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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은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안보환경에 직면했다. 이는 소련이라
는 특정 적대국의 위협(threat)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전요인(challenge)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확대된 안보개념을 받아들여야 했으며, 미국군도 전통적인 군사영역을 넘어서 새로운 분야와 역
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미국은 러시아, 중국과 같은 전통적인 경쟁국들과의
군사충돌에 대비할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에도 대응해야 한
다. 대량살상무기, 난민과 국제범죄, 테러 및 사이버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
에, 경제활성화와 공정한 무역을 통한 경제적 번영,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고가치 핵심기술의 보
호, 에너지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국제적 안
보공약을 지키고 안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전세계 80여 개국에 750여 개의 군사
기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17만 3천여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Aljazeera, 2021/9/10). 또한
동맹 및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더불어 동맹관계, 국제원조, 국제기구 등을 통한 영향력의 확대로 미국에 유리한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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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세력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전략은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경쟁국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통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함과 동시에 우방국들에게 보증공약을 제공할 수 있
었다. 그러나 미국의 우위가 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위협받게 되면서 미국의 영향력, 지구
적 차원의 전력투사와 “항행의 자유(freedom to navigate)”, 공약의 신뢰성과 개입의 자율성도
위협받게 되었다. 미국군도 기술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을 보유하
고 있었으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경쟁국들이 정밀타격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 네트워크 등에
서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혀가면서 군사적 우위도 위협받게 된 것이다.
특히 기술의 지구적 확산은 새로운 기술의 “이중용도” 사용을 촉진했는데, 군사 및 민간기
술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쉽게 전환된다. 특히 테러리스트는 다용도의 작고, 값싸고, 흔한 상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상업적 목적을 가진 민간기술의
발전 역시 미국의 기술우위를 위협하고 있다, 과거에는 행정부가 특정 방산계약자들과의 제한된
협력을 통해 군사기술을 발전시켰다면, 이제는 군사-민간영역을 넘나들면서 활용되고 있다. 인
터넷, 레이더, GPS와 같은 기술들은 더이상 군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 때문에 쉽게 적대국에 전
달되고 미국의 기술우위를 잠식하고 있다.
기술의 확산은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국의 우위를 잠식하고 있다. 중국의 부
상에 따른 힘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으며, 사이버 및 우주와 같은 새로운 전략공간의 창출, 국
가별 인구학적 특성 등으로 인해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던 미국과의 격차가 더욱 축소되고 있
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상쇄전략(offset strategy)”를 내놓았다.
미국의 기술우위 상실을 차단하고, 적대세력의 양적우위를 상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억제를 달
성하는 것이 상쇄전략의 핵심 목표이다.
미국은 이미 두 차례 상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기술우위를 유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소련의 재래식 전력과 공세성을 핵무기로 상쇄하는 “New Look”으로 대표되는 제1
차 상쇄전략,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스텔스 전투기, ISR와 같은 기술에 투자를 집중했던 제2차
상쇄전략이 그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상쇄전략은 2014년 당시 헤이글(Chuck Hagel) 국
방장관이 “국방혁신구상(the Defense Innovation Initiative)”과 함께 제기한 것으로,(Chuck
Hagel 2014) 기술혁신과 작전개념·교리의 발전을 큰 축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는 로봇, 자율
화 체계, 소형화, 빅데이터 분석, 3D 프린팅과 같이 실제 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최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개념 및 접근법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쇄전략은 기술, 무기체계, 정책 등을 가지고 적대국의 강점에 대응하는 것으로,
물질적 역량을 수단으로 적의 강점에 일대일로 대응하기보다는 질적 측면과 영향력으로 상대의
양적우위를 상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연구는 미국이 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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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우위와 비용부과의 개념을 제시하고, 사례로서 세 차례 상쇄전략을 분석한다. 많은 부분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상쇄전략에 초점을 둠으로써 향후 미국의 국방혁신의 방향을 전망해본다.

Ⅱ. 미국의 경쟁전략
1. 미국 국방전략의 특징
미국 국방전략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위협인식”에 대해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인식하게 된 미국에게 있어 “적
대적인 위협”의 부상을 억제하는 것이 안보를 위한 핵심적인 과업이었다. 또 이념과 체제를 달리
하는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의 존재는 이른바 “냉전”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경쟁을 유발하였다(이
근욱 2012). 이에 따라 미국 국방전략 기획의 첫 단계로서 “위협평가”는 미국만의 특수성을 잘
드러낸다. 미국의 위협평가는 강대국 중심, 장기경쟁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위협평가는 철저히 강대국 위주로 이루어졌다. 1947년 서유
럽 경제의 붕괴, 1950년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전쟁,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1990년 이라
크의 쿠웨이트 침공, 2001년 9.11 테러와 같은 위기는 있었으나, 미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지
는 못했으며 주변적인 위협에 그쳤다. 결국 강대국 위주의 위협평가는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의
지보다는 평시 물리적 능력에 기반하여 경쟁을 전제하였고 있었다.
