분한 고려와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족과 집단들에 의한 폭력의 악순
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같은 인간들의 욕망과 이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셋째,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것처럼 전쟁이 불확실성의 영역에 속한다는 명제
이다. 럼스펠드의 군사혁신론, 네트워크 중심전론은 인공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완벽한 정보가 정밀한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고,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이상에서 언급한 정치적, 인간적 요인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고,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도 그러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점들을 언급하면서
맥매스터 장군은 향후 미군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인간적 요소를 고려하
23)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분석한 이근욱 교수도 21세기 지휘관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정치
감각을 지닌 외교관의 능력을 지닌 인물이 되어야 하며, 타국과 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장
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이근욱 2011, 31, 342). 이러한 관점은 맥스 부트 등과
일치하는 것이다.
24) H.R. McMaster, “The pipe dream of easy war”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22,
2013. 이 칼럼 집필 당시 맥매스터 소장은 조지아주 포트 베닝의 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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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같은
논의들은 향후 미국이 직면하게 될 전쟁에서 대반란전 전략의 관점과 방식이 여전
히 유효할 것이라는 기본 전제에 입각해 있다.

2. 공해전투론(AirSea Battle)의 대두와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전략 수렴
반면 해군과 공군은 향후 가장 중대한 안보위협이 중국의 해공군력 팽창, 북한
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라고 보고, 이에 대응하여 대규모 지상군 배치보다는 원거
리 타격이 가능한 해공군력 건설, 정밀 임무를 수행하게 될 특수작전부대의 강화,
공중급유기 증강을 통한 글로벌 투사 능력 확보, 무인전투기 확보 등을 과제로
제기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2년 2월, 당시의 해군참모총장 그리너트 제독과 공군
참모총장 슈어츠 대장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동으로 공해전
투(AirSea Battle) 개념을 표명하였다(General Schwartz & Admiral Greenert, 2012).
그리고 공해전투 개념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모아 프린스턴 대학 프리드버그
(Aaron Friedberg) 교수가 중국의 A2AD 전략에 대한 직접접근전략으로서의 공해
전투, 그리고 간접접근전략으로서의 원거리 해상봉쇄와 해양거부 전략을 복합적으
로 제시하고, 이 전략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무기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Friedberg 2014, chap.3-4).
이같은 논쟁 구도 속에 미국의 여론은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대반란전 전략과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의 동시적 수행을 요청하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2009년 1월, 뉴욕타임스와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는 향후
미국이 대반란전 전략의 일환으로 수행된 국무성의 해외원조 프로그램 및 개발지
원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면서, 동시에 럼스펠드에 의해 추진된 첨단무기 건설을
통한 군대의 기술변혁과 21세기형 전투수행방식을 아울러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의 경쟁 지양과 합동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25) 자신이 직접 아프간 전역에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한 바 있는 맥크리스털(Stanley McChrystal) 장군도 2013년 외교전문지와 가
진 인터뷰에서 알 카에다와의 전쟁 수행 과정에는 대반란전 전략과 동시에 네트워
25) “Editorial: Getting the military ready for a few big idea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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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중심전적인 군사기술도 유용했다고 평가하였다(McChrystal 2013). 그에 의하
면 페트리어스 장군이 주도한 대반란전 전략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편리와 배려를
제공하면서, 반군들과 주민들을 분리시킬 수 있었고, 나아가 반군들의 온상도 축소
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라크 내에서 20여곳 이상에 동시적으로 분산
배치된 예하 부대들이 매순간 피습과 공격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상호간 정
보를 공유하면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대 기술을 사용
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하부 단위들에 대한 작전권한 위임이 불가결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같은 논의 구도 속에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전후하여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서와 국방전략서 등을 통해 양대 전략론을 수렴하면서도, 대반란전 전략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방전략을 재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전략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리즘이나 비정규전 위협 뿐만 아니라 부상하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이란 등을 잠재적 위협으로 적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
서 미국을 아시아태평양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재균형(rabalancing)
혹은 아태지역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재균형 정책의 군사적 측면을 보면, 태평양 방면과 대서양 방면의 미군
전력을 6:4 비율로 재조정하면서, 이라크 및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을 대폭 감축하
고, 이들 전력을 호주의 다윈이나 괌 기지 등 아태지역에 배재치하는 양상이 두드
러진다. 2012년 1월에 공표한 국방전략에서는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최소 4500달
러까지 감축할 것이고, 이에 부응하여 육군 병력도 향후 10년간 49만명 수준까지
줄인다는 방침이 표명되었다. 이러한 방침은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병력집중적인
대반란전 유형의 전쟁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Shanker
2012). 그러나 항모전단의 수준은 유지하고, 공군력 증강도 지속하여 중국 및 이란
에 의한 반접근 지역거부(Anti Access/Area Denial) 전략에 대해서는 합동작전접
근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에 의한 파워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Department of Defense 2012).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아태지역에 대한 재균형 정책의 기조 속에 중국, 북한, 이란에
대한 잠재적 위협인식을 가지면서, 대반란전 전략을 수정하고, 해공군 중심의 전력
배치 태세를 구축하면서, 21세기 전쟁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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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국 국방전략에의 함의
:

이상의 서술을 통하여 미국의 대반란전 전략이 어떤 경위를 통하여 형성, 진화
되었고, 그 주요 강조점은 무엇이었는가가 확인되었다고 본다. 대반란전 전략
(counterinsurgency)은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점하던 냉전시대에 제3세
계 지역에서 공산주의에 의한 게릴라 전술 등과 맞서면서 강구되었다. 소련과의
전면전쟁을 상정하여 핵전략을 발전시키던 냉전기의 미국에게, 그리이스 내전, 한
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 국지전 및 게릴라전쟁의 현실이 전개되자, 그에 대응하기
위해 오스굿 교수나 맥스웰 테일러 장군 등에 의해 논의되었던 제한전쟁(Limited
War)론 등이 대반란전쟁의 이론적 기원이 된다.
