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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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국방부가 국방혁신
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상쇄전략’의 추진동향을 먼저 살펴본 후 이것
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적용방안
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3차 상쇄전략의 성공
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 과학기
술, 작전개념의 유기적 동시통합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3차 상쇄전략을 주도할 수 있는 특
화된 조직이 구비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직을
통한 국방과학기술의 첨단화가 구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학기술이 전장에
서 그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맞

춤형 작전개념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3차 상쇄전략은 추진사항 중 일부 조
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조직,
기술, 작전개념이 상호간 유기적인 동시통합
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유지한 가운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안보가 한미군사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미국의 최근 국방혁신
동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
을 전망함과 동시에 한국적 적용방안을 고찰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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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4년 11월 15일 워싱턴DC 레이건(Reagan) 국가안보포럼에서 헤이글(Hagel)
국방장관은 ‘국방혁신구상(Defense Innovati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제3차 상쇄
전략(Third Offset Strategy)’의 추진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Dombrowski
2015, p.4). 헤이글 장관이 제3차 상쇄전략을 주창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간･이라크 등 중동 문제에 깊이 개입하여 국력을 소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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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기간 동안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경쟁국가들이 군사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잠식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련의 국방혁신을 달성함
으로써 이들 경쟁국가들(특히 중국)에 대해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확대하
겠다는 것이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이 태동하게 된 근본배경이다.
제3차 상쇄전략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헤이글 장관이 언급한
‘국방혁신’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방혁신’은 ‘국방운영혁신’
(RBA: Revolution in Business Affairs)이라는 개념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국방운영혁신은 조직의 운영혁신을 통해 “국방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것”1)을 말한다(정길호 2001, p.1). 그러나 헤이글 장관이 사용한 ‘국방혁신’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이라는 용어에 국방운영혁신의 개념이 가미된 것으
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종의 군사혁신이라 할 수 있는 제3차 상쇄전략이 혁신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고 갈 국방부 등 관련조직의 운영혁신이 선행
또는 동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 이러한 측면에서 국방운영혁신과 군사혁신
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로 ‘국방혁신’이라는 용어를 헤이글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기존 ‘군사혁신’의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이와 연계된
제3차 상쇄전략의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혁신’이란 과거와는 다른 불연속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개념으로 점진적
변화를 의미하는 ‘진보’와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군사혁신은 “정상적인
진보를 훨씬 뛰어 넘어서 새로운 군사기술의 도입이나 군사조직 또는 군사력 운용
의 혁신을 통하여 군사능력과 그 효과에 있어서 획기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서정해 1995, p.1). 다시 말해, 군사혁신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작전
개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조직편성이 상호 교차작용 속에서 ‘혁명적’

1) 보다 구체적으로 국방운영혁신은 “국방조직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보다 발전한 민
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기술을 증진하며 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국
방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정길호. 2001. “미국 Clinton 행정부의 국방조직
분석.” 한국행정학회2001년 추계발표.
2) 정길호 박사(2001)는 “국방운영혁신과 군사혁신은 동시에 추진될 수도 있지만 국방운영혁신
의 기본 틀이 완성된 후 군사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국방운영혁
신의 틀 속에서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개혁의 성과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
다. 정길호.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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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되어 종래의 전쟁수행방식을 완전히 구식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Welch
1995; 권태영 1996, pp.2-3). 이러한 군사혁신을 통해 첨단기술을 응용하고, 관련
조직과 교리(작전개념)까지도 바꿈으로써 전쟁수행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이상현 2007, p.34). 따라서 제3차 상쇄전략의 추진동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에 기초한 전력체계의 획기적 변화(기술)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혁신의 승수효과를 높이는 군사력 운용방법(작전개념) 및 운영혁신적 측면에
서의 조직편성(조직)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제3차 상쇄전략을 다룬 기존의 논문 및 연구보고서들 중 대다수는 첨단군
사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同 전략을 설명함으로써 자칫 편향된 시각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군사기밀 유지 목적 상 제3차 상쇄전략의 일부만
공개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술결정론적 관점에서 同 전략에 접근하는 다수의 논문
및 연구보고서들(Cronin, Patrick M., ed. 2016; Sadler 2016; Dombrowski 2015;
Robert 2014 등)의 특정요소(기술적 측면)에 대한 편향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1940년 독일과 프랑스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전투
장비들, 즉 전차,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군은 전격전(blitzkreig)
교리를 개발하여 실제 전장에서 전차, 항공기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한 반면, 프랑스
는 과거 답습식의 구태의연한 참호전을 고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일군은 단기간
에 프랑스군을 패배시키고 프랑스를 장악할 수 있었다3)(Mazarr 1993, p.16; 권태영
1996, p.4). 이는 작전개념과 운용이 전투장비의 기술적 측면 못지않게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독일은 소련의
동부전선으로의 진출을 지연 및 저지시키기 위해 당시 공격무기체계로 인식되었던
전차를 방어적으로 운용하기도 하였다(Mearsheimer 1985, p.25). 즉, 공격과 방어
를 결정짓는 것은 무기체계 본연의 특성보다는 주어진 작전환경에서 무기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작전개념이 보다 결정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술결정론’처럼 특정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제3차 상쇄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비유
적으로 일부 나무들만 보고 전체 숲을 상상하여 그리고자 하는 자칫 왜곡된 접근방
3) 당시 독일군은 3,200대의 전차와 3,900대의 항공기 등 기동 전투 장비들을 이용 10개의 팬
저(PANZER) 기갑부대를 편성하여 기동전을 준비하였다. 반면, 프랑스군은 3,400대의 전차
와 700대의 항공기로 13개의 요새(fortress) 사단을 편성하고 이들 전력을 마지노선에 고착
시키는 진지전으로 독일군에 맞섬으로써 기동 전투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전장에서 운용하
지 못하였고, 그 결과 독일군에 손쉬운 승리를 헌납하고 말았다(권태영 1996, p.4).