이같은 강대국 중심의 위협인식은 다시 장기 경쟁중심의 위협평가로 이어졌다. 경쟁전략은
반드시 적대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며, 물리적 충돌보다는 지속적인 경쟁에서의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투쟁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사력 충돌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상대방의 국력과 군사력에 주목
하고, 피아 간의 능력 비교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당연히 피아 간
의 포괄적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경쟁전략은 직접적인 상태를 격퇴하기
보다는 억제하거나 강제하는데 초점을 두지만, 극심한 불확실성과 확전의 가능성, 성패판단의 어
려움 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Thomas Mahnken 2014, 6).
자연스럽게 미국 국방전략의 두 번째 특징은 “장기적 경쟁전략”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국
방전략은 군사적 충돌을 기준으로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배격하며 경쟁상
태를 일반적인 상태로 분석한다. 따라서 대규모 전쟁을 억제함과 동시에, 미국이 경쟁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을 확보하고, 반대로 상대방의 기술적, 전략적 강점을 퇴화시키고 추
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김태현 2020, 38-44). 반대로 때로는 과도한
비용이 필요하거나 낮은 생산성과 효율성 때문에 비난받기도 한다(Bradford Lee 2012, 32-43).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은 이같은 미국
중심적 세력균형 달성을 위한 구체화된 군사력 운용을 담고 있다. 미 국방부는 “미국 군사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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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우위를 분명히 확보”하는 것을 국방목표로 제시하였고,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상대로 명시
하였다(US DoD 2018). 경쟁국과의 총괄적인 역량 비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군사기
술요소에 의한 시스템 평가이다. 2018 NDS도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인 투자’로를 통해 ‘효과적이
며, 효율적이고, 성능개선을 위해 첨단기술 접목이 용이한 형태의 합동군 건설’을 목표로 명시하
였다. 또한 미국이 우세한 영역에서 상대국을 압도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며, 필
요시에는 경쟁적 우위를 과시하여 경쟁국, 우방국 등의 협력을 유도하는 ‘장기적이며, 전략적 경
쟁 접근법(Long-term and Strategic Competition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위협인식과 대응전략은 철저히 “고전지정학”의 영역에 있으며, 패
권국가로서의 영향력과 주도권을 유지하고 도전국가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국
제체제적 접근으로서의 고전지정학2.0, 국제협력 및 제도화를 추구하는 비지정학, 인식론적 접근
으로서의 비판지정학, 비영토적인 흐름을 탐구하는 탈지정학의 요소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고전
지정학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된 공간으로서 이해된다.
미국 국방사는 국방전략 기획과 실행의 성공과 실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소련의 붕괴를
통해 장기간의 평화와 경쟁국 패퇴를 동시에 달성하기도 했지만, 이후 지역 강대국들의 부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지역 분쟁에 함몰되어 강대국 경쟁관계에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미국은 국방전략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교훈
을 얻고 새로운 국방전략을 수립하는 역동적인 환류과정을 이행해왔다. 이러한 실패와 혁신의 과
정을 통해서 장기경쟁에서의 우세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핵우위가 소련의 모든 공격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나,
1960년대 이르러 소련이 미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게 되면서 핵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상
호공멸을 의미하게 되었다. 결국 핵무기의 개발은 미소 양측의 긴박한 경쟁 속에서도 전쟁을 억
제하는 원인이 되었고 핵전쟁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결국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인 핵무
기는 배제된 채 재래식 영역에서 기존 위협이 지속되었다. 냉전기 강대국 간의 핵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나 미국 역시 한반도에서, 베트남에서 재래식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비교적 최근의 작전교리와 관련된 실패의 교훈도 있다. 재래식 군사기술
을 통한 승리 공식에 대한 신념을 강화시켜 효과중심작전(Effective Based Operation, EBO)을
합동작전 교리로 채택하게 되었지만,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전쟁에서 안정화 작전이 실패로 돌
아가고, 2차 레바논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정치영역과 군사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전
쟁양상이 부각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Kober 2011, 16-38). 미국은 장기 전략경쟁에서 우
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방혁신을 지속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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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우위와 비용부과
위에서 살펴본 미국의 국방전략의 특징은 결국 기술혁신을 통해서 우위를 달성함으로써 전
쟁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적 격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
로, 연구개발(R&D)를 통해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현재 보유한 군사력의 최
적화 운용을 통해 주요 지역에 효율적·효과적으로 순환배치하며, 동맹국 및 우방국에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 첨단무기를 비롯한 무기체계를 판매 또는 공동연구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철저히 위협기반 전략기획이며, 기술혁신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국제협력과 동맹을 주요
수단으로 한다.