케네디 행정부 시기에 발전되고 제도화된 대반란전 전략은 이후 데탕트 시대와
신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군사전략 논의에서 중심적인 대상이 되지 못하였
다. 2001년과 2003년, 각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실시된 대테러전쟁의 초
기 국면에서도 미국은 부시 행정부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에 의해 주도된 군사변환,
네트워크 중심전 등의 전략론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였다. 다만 알 카에다나 탈레
반과 같은 급진적 종파들에 의한 테러도발, 그리고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종족간
대립이 만연해진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수습하기에 네트워크 중심전의
전략론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략가들이 대안적 전략으로서 대반
란전 전략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페트리어스 장군 등에 의해 제안된 대반란전 전략(counterinsurgency:COIN)은
대테러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직면한 현실을 수습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반군세
력과 주민과의 분리,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 그를 통한
반군 세력에의 지원 차단과 정보 획득, 반군 세력에 대한 군사적 강압, 이같은
작전수행을 위한 군대 교육과 훈련의 재편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대반란전
전략은 대테러 전쟁 당시 군사변환론을 비판하여 제기된 ‘제4세대 전쟁’ 논의와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 것이며, 역사적으로는 케네디 행정부 시대 논의된 제한전쟁
논의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미국의 향후 군사전략에서 대반란전 전략이 대테러전쟁 당시처럼 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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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을 계속 견지해 갈런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이나 북한처럼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한 정규국가에 대해서는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 등에 따라
첨단전력을 동원한 전쟁수행을 준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요컨대 미국도
위협을 가하는 상대의 국가성격과 전략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응전략을 강구하
고 있는 것이며, 향후에도 비국가집단에 의한 반란전(insuegency)이나 게릴라전의
도전이 발생할 때, 그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반란전 전략이 유용하게 재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미국의 복합적 군사전략, 즉 핵무기로 무장한 냉전기의 소련이나 탈냉전
기의 중국을 상대로 한 첨단군사력 중심의 전략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국지전
하에서의 반란군을 상정한 대반란전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 복합적 전략 운용은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은 강력한
비정규전 전력을 보유하면서 재래식 군사위협을 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첨단 군사력의 위협을 동시에 가해오고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은 한편으로는 재래식 혹은 비정규적 군사력을 동원한
북한의 국지적 위협에 대응해야 할 뿐 아니라, 핵이나 탄도미사일 사용까지도 상정
하는 북한으로부터의 전면전, 총력전 위협에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태세
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분쟁상황이 발발할 경우 불가피하게 직면할 수
있는 북한 내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대반란전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 냉전기와 탈냉전기 등 반세기에 걸쳐 시대별 중점을 두면서 발전시킨
핵전략과 대반란전 전략의 복합적 측면이 한반도 상황에서는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국방전략도 북한의 군사전략 및 능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차 분쟁 양상을 예상하면서, 핵 대응전략 및 국지도발 대응 전략,
그리고 전쟁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대반란전 전략을 동시적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 전략을 강구하면서, 전략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군사능
력 및 각군의 부대편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예산 확보가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전력증강에 대응하
기 위한 우리의 전략과 능력, 그리고 북한 내부 급변 상황 발생시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주민들의 협력 속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과 능력 태세가 현재로
서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21세기 한국 국방개혁의 방향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
라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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