38 국가전략 2017년 제23권 2호

법이 될 수 있다. 현재 미군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실제 전장에서 기술전
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전개념 및 관련조직 발전에도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과 관련하여 ①조
직 ②기술 ③작전개념4)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同 전략의 전체적인 추진동향을 보다
큰 틀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작업이 선행될 때 미국의 제3차 상쇄전
략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이러한 상쇄전략의 한국적 적용방안을 보다
실질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3차 상쇄전략을 구성
하는 세 가지 요소들(조직･기술･작전개념)을 다루기에 앞서 1, 2, 3차 상쇄전략의
개괄적인 흐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개 관 : 제1차, 2차, 3차 상쇄전략
1. 미국의 제1, 2차 상쇄전략
먼저 냉전시대에 소련을 상대로 한 미국의 군사력 우위 확보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제1, 2차 상쇄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제3차 상쇄전략에 이르
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개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1, 2차 상쇄전략의 주요 핵심기
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작전개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제1차 상쇄전략은 1950년대 초반 ‘신사고(New Look)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4) 보다 적합한 용어로 ‘군사전략’인가 ‘작전개념’인가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군사전략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결국 군사전략이란 평시 적을 억제하고, 전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된다. 이러한 군사전략의 구성요소에
는 목표, 수단,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국방과학기술과 제반시스템(수단)을 어떻게 운용(방
법)하여 평시 적을 억제하고 전시 적에게 승리할 것인가(목표)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처럼 군사전략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본고에서는 국방과학기술과 제반시스템을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보다 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작전개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군사전략의 정의 등과 관련해서는 Arthur F. Lykke Jr.
1982. “Toward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Alan Stephens and Nicola Baker. 2006.
“How to Win: The Nature of Strategy,” Making Sense of War: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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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하워(Eisenhower) 행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당시 미국은 26개의 육군사단
을 보유한 반면, 소련은 175개의 정규군 사단을 보유하는 등 재래식 군사력의 수량
적 측면에서 미국을 훨씬 압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래식 전력을 증강해야 했으나, 이는 필연적으로
과다한 국방비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과다한 국방비 지출이 미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재래식 전력 증강에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소련의 재래식 군사력의 수적 우위를
상쇄하기 위한 전술핵무기･ICBM 개발 등 ‘전략적 무기체계’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
다. 특히, 미국은 대규모 핵보복이 가능한 전략공군을 건설하여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전략을 추구하는 등 전략 핵무기와 관련한 분야에서 소련에 대한 상대
적 우위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당시 이러한 대소 핵전력 우위 달성전략을 후대에
“제1차 상쇄전략”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다(Martinage 2014, pp.5-12).
다음으로, 제2차 상쇄전략은 소련의 핵전력 증강으로 1970년대에 들어 미･소간
핵 교착상태에 이르게 되자 미국은 첨단 재래식 전력 발전을 통해 소련의 재래식
전력의 수적 우위를 기술적 우위로 상쇄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에
1970년대 중반 브라운(Brown) 국방장관의 주도로 제2차 상쇄전략의 물결이 시작되었
다. 재래식 전력의 대소 기술적 우위를 목표로 한 제2차 상쇄전략을 추진한 결과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정밀유도무기,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자산, 스텔스 전투기 등이 전력화되면서 소련에 대한 미국의
상대적 군사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Walton 2016, pp.6-7). 이와 같은 첨단
재래식 전력의 양산과 더불어 미국은 이러한 최신예 공중-지상전력을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하기 위해 미국식 전격전이라 할 수 있는 ‘공지전투’(Air-Land
Battle)라는 작전개념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 미군은 1970년대 말까지 소련군의
전차･기계화부대 위주의 공세적 기동전법으로부터 서유럽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
적 방어’(Active Defense)라는 작전개념에 기초하여 전력 운용을 하였다. 그러나
제2차 상쇄전략의 추진과 함께 소련군보다 우위에 있는 재래식 기술력을 보다 공세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 미군 지휘부는 육군의 강력한 기동군단과
공군의 대지타격능력을 결합하여 소련에 대해 이른바 ‘공지타격 기동전’을 추구하는
‘공지전투’ 작전개념을 1980년대 초에 내놓게 된다(Skinner 1988, pp.10-12). 즉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기본 원칙하에 공지전투에 기초한 공세적 기동전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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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련의 기동전법을 상쇄시킴으로써 대소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제2차 상쇄전략의 산물들은 1989년 소련의 붕괴로 전장에서 그 효용성을 직접
시험해 볼 기회를 상실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1년 걸프전을 통해 미군은
제2차 상쇄전략의 첨단기술력과 결합한 공지전투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
다. 특히, 미국의 제2차 상쇄전략에 기초한 전력 운용은 수적으로 우세하나 기술적
으로 열세한 적에게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Martinage 2014, pp.17-18).
결국 미국의 제 1, 2차 상쇄전략은 냉전시대 소련을 대상으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차 상쇄전략은 냉전초기
대소 핵 우위에 기초한 전략으로서 ‘대량보복’ 전략이라는 억지개념(추후에는 ‘유연
반응’(flexible response) 전략5)으로 변경)을 통해 이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2차
상쇄전략은 재래식 우위 확보 전략으로서 공지전투 개념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2.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
냉전 이후 미국은 첨단 군사 기술력을 기반으로 절대 우위의 단극체제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중동문제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사이에 잠재적 경쟁국
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 나갔
다. 예를 들어, 중국은 1990년대 들어 급속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방 분야에 막대
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특히, 2015년 9월 전승절 기념 열병식은 중국군의 높은
군사현대화 수준을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사였다. 이 날 열병식을 통해
중국은 최대사거리가 1만 5천km에 이르는 둥펑-5B(DF-5B)라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져 있는 사거리 1,500km의 둥펑-21D 등을 전격
공개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달 20개의 소형 위성을 탑재한 창정 6호의 발사에
성공하는 등 중국은 미국과의 첨단 국방 과학기술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유지용 2016, pp.136-138).
5) 기존의 ‘대량보복전략’ 대신 1967년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유연반응전략’은 적의 소규모 도발
에 대해서는 재래식 대응, 고강도 도발은 전술핵무기 대응, 전면적 도발은 전면적 핵 대응으
로 맞서는 등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을 실시하는 일종의 유럽형 맞춤형 억제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연반응전략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J. Mihael Legge. 1983. Theater Nuclear
Weapons and the NATO Strategy of Flexible Response. 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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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러시아는 2011~2020 국가무기조달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약 19조 루블
(약 6,3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 군 무기체계의 70% 이상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우평균 2016,
p.9). 러시아는 무기체계 현대화에 부합된 새로운 부대창설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8월 1일에 창설한 러시아 연방항공우주군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신범식, 이선우 2016, pp.219-220). 주요 경쟁국가들의 이와 같은 맹추
격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국방부 주도 하에 인공지능, 무인무기체계 등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의 혁신과 작전개념
의 발전에도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Walton 2016, p.6).
이처럼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은 중국, 러시아 등 잠재적 도전국가들에 대해서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서, 그 이면에는 특히 매우 빠른 속도
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첨단 재래식 전력에서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제3차 상쇄전략 추진을 주도해 온 워크(Work)
美 국방부 부장관은 2017년 1월 JFQ(Joint Force Quarterly) 집필진과의 인터뷰에
서 제3차 상쇄전략의 근본 목적은 인공지능(AI)과 무인작전시스템(unmanned
Operating system), 자동화체계(autonomous system) 등 신기술에 기초한 작전운
용능력 발전을 통해 “중국･러시아 등 잠재적 경쟁국가에 대한 재래식 억제
(conventional deterrence)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Eliason 2017,
p.6). 다시 말해, 美 국방부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제3차 상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적 우위를 창출함과
동시에 이에 기초한 군사력 건설, 전쟁수행개념과 방식을 혁신하여 잠재적 도전자
들을 압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3차 상쇄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작전개념
은 ‘JAM-GC’(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이다. 추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JAM-GC의 핵심적 특징은 정보전에 의한 적의 전장네트워크 마비, 첨단무기체계를
활용한 동시다발적 일제공격, 마지막으로 지상군에 의한 강제진입작전 등이다. 지
금까지 간략히 살펴 본 제1, 2, 3차 상쇄전략의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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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의 제1, 2, 3차 상쇄전략 비교
구 분

1차 상쇄전략

2차 상쇄전략

3차 상쇄전략

시 기

1950년대 초반 ~
1970년대 중반

1970년대 중반 ~
2000년대

2014년 ~

제안자

아이젠하워 대통령

브라운 국방장관

헤이글 국방장관

핵심기술

전술핵무기, ICBM 등

정밀유도무기, ISR 등

무인무기체계,
인공지능 등

주요 작전개념 대량보복전략 유연반응전략 공지전투

JAM-GC

경쟁국

중국, 러시아

소련

소련

제3차 상쇄전략의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2016년 10월 28일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가 주최한 제3차 상쇄전략 평가 세미나의 카터
(Carter) 국방장관의 기조연설에서 언급되었다. 카터 국방장관은 국방부가 의회
승인을 요청한 2017년도 국방연구개발투자비가 약 720억불로서 3차 상쇄전략을
뒷받침할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 투자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카터
장관은 제1, 2차 상쇄전략이 추진되었던 냉전시대와 비교할 때 제3차 상쇄전략을
추진해야 할 오늘날은 ‘속도(speed)’와 ‘민첩성(agility)’이라는 변수가 추가되었다고
강조하면서 누가 더 빨리 혁신하느냐에 따라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게임에
서 획기적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Carter 2016).
그러나 3차 상쇄전략의 성공은 혁신적 과학기술의 개발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다. 다시 말해, 상대적 우위의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이에 맞는 운용능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능력은 훈련, 무기체계 등 제반시스
템을 현재 또는 미래의 합동 전장에서 적용 또는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필요로 한다(Biddle 2004; Norwood and Jensen 2016, p.35). 여기에는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키고 융합할 수 있는 제반조직도 갖춰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터 국방장관은 제3차 상쇄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투자･개발, 민간기술의 신속한 도입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조직의
육성, 새로운 작전개념의 발전 등 국방혁신이 기술･조직 및 작전개념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 급속도로 진화하는 오늘날의
다양한 도전들에 대해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C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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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따라서 제3차 상쇄전략의 세부 추진동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조직, ‚기술, ƒ작전개념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석해야 한다.