미국 국방혁신의 첫 번째 특징은 “기술혁신을 통한 우위의 달성”에 있다. 미국은 외교, 군
사, 정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가용자산이 있으나, 특히 과학기술의 우
수성을 바탕으로 한 군사기술의 우위를 유지해왔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군사적 우위는 군사기술 혁신에 의한 상대적 우세 달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냉전
기부터 미국은 유럽 전역과 아시아 전역으로 구분하여 우위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물론 이같
은 군사기술의 우위는 기술 자체만으로 달성되지 않으며, 전략의 혁신, 즉 조직과 교리의 변혁을
통해 완성된다.
먼저, 유럽 전역에서 소련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양적 열세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NATO와 같은 동맹체제, 유연반응전략 및 공지전투와 같은 전략개념의 제시도 있었지만,
동맹국 영토 내의 대규모 군사기지와 강력한 군사력을 현시함으로써 우위를 달성했다. 최신 핵미
사일 및 미사일방어 체계의 배치는 양적 우위를 갖고 있었던 소련의 계산법을 복잡하게 만들었
다. 다음으로 아태지역에서는 태평양전쟁 이후 미국이 질량적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술혁신의 요소가 결정적이지 않았지만,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따라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의 현시가 중국의 공세적 군사태세에 대응하고 억제하는 중요한 과업이 되었다. 특
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군사기술을 탈취함으로써 기술요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국방혁신의 두 번째 특징은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한 비용부과”에 있다. 미국은 장기
경쟁관계에서 적극적인 소진전략(exhaustion strategy)을 통해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과해왔다.
상대의 의지를 소진하는 무형의 비용을 부과하기도 했지만, 무기･예산･물자 등 적대적 행위에
필요한 유형적, 물질적 비용 부과를 적극적으로 강요해왔다(Randall Bowdish 2013, 247). 일반
적으로 소진전략은 전시에 적의 수도나 보급선은 공격함으로써 전쟁지속 능력과 의지에 손실을
입히는 것만을 의미했으나(Lawrence M. Smith 2014), 평시부터 군사대비태세의 지속이나 불필
요한 비용의 지출을 강요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사용되어 왔다. 브레튼우즈 체제에 기반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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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경제력은 평시 경쟁관계에서 비용부과를 강요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1950년 “NSC-68”은 비용부과를 통한 소련 봉쇄를 명시하였는데, 소련의 영향력과 국력
을 감소시켜 평화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며, 소련과 위성국가들과의 분열을 유발하고, 소련 내
부 지도층의 균열을 유도하고, 소련의 영향력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이 미국에 우호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COCOM)”을 통한 기
술수출의 금지, NATO의 물리적 봉쇄, 대리전과 군비경쟁을 통한 군사자원의 소모를 강요한 바
있다(박민형, 김강윤 2018, 108-111). 물론 비용부과는 미국 자신에게도 똑같은 비용을 요구하
며, 반대로 상대가 미국의 취약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야기한다(Thomas
Mahnken 2014, 5). 결국 정책결정자는 한정된 국가재원을 국방에 투입해야 하는 트레이드오프
(trade-off)와 양측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 장기경쟁의 시간 요소에 대한 명
확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처럼 기술우위와 비용부과를 바탕으로 경쟁관계에서 우세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몇 가지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상대방에게 우세를 강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통이 요
구되었다(Thomas Mahnken 2020). 다음으로는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기술우위와 비용부과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국방비를 필요로 했다. 또한 수용성의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
써 나타나는 군과 국방부 내부의 조직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고, 기술결정론에 대한 내외부의 반
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같은 제약요인을 극복하는 과정은 국방혁신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
차례의 상쇄전략은 국방혁신 자체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Ⅲ. 3차례 상쇄전략을 통한 우세 달성
1. 1차 상쇄전략 : 무제한 핵군비경쟁
(1) 장기경쟁의 시작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소련이라는 강력한 적을 만났다. 이른바 “봉쇄전략”이
정책 서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소련과의 이념과 국력 경쟁이 공식화되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1953년 6월 “Solarium Project”를 시작했다. 제시된 세 가지 대안에 대해 Team A, B,
C가 각각 보고서를 작성했다(National Archive). 여기서 조지 케난(George Kennan)이 이끄는 A
팀의 봉쇄전략이 채택되었으며, 일부 수정을 거쳐 소련과의 장기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다만 봉쇄전략이 물리적 격리나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았는데, 공산진영의 국력과 영향력을
잠식하기 위한 비밀공작, 정치·심리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낮은 단계의 분
쟁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였으며, 지역 단위의 비구조적 위협이 강대국간의 전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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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 되었다(Schnabel and Watson 1998, 207).