Ⅲ.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 관련 세부 추진동향
1. 조직 : 전략능력실 등 3차 상쇄전략을 주도하는 관련조직
카터(Carter) 국방장관은 국방과학기술의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군 내
부로터의 기술 창출과 외부로부터의 첨단기술 도입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내부로부터의 기술 창출은 국방부 산하 10여개의 연구소가 혁신적
인 방산업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달성될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국방부 산하
연구조직으로는 잠수함과 달리 얕은 물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수중 드론을 개발
중인 해군연구소, 포 형태(gun-based)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 중인 육군연구소,
그리고 인간 뇌외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신경형태 컴퓨팅(neuromorphic
computing) 시스템을 개발 중인 공군연구소를 들 수 있다(Carter 2016).
다음으로 외부로부터의 첨단기술 도입 촉진은 군사부문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특정 민간상업 분야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경쟁국가들에 대한
도약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는 美 국방부의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과거부
터 국방과학기술의 상당부분은 민간사업 분야로부터 도입된 것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장병 수만 명을 해안에 상륙시킨 히긴스 상륙정
은 최초 플로리다 늪지대에서 일을 위해 제작된 작은 선박을 변형하여 만든 것이다.
오늘날 정보화시대에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에서의 민간기술이 군사부문보
다 기술력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Balylis, Witz, Gray 2016; 김일수, 김관옥, 김진영,
안병억, 허태희 역 2016, pp.162-163). 이러한 맥락에서 실리콘밸리 등 외부로부터
의 첨단 기술 도입을 촉진6)하는 임무는 국방혁신실험단(DIUx: Defense Innovation
6) 첨단 민간기술의 군으로의 도입과 군사기술로의 재목적화(repurposing)를 촉진시키기 위해
카터 국방장관은 여러 차례 실리콘 밸리를 방문한 바 있으며, 구글(google) 경영자인 에릭
슈미트(Eric Schmitt)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민･군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Christian Davenport. 2016. “Robots, swarming drones and ‘Iron Man’: Welcom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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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experimental)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근 국방혁신실험단(DIUx)이 민･군간
협력을 통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기술개발 안건은 ‘마이크로 위성’ 개발로, 이 위성
은 전 세계에 있는 미군에게 향상된 상황인식(situational awareness) 능력을 제공
하고, 국가 우주 아키텍처(space architecture)의 제반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Carter 2016).
한편, 카터 국방장관이 부장관 시절이었던 2012년에 설립된 전략능력실(SCO:
Strategic Capabilities Office)은 기존의 기술과 관련된 운용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mixing)하고 재목적화(repurposing)하여 상대적 우위의 능력을 새롭게 창출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Eliason 2016, p.9). 특히,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미사일시스템과 고도화된 정밀탄약을 다양한 작전영역
에서 사용토록 고안하여 전장에서의 게임체인지를 달성하는 것이 최근 전략능력실
(SCO)의 주요한 관심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Carter 2016).7)
또한, 신기술 개발을 선도할 조직의 혁신 이외에도 3차 상쇄전략을 이끌고 있는
국방부의 전반적인 운용과 관련하여 민첩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도 필요하다. 미국 국방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관료조직으로 현상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빠르게 진화하는 오늘날의 안보환경에 민첩하게 대응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종종 제기된다. 예를 들어, 美 국방부는 국무부와 비교
시 예산은 40배가량 많다. 인원 측면에서 국무부는 세계 곳곳에 배치된 직원이
5만 7천 여 명인 반면, 국방부는 국방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민간인 수만 해도
70만 명에 이른다(Rice 2011, pp.15-17). 따라서 보다 획기적인 전략적 사고를
창출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국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직 전체에 지속적
인 자극을 제공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전략능력실(SCO)은 이러
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략능력실은 혁신적 기술과
전쟁수행방식, 새로운 작전개념 등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new arms race,” The Washington Post (June 7).
7) 최근 전략능력실은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에 기존
의 탐색기(existing seeker)를 부착하여 육상 및 해상의 이동 표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고안
하는 것을 핵심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기술의 재목적화(repurposing)에 기초한
기술혁신을 통해 지대지 미사일인 ATACMS가 해안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해상 표적을 공격
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Ashton Carter, “Keynote Address : The Path to the Innovation
Future of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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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련부서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Metha 2016).
그러나 전략능력실과 같은 조직의 혁신적 노력에 힘입어 미국의 전쟁수행방식이
첨단화되면 될수록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잠재적 적국의 상쇄전략도 더욱 교묘해지기
마련이다. 미국은 재래식 전력의 독점적 우위가 중국 등 잠재적 도전국가들의 맹추
격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무기 대 무기 방식’의 경쟁은 더 이상 효과
적이지 않다는 판단 하에 첨단기술 위주의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에 중점을 둔 제3차
상쇄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기술적으로 훨씬 열등한 잠재적 적의
비대칭 전력 수단에 의해 자신들이 가진 첨단무기체계의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보유한 다수의 첨단무기체
계나 수송수단은 GPS 신호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자기 공간에서 적의 GPS 교란
등은 이러한 첨단무기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8)
따라서 전략능력실은 전장에서 기존 무기체계의 적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혁시키
려는 노력 외에도 미국의 첨단무기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잠재적 적의 비대칭 수단
개발에 대해 역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개발 및 관련연구조직 보강 등에도 더 많은
관심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재관리, 운용 및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또 다른
조직들로는 국방혁신자문위원회(DIAB: Defense Innovation Advisory Board), 국
방정책위원회(DPB: Defense Policy Board), 국방비지니스위원회(DBB: Defense
Business Board) 등이 있다. 국방혁신자문위원회(DIAB)는 일류기업의 혁신적 문
화 및 운용방식이 국방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정책위원회(DPB)와 국방비즈니스위원회(DBB)는 국방분야와 연계
된 외교･정책 및 비지니스에 대한 혁신사례를 소개 및 자문하고, 관련 문화를 확산
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국방장관 예하에 국방부 수석 혁신장교(DOD Chief
Innovation Officer) 직책을 신설하여 국방 전반에 걸친 국방부 근무자 주도의 혁신
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경쟁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및 방법을 촉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Carter
2016).
8) 한미연합작전에 기반을 둔 한국군의 다수 무기체계와 수송수단도 적의 GPS 교란 등 전파방
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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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3차 상쇄전략의 성공을 뒷받침하게 될 국방조직의 운영혁신 노력은 앞으
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조직 차원의 국방운영혁
신 노력이 없이는 군사력 건설과 운용(첨단군사기술과 작전개념) 측면에서의 혁신
적 변화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기술 : 자율심화학습 시스템 등 5가지 핵심기술 분야
오늘날 미국의 최첨단 재래식 전력은 그 자체로만 보면 경쟁국가들에 비해 여전
히 우세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미국 서부해안에
서 남중국해까지 군사력을 이동시키는 데에는 최소 3주가 소요되는 등 미국은 여전
히 작전지역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하다(Bitzinger 2016, p.4). 더군
다나 美 항공모함 접근을 막기 위한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이 천문학적 금액의
美 항공모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존의 ‘무기 대 무기 방식’으로 상대와 경쟁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전략적
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Martinage 2014, p.22). 다시 말해,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한 전쟁수행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서 카터 국방장관은 2016년 10월 28일 CSIS 주최 제3차
상쇄전략 평가 세미나에서 3차 상쇄전략을 뒷받침할 핵심기술로서 데이터 과학
(Data Science), 생명기술(Biotech), 사이버 방어(Cyber Defense), 전자전(Electronic
Warfare), 로보틱스(Robotics), 수중전(Undersea Warfare), 인공지능 및 자율
(Artificial Intelligence & autonomy) 분야 등에서 연구개발을 장려할 것임을 천명
했다(Carter 2016).
특히, 제3차 상쇄전략과 관련하여 견인적 역할을 담당해 온 워크(Work) 부장관
은 2015년 12월 14일 美 新안보센터(CNA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가 주최한 안보포럼에서 제3차 상쇄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기술 분야를 5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했다. 첫째, 자율심화학습 시스템(Autonomous Deep Learning
System)이다. 이는 기계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사이버전, 전자전, 우주전, 미사일 교전 상황에서 이러한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여
빛의 속도로 신속하게 적의 공격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9) 예를 들어 사이버
9)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의 가장 큰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미국과의 신기술 경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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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을 받았을 경우 인간의 판단에 기초한 대응속도로 대처하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능에 의해 사전에 학습된 기계가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적이 미사일 공격을 시도했을 때 인공지능 컴퓨터
에 의해 적 미사일 탄착점을 신속히 계산하여 적 미사일이 아측의 표적을 타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이 될 경우에는 컴퓨터가 ‘교전금지’ 정보 등을 제공하여 자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율심화학습 시스템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Work 2015).
둘째, 인간-기계 협력(Human-Machine Collaboration)에 의한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이다. 인간의 ‘전략적 분석’(strategic analysis) 능력과 기계의 ‘전술적 정확
성’(tactical acuity)을 결합시키는 개념으로 기계가 인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5세대 전투기인 F-35 기체에 장착된 컴퓨터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 후 이를 조종사의 헬멧에 시현하여 조종사의 신속
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인간-기계협력에 의한 의사결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Work 2015).
셋째, 인간작전 보조(Assisted Human Operations) 개념으로, 각종 착용식 전자
장비(wearable electronics)를 통해 인간 전투원이 발생 가능한 우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인간의 능력을 보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차량의 후방 카메라(감지기)와 같은 원리로 어떤 물체 또는 적이 접근하면 경고음을
보내면서 인간 전투원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다(Work 2015).
또한, 아이언맨(Iron Man)처럼 인간의 몸에 외골격(exoskeletons)을 입힘으로써
인간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인간작전 보조 개념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Eiason 2016, p.11).
넷째, 인간-기계 전투 팀(Human-Machine Combat Teaming) 개념으로, 다양한
로봇과 기계들이 인간 전투원(또는 지휘자)과 하나의 전투 임무조가 되어 작전임무
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무인전투기(drone)와 같은 소형전투자산을
‘떼(swarm)’로 네트워크화하여 단일 지휘자의 조종 하에 작전을 진행하는 것을
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평행군사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행군사체계’란 “인공지능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최신의 자동제어기술을 활용해 실제 군사
시스템과 인공 군사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군사력(무기, 장비,
조직, 인력)을 건설･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들의 복합체”를 의미한다. 이상국.
2016. “중국의 인공지능 기반 ‘평행군사체계’ 구축 움직임과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1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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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기계 전투 팀 개념의 한 가지 사례로 볼 수 있다(Work 2015).
다섯째, 네트워크를 활용한 반자율화 무기(Network-enabled semi-Autonomous
Weapons) 개념으로, 사이버전 및 전자전 환경에서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반자율화(semi-autonomous)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GPS 기
능이 탑재된 폭탄은 적의 전자전 공격에 의해 교란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GPS 기능이 없이도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공격이 가능한 소구경 폭탄(Small
Diameter Bomb)을 개발하여 전장에서 활용하는 것은 반자율화 무기의 적용 사례
라고 할 수 있다(Work 2015).
특히, 미국이 추진 중인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첨단화는 신기술이 여러
개별 무기체계들을 연결 및 통합하여 전장에서 하나의 시스템 복합체계로서 향상된
능력을 발휘하게 할 것이다. 즉, 지상, 해상, 공중, 우주의 다양한 센서체계 등
최첨단 정보획득체계를 통해 얻은 빅데이터를 초고속･초대용량 통신망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저장 및 인공지능으로 분석･처리하여 작전부대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유비쿼터스 전장 네트워크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미군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유기적인 전투능력 발휘가
가능하다(권태영, 정춘일, 최윤미 2016, p.53).
그러나 미국의 기술 개발 전망과 관련하여 긍정적 요소와 함께 부정적 요소도
상존한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제약이다. 실제로, 2014년 말 美 국방부가 제3차
상쇄전략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제3차 상쇄전략의 핵심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Sadler 2016, p.13, p.16). 또한, 무인 무기체계에 의한 인명살상 및 전쟁수행이
현실화됨에 따라 정의의 전쟁, 전쟁윤리, 전쟁법 등과 관련한 도덕적･법적 문제도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Sadler 2016, p.16). 따라서 오늘날의 전쟁양상과
비교할 때 미국이 선도하게 될 미래전의 양상은 인명중시 경향을 고려하여 비살상,
피아피해 최소 원칙에 기초한 특정 효과 달성 중심의 첨단 군사작전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사이버･우주영역과 여론･의지 등 심리전의 영역에서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은밀한 교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원 2014,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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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전개념 : 공해전투와 JAM-GC
냉전기 제1, 2차 상쇄전략은 경쟁국가인 소련에 대한 억제 및 우위 확보를 위해
대량보복전략 / 유연반응전략(1차 상쇄전략), 공지전투(2차 상쇄전략)라는 주요 작
전개념을 당시 군사과학기술과 연계하여 적용했다. 제3차 상쇄전략에서 상정하고
있는 가장 큰 잠재적 경쟁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에 제3차 상쇄전략을 뒷받침할 작전
개념도 상당부분 중국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냉전 당시 소련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했던 미국 국방부는 1990년 소련 몰락 이후
약 10년간 잠재적 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부상을 계기로 美 의회는 매년 중국의 군사력을 평가하여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하였고, 이에 2002년부터 美 국방부는
해마다 중국의 군사력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이춘근 2016,
p.301). 따라서 美 국방부와 합참이 발전 및 적용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작전개념
역시 상당부분은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가상한 대응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접근차단/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Denial) 개념은 미
국의 대응작전개념 구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대국가의 작전개념이다. 중국의
접근차단(A2: Anti-Access) 개념은 상대국가의 투사전력이 작전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개념이다. 이를 위한 주요 수단은 미군 전방기지 및 전개기
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0km 이상의 지･해･공 탄도탄과 미사일, 대위성
공격무기, 잠수함 전력 등이 있다. 한편, 중국의 지역거부(AD: Area-Denial) 개념은
작전지역 내 상대국가 투사전력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작전개념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적의 공중우세를 거부하기 위한 정밀 유도로켓, 고사포, 미사일,
기타 방공전력과, 적의 해양우세를 거부하기 위한 단거리 대함 및 대잠 탄도미사일
등을 주요전력으로 육성하고 있다(JCS 2012; 정철호 2013, pp.22-23).
이와 같은 중국의 A2/AD 작전개념에 대하여 기존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전시
켰던 대응작전개념은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이었다. 공해전투란 해군과 공
군의 유기적･통합적인 합동작전을 통해 중국의 A2/AD 전력을 무력화시키고 미군
전력의 행동의 자유를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세력투사를 보장하는 작전개념을 의미
한다. 그러나 공해전투 개념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2015년 초부터 ‘JAM-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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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국제공역에서
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라는 새로운 합동작전개념으로 대체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Holmes 2015).10) JAM-GC 개념으로 대체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해전투 개념에 입각하여 전구작전을 수행할 경우 중국군을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해･공군전력이 중국의 공역과 해역에 진입하여 중국군의 지휘통제체계 등
핵심노드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Friedberg 2014, pp.74-80; 박원곤, 설인효 2016,
p.84). 이러한 상황은 자칫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위기를 지나치게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종심이 깊은 중국이 미국에
게 지속적인 소모전을 강요하면서 미국을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Hammes 2012). 즉, 단기간 내 최소의 희생으로 신속한 승리를 달성하고
자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A2/AD 개념에 기초한 소모전 전략에 휘말리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나아가, 공해전투 개념은
해･공군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지상군의 역할을 배제한 것도 문제점으
로 지적된다(박원곤, 설인효 2016, pp.84-85).
한편, JAM-GC 작전개념은 적의 A2/AD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 적의
능력을 와해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공해전투 개념과 달리, 적의 계획과 의지를
무력화하는데 보다 초점을 둔다(Hutchens eds. 2017, p.136). JAM-GC 개념은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과 관련한 신무기 개발을 이끌 수 있는 지침으로도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3단계 작전으로 구성된다. 1단계는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단계
로서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 공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적의 전장 네트워크를 마비시킴으로써 적의 의지를 무력
화시킨다. 이는 공해전투와 비교할 때 초기에 비타격적인(non-kinetic) 공격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확전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단계는 적과 일제
공격 경쟁(Salvo Competition)을 벌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적이 공격을 해올
때, 레이저무기, 미사일 방어체계, 정밀유도무기, 전자기 레일건(electromagnetic
rail gun) 등을 활용해 방어하면서 동시에 적의 C4ISR과 무기체계들에 대해 일제공
10) 필자가 최근 미군 해군장교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소 공세적인 어감을 주는 ‘공해전투’(Air-Sea
Battle)라는 용어 자체가 중국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어 미군 내에서는 ‘공해전투’ 용어를
더 이상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도 ‘공해전투’ 대신 ‘JAM-GC’가
최근 공식용어로 사용되는 데 있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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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실시하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는 돌파 / 강제진입(Break In / Forcible Entry)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성공적인 일제공격을 통해 적 전력을 크게 약화시킨 후
해･공군 중심의 유기적인 합동작전으로 전장을 돌파함으로써 전력투사 여건을 조
성하고, 이후 육군과 해병대가 중심이 되어 강제진입작전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상
군의 역할을 도외시한 공해전투 개념과 비교할 때 JAM-GC 개념은 강제진입단계를
별도의 단계로 상정하여 지상군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Gross
2016; 최우선 2015,pp.15-16).
‘JAM-GC’ 개념은 ‘공해전투’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작전개념으로서 제3차
상쇄전략을 위한 맞춤형 작전개념으로 최초부터 발전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지전투 개념이 2차 상쇄전략을 위한 작전개념으로 발전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
적으로 2차 상쇄전략의 첨단기술전력과 결합하여 걸프전에서 맹위를 떨쳤던 것을
고려했을 때, JAM-GC 개념 또한 제3차 상쇄전략의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상승작용
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반면, 중국은 타이완을 포함한 중국 작전지역 내
JAM-GC 개념에 기초한 미군전력 투사를 거부하기 위해 A2/AD 전략 및 관련 전투
네트워크(battle networks)를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나가고 있다(Walton 2016,
pp.7-9). 결국 잠재적 적국과의 경쟁에서 승리 또는 우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상대의 대응전략이 아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여
보다 나은 역대응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모든 잠재적 적의
위협과 능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JAM-GC 개념에 안주해서
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터 장관은 잠재적 적의 위협 및 능력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제3차 상쇄전략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개념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Carter 2016). 최근까지 제3차 상쇄전략의 추진방향이 지나치게 첨단 국
방과학기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부 및 관련조직의 혁신 위주로 전략
의 초점이 맞추어 지다 보니 정작 이러한 신기술을 합동군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할 수 있는 작전개념 차원에서의 발전 노력은 미흡하다는 자성의 목소리
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최근 미군 일각에서는 ‘분석적 워게임’(analytical wargames)
등을 통해 3차 상쇄전략에 보다 적합한 맞춤형 작전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
도 제시되고 있다(Norwood and Jensen 2016,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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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반도 영향전망과 적용방안
1. 한반도 영향전망
미국은 재정 압박으로 인한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있지만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제3차 상쇄전략과 관련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은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이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
로서 2017년 1월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재건을 위한 대통령 지시각서”
(Presidential Memorandum on Rebuilding the U.S. Armed Forces)를 발표했다.
이 지시각서는 “현재와 미래의 도전과제 해결과 미래 전력계획소요를 충족하는
전력구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까지 새로운 국가방위전략을 수립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고 있다(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Jan 27, 2017). 아울러,
3월 16일(현지시간) 처음 공개한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에
서도 국방력 강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두드러져 보이는데 바로
국방예산의 대폭 증가다. 라이벌 소련과 군비 경쟁을 벌였던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증액으로 기존 국방비 상한선보다 10% 늘어난 5천740억 달러를 편성했다.
유사시 임의로 쓸 수 있는 비상작전 예산 650억 달러를 합할 경우 전체 국방예산은
6천390억 달러로 늘어난다(연합뉴스 2017년 3월 17일).
이러한 국방력 강화의 전반적인 기조 하에서 제3차 상쇄전략을 뒷받침할 첨단기
술 개발 노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탄력을 지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급속적인 발전과 함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무인 무기체계와
전자무기의 개발은 미국이 당분간 잠재적 경쟁국가들을 기술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분야로, 향후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1) 따라서 전임 오바
11) 트럼프 행정부의 제3차 상쇄전략 추진 전망과 관련하여 피츠제럴드(FitzGerald) 新미국안
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Century) 선임연구원은 同 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대외
적 강조는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오바마 행정부 당시 카터
국방장관과 워크 부장관이 제3차 상쇄전략 추진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한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츠제럴드 선임연구원이 언급한 것처럼, 인공지능, 자율심화학습 시스템 등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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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행정부와 비교할 때 제3차 상쇄전략의 세부내용과 우선순위 측면에서 일부 변화
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전반적인 기조와 추진 동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美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제3차 상쇄전략이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전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 미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력투사 능력에 영향을 미칠 커다란 도전요소를 북한의 탄도미사일보
다는, 중국의 접근차단/지역거부(A2/AD) 전략으로 본다. 따라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작전개념이라 할 수 있는 JAM-GC(이전 개념은 공해전투)는 한반도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연계하여 대북억제와 중국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자산의 개발 및 전개･배치가 미측 입장에서는
보다 경제성 있고 효과적이라는 것은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중국의 A2/AD
전략에 대한 미국의 대응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해･공군의
장거리 타격 위주의 전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Cronin eds. 2016; 최우선
2015, pp.12-13). 이는 향후 주한미군의 육･해･공군 편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자동화, 무인화 등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첨단군사기술
발전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주한미군은 첨단기술력을 강화하는 대신, 병력을 감축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3차 상쇄전략은 한미동맹의 협력범위를 ‘기술과 혁신’ 분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핵･미사일 방어, GPS 교란, 전자전, 사이버전, 무인기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증진할 경우 상호운용성을 더욱 증대시키면서 북한의 공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12) 나아가, 군사기술 우위 확보를 통한 대북 억제력
차 상쇄전략과 관련한 핵심기술 개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전략능력실
(SCO)과 국방혁신실험단(DIUx) 등 3차 상쇄전략을 주도해왔던 조직들의 경우도 비정치적
인 기관으로서 정권 변화(민주당⇒공화당 행정부)와 상관없이 고유의 임무수행체계를 지
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Mark Pomerleau. 2017. “The Fate of the
Third Offset Under the President Trump” (January 18) <http:// www.c4isrnet.com/articles/
the-fate-of-the-third-offset-under-president-trump> (검색일 : 2017. 5. 9).
12) 한･미 간 군사협력과 관련하여 美 新미국안보센터의 2016년 11월 보고서는 미래 한미동맹
의 대북 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속타격체계로 SM-6의 한반도 배치를 추천한 바 있
다. 2000년 후반부터 美 해군은 종말단계 방어용으로 SM-6를 개발 중이며, 2017년 안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주요 제원: 최대 속도 마하 3.5, 최대 사거리 370km, 요격고도

54 국가전략 2017년 제23권 2호

향상뿐만 아니라 방산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 달성, 공동기술 개발 시 기술이
전의 용이성 등 긍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주한미군 THAAD 배치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한국에 대해 전 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해 온 최근 중국의 태도를
고려할 때 제3차 상쇄전략의 성과물이 한반도에 적용될 경우 한･중 간 갈등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사일 방어무기체계 등을 포함한 확장억제
능력과 관련한 한･미 간 기술협력 및 상호운용성 강화,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배치13) 등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기술협력, 확장억제력 제공 등을 포함하여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높은 기여를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등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14) 미국이 한국에 비용 분담을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
이로 인한 한･미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는 향후 한반도에 전개할
미군 전력의 변화양상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가운데, 제3차 상쇄전략을
한반도에 발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대북억제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의 적용을 자국에 대한 견제 및 압박으
로 받아들이는 주변국(특히 중국)의 거친 반응에 대해서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상대를 이해시키고 절충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국의 반응
이 지나치게 군사적으로 경도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최소억제
33km). Patrick M. Cronin, eds. “Breakthrough on the Peninsula,” p.4.
13) 지난 1월 한국 국방위 국회의원들이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리스(Harris)
태평양사령관이 美 최신 스텔스 구축함인 ‘줌왈트’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
다. 이것이 언론에 공개된 다음날인 2월 7일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어떤 조처가
중국 안보이익에 영향을 준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며 줌왈트 배치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
사를 표명했다(연합뉴스 2017년 2월 7일). 특히, 줌왈트에 장착될 제3차 상쇄전략의 핵심
기술전력이라 할 수 있는 레일건은 전자기 무기가 음속의 7~8배로 날아가는 최첨단 무기체
계이다. 따라서 줌왈트는 방어적 성격보다는 공세적 성격의 전략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줌왈트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서해해역에서의 대북 전략적 우위와 해양통제력을 더
욱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자산이 유사시 남중국해 개입을 위한 대중 견제
용 자산으로 중국의 눈에 비춰져 중국의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월간중앙 2017년 3월호).
14) 2011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에 걸맞지 않게 매우 적은 방위비용만을 분담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만큼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분담금 증액 압박은 불가피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대우. 2016.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세종연구소 정책브리핑
2016-34(12월 26일),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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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도 점진적으로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대북 억제력 강화 측면에서 제3차 상쇄전략과 연계한 한국적 적용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의 현실화에 대비한 3차 상쇄전
략의 한국적 적용방안도 살펴 볼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변국과의 마찰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은 북한 위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15)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2. 제3차 상쇄전략의 한국적 적용방안
위협의 크기 측면에서 당면한 위협 중 우리가 가장 감내하기 힘든 북한 위협은
북한 핵미사일이다. 그리고 위협의 빈도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빈번한 위협은 서해
해역에서의 적의 해상 도발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두 가지 북한 위협에 대해 제3차
상쇄전략과 연계한 첨단기술 개발, 작전개념 발전 위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하여 우선적인 능력 확보가 요구되는 것은 ‘탐지’
및 ‘식별’ 능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준비 여부에 대한 사전 탐지 및 식별이
가능해야 선제타격을 포함한 대응옵션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2020
년대 초까지 실전배치를 목표로 현재 정찰위성 5기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 위성을
이용하여 2시간 단위로 북한지역을 정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조선일보 2016년
9월 20일). 그러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액체연료보다
준비시간이 훨씬 짧은 고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최단 시간 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준비를 마칠 수 있어 위성에 의한 발사 전 탐지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위성정보와 병행하여 통신･인간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함께, 한･미 간 긴밀한 협조 및 상호운용성 강화가 요구된
다. 한편,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탑재 시에는 식별이 제한될 수
있다. 만약 다량의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 장착미사일이 여러 곳에 분산된 이동식발
사대(TEL)에 탑재된다면 더욱 식별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제3
차 상쇄전략 핵심기술 중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자율심화학습
시스템(Autonomous Deep Learning System)을 들 수 있다(Work 2015). 여기에는
15) 설령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소규모 국지분쟁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규모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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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능에 의해 사전에 학습된 기계가 대용량 데이터(핵탄두 탑재미사일의
발사 예상장소와 미사일 특성 등이 포함된 데이터 등)를 분석 후 신속하게 적의
공격에 대응하도록 하는 체계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북한 핵미사일 발사
예상장소, 미사일 제원 및 특성 등에 대한 데이터를 사전 축적하여 이를 자동 인식
및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 등을 개발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위협･공격에 대한 반응 속도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주어진 상황을 고려 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입 예정인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16)와 자체 개발 중인 중고도
무인기를 북한 종심지역으로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 핵미사일 공격 임박 징후가
명확히 식별될 경우 도입 예정인 F-35 스텔스 전투기를 과감하게 투입해서 핵미사
일이 발사되기 전에 타격해야 할 것이다.17) 현재 우리 군은 KAMD, Kill-Chain18)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방어체계의 개발뿐 아니라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를 자탄(子彈) 투하나 직접 충돌 방식으로 파괴하는 형태의 ‘체공형
스텔스 전술타격체계’ 개발과 관련한 초기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동아일보 2017년
1월 7일). 아직은 초기단계의 연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적 상쇄전략
으로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 개발 및 작전개념 발전
이 조기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방부, 합참, 각군 유관부서, 한국국방연구원
16) 우리군은 2018년과 2019년에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각각 2대씩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글로벌호크는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이용하여 20㎞
상공에서도 지표면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무인정찰기이다.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해럴드경제. 2017. “軍, 연내 김정은 암살단 창설…‘글로벌호크’ 정찰
비행단 2020년 창설” (2월 9일)
17) 만약 미군의 무인공격기인 프레데터(Predator)나 립퍼(Reaper)가 한반도에 배치되어 운용
이 가능하다면 최초 무인정찰기 투입 시 함께 투입하여 감시와 타격을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18)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과 한국군 자체의 능력을
창조적으로 조합하는 방안이 다차원적으로 강구되고 있으며, 그러한 대표적 방안이 2020년
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KAMD와 Kill-Chain이다. KAMD는 미사일 몸통 직격
파괴 방식인 패트리어트 전력(PAC-3)과 함께 THAAD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
대되는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을 조합하여 미사일 다
층 방어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Kill-Chain은 정찰위성, 통신위성 등을 통해
시한성 긴급표적(Time Sensitive Target)을 빨리 탐지하고 무인기･항공전력･해상전력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동원하여 사전에 이러한 표적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형욱･설인
효･김성걸･심형욱 외. 2016.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한국국방연구원.
pp.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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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민간업체 및 연구기관 등 유관기
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사용은 북한 김정은의 독단적 결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북한군의 대남 군사작전을 직접 결심하고 통제하는 김정은 개인
과 관련 지휘통제체제를 유사시 신속히 타격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력 확충
및 작전개념 발전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특수전부대에 의한 타격작전,19) 드론공격
작전, 그리고 공군의 정밀폭격과 같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특히, 이 중 드론공격
작전은 적 지역으로 침투한 아 특수부대가 보유한 자폭드론을 직접 조정하여 운용
하거나, 무인공격기를 이용한 타격작전을 말한다. 미국의 무인공격기인 프레데터는
450만불로 F-22 전투기 가격의 1/85 수준이며, 프레데터 개량형인 글레디에이터는
40만불로 최신 장갑차의 1/5 수준에 불과하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다
(피터 W싱어, 권영근 2011, p.166; KRIS 2016, p.369). 이밖에도 적 지휘통제체계
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자기펄스탄(EMP), 전자전공격 헬기(전파방해),
사이버공격 무기 등을 조기에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KRIS 2016, p.95). 이와
같은 미래형 무기체계 개발은 향후 한국적 상쇄전략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편, 이와 연계한 작전개념 구체화 측면에서 가칭 “적 중심 마비전”이라는
작전개념 발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적 중심’이란 전략적 측면에서는 김정
은을 포함한 북한 전쟁지도부이며, 작전적 측면에서는 북한군의 군단급 이상 지휘
소, 지휘통제시설 및 관련무기체계와 시설 등이 될 수 있다. 유사시 이와 같은
적 중심을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앞서 언급한 첨단무기체계의
개발과 연계한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제1, 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NLL 침범 등 북한의
빈번한 해상도발을 고려 시 서해해역에서의 북한 위협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반도의 화약고라 할 수 있는 서해해역은 작전환경 특성상 육군
에 의한 작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국의 ‘공해전투’ 작전개념을 한반도 상황에 맞게
끔 공군과 해군 위주의 ‘한국형 공해전투’ 개념으로 발전시켜 적용할 필요가 있다.
19) 적 지휘부 제거를 목표로 하는 특수전부대의 타격작전은 일명 ‘참수작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1년 5월 1일 오바마 대통령과 보좌진이 실시간 상황을 보고받는 가운데 파키스탄
의 아보타바드에서 빈라덴 참수작전이 미국의 특수부대인 데브그루 대원들에 의해 성공적
으로 실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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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는 공군의 전투기와 해군의 이지스 체계가 상호
링크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적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
시에는 해군이 SM-2 등 해군방공무기체계 운용을 통해 공군 전투기에 대한 대공방
어망을 제공하는 한편, 공군 전투기는 아 해군 함정에 위협을 주는 서해해역 상
북한 도서의 해안포 기지 등에 대한 공대지(Air-To-Surface) 타격을 통해 해군 함정
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유기적인 공해전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서해에서의 대북 억제력 강화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한 작전개념의 발전은
향후 한국적 상쇄전략의 주요 작전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유사시 북한지역 내 전략적 거점 확보가 요구될 경우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을 뒷받침하는 핵심 작전개념이라 할 수 있는 JAM-GC 개념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응용하여 적용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미연합작전을 기반으로 1차적으로 정보
전으로 적의 전장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2차적으로 첨단무기체계를 활용한 동시
다발적 정밀타격을 실시하여 적을 고립시킨 후, 마지막으로 상륙작전부대에 의해
적의 전략적 거점에 대한 강제진입작전을 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적이 우리의
서해 도서에 대한 기습 점령을 시도할 경우 이를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역공세 차원에서 인접한 적 도서에 대해 JAM-GC 개념을 적용한 공세적
거점 확보 작전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부대 및 병력감소(특히 육군)에 따른
대안으로 무인전투체계 개발도 서둘러야할 분야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 육군은
북한 지상군에 비해 병력 규모는 1/2~1/3로 수적으로 열세할 뿐만 아니라, 군 복무
기간도 1/5수준에 불과하다(KRIS 2016, p.369). 이러한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무인전투체계의 전력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아이언맨처럼
인간의 몸에 외골격(exoskeletons)을 착용함으로써 인간의 신체능력을 수 배~수십
배 이상 향상시키거나 지휘 역할을 하는 인간 전투원과 다수의 로봇(기계)이 하나의
전투임무조로 활동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Eliason 2016, p.11). 이는 미국에
서 추진 중인 제3차 핵심전략의 5가지 핵심기술 중 인간작전 보조(Assisted Human
Operations)와 인간-기계 전투팀(Human-Machine Combat Team)의 전형적인 예
이다. 또한, 미군 전사상자 증가에 따라 미국 국민의 종전여론이 급증했던 베트남전
및 이라크 안정화작전 등의 사례를 감안 시 이러한 무인전투체계의 전력화 및 실전
운용은 아군작전에 대한 국민지지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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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의 한국적 적용과 관련하여 첨단과학기술과 작
전개념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기술과 작전개념의 연계성 있는 발전은
관련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작전개념(군사전략
개념 포함) 발전은 합참, 각군본부, 해병대사령부의 전략 및 작전 유관부서가 주도
를 하되,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외부연구기관의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력소요 및 전력개발 등 기술적 분야(군사력 건설 분야)는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의 전력 유관부서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
질원 등 외부전문기관과의 분업과 협력을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적 상쇄전략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서는 민군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 자체의 국방운영혁신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역할은 국방부 예하 유관조직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들 조직 간 긴밀한 정보교류와 협업을 유도하여 기술과 작전
개념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의 역할이다. 이러한 컨트롤타워 조직은 미래 한국적 상쇄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방혁신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적절한
권한이 주어지고 독립성과 연속성이 보장된 상설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군 내･외부의 유능한 인재들을 이러한 컨트롤타워 조직에 충원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창의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문성과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20)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의 세부 추진동향을 ①조직, ②기술, ③작
전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한국적 적용방안에
20) 우리 군은 국방혁신의 일환이자 한국적 상쇄전략이라 할 수 있는 ‘창조국방’을 국방부 주도
로 추진해 왔다. 이것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지속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변화
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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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모색해 보았다.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은 첨단기술이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과 작전개념이 병행 발전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과거 미국이 월등한 재래식 전력을 구비하고도 아프간･이
라크 안정화작전에서 고전한 이유가 지나친 기술결정론적 시각에 사로 잡혀 나머지
제요소들을 병행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측면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美 국방부를 포함한 미군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제3차
상쇄전략을 발전시킴에 있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 요소들의 병행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
의 발전 및 변화양상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향 모색과 병행하여 발전적 적용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제3차 상쇄전략의 한국적 적용방안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서해해역에
서의 북한 위협을 예로 들어 한국형 ‘공해전투’ 및 ‘JAM-GC’ 작전개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한국적 JAM-GC 개념 발전과 관련해서는 적의
공세에 대해 방어와 동시에 역공세를 취함으로써 적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등 기존 방어에 입각한 고정관념을 깨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적의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Kill-Chain / KAMD 체계 구축 등 적의 단위무기체계에 대한 방어적 대응
노력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적 전쟁지도부와 지휘통제체계를 겨냥한 ‘적 중심
마비전’ 개념처럼 우리식의 공세적 역비대칭 작전개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전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창의적 노력과 성과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머지않아 대북억제력의 획기적인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적 상쇄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국방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안정적인 국내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해외자본의
국내유치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 추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활발한 민군기술협력을 통해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분야의 강국인 우리나라도 사물인터넷, 모바일,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관련한 민군기술협력을 통해 기회요인을 창출할
수 있다. 이처럼 미래지향적 국가안보가 가져다 줄 경제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때 한국적 상쇄전략 발전을 뒷받침할 국방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 지속적인 추진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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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을 ①조직, ②기술, ③작전개념으로 나누어 비
교적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3차 상쇄전략의 특정분야(특히 기술분야)에 대해
주로 초점을 맞춘 기존 보고서나 논문과 달리, 전체를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반도에 대한 3차 상쇄전략의 영향 전망과 한국적 적용방안을 고찰해 봄으로써
실제 정책･전략적 적용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을 ①조직, ②기술, ③작전개념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분석
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기술과 작전개념 위주로
고찰하고 조직과 관련한 의견 제시는 다소 개괄적인 수준에서 머무른 측면이 없지
않다.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경험 및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계 학자 및 전문가 그룹, 그리고 일반 독자들의 양해를 정중히 구하는 바이다.

투고일 : 2017.03.27.
심사완료일 : 2017.05.08.
게재일 : 2017.05.30.

62 국가전략 2017년 제23권 2호

참고문헌
권태영.
고 원.

1996. “군사혁신에
2010. “전쟁

대한 소고,” 주간국방기획 제649호.

1-18쪽.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군에의 시사점.” 국방정책연구 제90호

9-46쪽

서정해.

1995. “군사혁신에

이대우.

2016. “트럼프

대한 소고” 주간국방기획 제603호.

1-12쪽.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세종연구소 정책브리핑

2016-34.

14-17쪽.

이상국.

인공지능 기반 ‘평행군사체계’ 구축 움직임과 시사점,” 주간국
방논단 1621호. 1-11쪽.

이상현.

2007. “미국의

2016. “중국의

군사변환 전략

:

기원, 성과, 평가,” 국가전략 제13권 3호.

27-54쪽.

우평균.
유지용.

2016. “러시아의 국방개혁 : 성과와 시사점,”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논문. 1-24쪽.
2016. “중국군

60주년

개혁 및 군사 현대화 방향과 전망,” 주간국방논단

기념

1609호.

1-8쪽.

정길호.

2001. “美 Clinton

정철호.

2013. “미,

최우선.

2015. “미국의

행정부의 국방조직 분석.” 한국행정학회.

새로운 상쇄전략(Offset
제분석 겨울. 1-12쪽.

2016.

추계발표.

중 군사전략의 충돌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세종정책연구.

부형욱･설인효･김성걸･심형욱 외.
국국방연구원.
이춘근.

2001년

2016.

Strategy)과

미･중 관계,” 주요국제문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한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김앤 김 북스.

권태영, 정춘일, 최윤미. 2016. “동아시아 전략 상황의 주요 이슈와 평가.” 2016 동아
시아 전략평가. KRIS. 59-106쪽.
박원곤, 설인효. 2016. “미국 :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군사전략 평가와 신행정부 대외
전략 전망.” 2016 동아시아 전략평가. KRIS. 203-240쪽.
신범식, 이선우. 2016. “러시아 : 서방과의 대립 지속과 공세적 방어 지향 안보국방 정
책.” 2016 동아시아 전략평가. KRIS. 203-240쪽.
피터

W싱어,

권영근.

2011.

하이테크 전쟁. 지안출판사.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 63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 2016. 2016년 육군전투발전
의 전투발전 방향(11월 30일).
동아일보.

2017. “南에

연합뉴스.

2017. “국방예산

:

미래전 승리를 위한 육군

침투한 北 무인기 레이저무기로 요격한다”

(1월 7일).

대폭 늘린 ‘세계경찰’ 미국, 군비 증강에 초점”

(3월 16일).

연합뉴스. 2017. “中, 美의 스텔스구축함 ‘줌왈트’ 韓배치 언급에 “반대의사” 표명”
(2월 7일).
월간중앙 3월호.
(3월 2일).
조선일보.

2017. “미

2016. “북

태평양사령부 방문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이슈제기”

미사일도 제대로 못 보는 1조 짜리 軍 정찰위성사업”

중앙일보. 2017. “레이저포･근력증강 로봇･･･ 영화 속 무기들
14일).

10년

(9월 20일).

내 나온다”

해럴드경제. 2017. “軍, 연내 김정은 암살단 창설…‘글로벌호크’ 정찰비행단
창설” (2월 9일).

(1월

2020년

Balylis, John, James J. Wirtz, Colin S. Gray. 2016. Strategy in the Contemporary

김일수･김관옥･김진영･안병
억･허태희 역.국제정치와 전략 서울: 한티미디어.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Dombrowski,

Peter.

2015

“America’s

Third

offset

Strategy:

New

Military

Technologies and Implications for the Asia Pacific.” RSIS Policy Report.
Gross, George M. 2016. “The New Generation of Operational Concepts,” Small

Wars Journal.
Hammes, T.X. 2012. “Offshore Control is the Answer.” Proceeding Magazine, Vol.
138, No. 2.
Eliason, William T. 2017. “An Interview with Robert O. Work.,” JFQ, Issue 84,
1th Quarter. pp.6-11.
Hutchens,Michael E., William D. Dries, Jason C. Perdew, Vincent D. Bryant, and
Kerry E. Moores. 2017.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A New Joint Operational Concept.” JFQ, Issue 84, 1th
Quarter. pp.134-139.
Norwood,

Paul

and

Benjamin

Jensen.

2016.

“Wargaming

the

Third

Offset

Strategy.” JFQ, Issue 83, 4th quarter. pp.34-39.
Brent D. Sadler. 2016. “Fast Followers, Learning Machines, and the Third Offset
Strategy.” JFQ, Issue 83, 4th Quarter. pp.13-18.

64 국가전략 2017년 제23권 2호

Walton, Timothy A. 2016. “Securing the Third Offset Strategy: Priority for the
Next Secretary of Defense.” JFQ, Issue 82, 3rd Quarter. pp.6-15.
Biddle, Stephen. 2004. Military Power: Explaining Victory and Defeat in Modern

Battl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Bitzinger, Richard. 2016. Third Offset Strategy and Chinese A2/AD Capabilities.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Cronin, Patrick M., eds. 2016. Breakthrough on the Peninsula: Third Offset Strategies

and the Future Defense of Korea . Center for a New American Century.
Friedberg, Aaron. 2014. Beyond Air-Sea Battle: The Debate Over US Military Strategy

in Asi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London: Routledge.
Legge, J. Michael. 1983. Theater Nuclear Weapons and the NATO Strategy of

Flexible Response. RAND.
Lykke, Arthur F., Jr. 1982. “Toward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Martinage, Robert. 2014. Toward a New Offset Strategy.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Mazarr, Michael J. 1993. The Military Revolution. CSIS.
Mearsheimer, John J. 1985. Conventional Deterre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Rice, Condoleezza. 2011. No Higher Honor : A Memoir of My Years in Washington.
New York, NY: Broadway.
Skinner, Douglas W. 1988. Air-Land Battle Doctrine. Center for Naval Analysis.
Stephens, Alan and Nicola Baker. 2006. “How to Win: The Nature of Strategy.”

Making Sense of War: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lch, Thomas J. 1995. Some Perspectives on the RMA. OSD. Net Assessment.
Davenport, Christian. 2016. “Robots, swarming drones and ‘Iron Man’: Welcome
to the new arms race.” The Washington Post (June 7)
Metha, Aaron. 2016. “Strategic Capabilities Office Preparing for New Programs,
Next Administration.” Defense News (Sept 9).
Carter, Ashton. “Keynote Address : The Path to the Innovation Future of Defense.”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 65

Assessing the Third Offset Strategy: Progress and Prospects for Defense
Innovation, CSIS (Oct. 28, 2016) <http://www.defense.gov/News/Speeches/
Speech-View/Article/990315/remarks-on-the-path-to-an-innovative-future-for
-defense> (검색일: 2016년 12월 10일).
Holmes, James. 2015. “Redefining AirSea Battle: JAM-GC, China and the Quest
for Clarity,” The National Interest (Nov. 22) <http://nationalinterest.org/
print/feature/the-ghosts-airsea-battle-jam-gc-china-the-quest-clarity14418?page=show> (검색일: 2017년 1월 11일).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2017. The White House. “Presidential Memorandum
on Rebuilding the U.S. Armed Forces” (January 27) <https://www. whitehouse.
gov/the-press-office/2017/01/27/presidential-memorandum-rebuilding-us-arme
d-forces> (검색일: 2017년 2월 5일).
Pomerleau, Mark. 2017. “The Fate of the Third Offset Under the President Trump”
(January 18) <http://www.c4isrnet.com/articles/the-fate-of-the-third-offsetunder-president-trump> (검색일 : 2017년 5월 9일).
Work, Bob. 2015. Keynote Speech at CNAS Defense Forum (Dec. 14) <http://
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View/634214/cnas-defenseforum> (검색일: 2017년 1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