미국은 소련이라는 새로운 적과 함께, 국방비 절감과 경제회복에 대한 국내의 요구에 직면
했다.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젠하워 행정부
는 급격한 국방예산의 삭감을 압박받았다. 아이젠하워는 평시 국방예산이 비효율적이며 낭비라
고 생각했다(Elliot Converse 2012, 393) 스스로 군인 출신이었지만 평시에 군비를 증강하는 것
은 미국 시민의 일상을 희생하는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으며, “American way of life”를 회복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이었다.
아이젠하워는 소련과의 경쟁체제 속에서 경제력 역시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했다. 강력
한 외교정책은 굳건한 경제력에 기반하며, 군사력은 국력의 한 요소일 뿐이라고 믿었다. 또한 세
계대전을 겪으며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던 “국방-산업 복합체(defense-industrial
complex)”와 국가주도의 국방경제는 국방예산의 증액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을 가져온다고 보았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혁신을 요구했다. 아이젠하워는 핵무기에 의존한다
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데 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는 새
로운 정책으로 나타났다.

(2) 핵무기 기술경쟁과 군구조의 변화
1950년대 초반 핵개발에 박차를 가한 미국은 열핵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다양한 미사일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소련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확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뉴룩정책”은 아이
젠하워(Eisenhower) 대통령과 행정부 정책결정자들의 경험과 사건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었다.
1952년 10메가톤의 열핵폭탄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새로운 핵시대를 열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
키에 투하된 핵폭탄이 15-20킬로톤의 위력이었음을 고려하면 메가톤의 열핵폭탄은 가공할 파괴
력을 제공하였으며, 상대보다 작고 가벼운 수단을 가지고 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 제트엔진의 개발은 다양한 투발수단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면서 뉴룩정책의 기반
을 제공했다. 이른바 “미사일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뉴룩정책은 투발수단으로서의 전략공군
자산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송신기(transmitter)와 유도(homing) 기술이 발달하면서 핵공격의 정
확도를 더욱 높였다. 미국은 전략적 타격뿐만 아니라 전술적 수준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
는 융통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다만 핵무기 의존은 재래식 열세에 직면한 미국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소
련과의 불확실한 재래식 전쟁에 의존하지 않고, 직관적인 억제력을 가진 핵무기에 의존하고 핵전
쟁에 대한 두려움을 강요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이다(Strachan 2018, 153). 또한 핵무기의 확실한
효과를 ‘전제’함으로써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쟁을 회피했다는 평가도 있다(Gray 1994,

7/26

601-61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후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핵무기에 의존한 뉴룩정책
의 채택은 국방혁신의 일환일 뿐 아니라 미국의 대전략을 전환하는 것이었다.
결국 미국은 1950년대 국방예산을 축소하고, 소련의 재래식 우위를 상쇄하고 필요시에는
소련을 격퇴하려는 목적에서 핵무기에 의존하는 “뉴룩(New Look)” 정책을 제시하였다(FRUS
1952-54, 577-597). 뉴룩은 미국군을 핵전력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였으며, 공군전력에
의한 전략적 억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2차 대전 이후 병력의 열세와 군비절감에 대한 압박을 해
소해야 했고, 특히 유럽 전역에서의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재원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핵무기와 우세한 공군력을 활용하여 예산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
이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은 소련의 침략에 대비하여 압도적인 핵능력을 통한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전략을 제시하였다(John F. Dulles 1954).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의 사용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지만,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고려할 때 억제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소련이 미국보
다 수소폭탄을 먼저 개발했고,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핵전력이 크게 증강되었지
만, 여전히 투발수단이 미약했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 위협을 가할 수 없다고 보고 핵무기로 우세
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결과이다(FRUS 1952-54, 1056-91).
뉴룩정책은 당연히 군에도 다양한 영향을 주었다. 뉴룩정책은 육·해·공군의 예산, 전력
구조, 교리상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핵무기 투발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공군의 성장 속에서
육군과 해군 역시 혁신을 통해 핵시대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뉴룩정책은 공군의 절대
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1954-1960년 공군의 예산은 전체 국방비의 46.5%를 차지했다(Phillip
Meilinger 2012, 299). 전투기 대수와 미사일의 증강이 증액을 이끌었는데, 전략공군사령부
(SAC)의 항공기는 1,830대에서 2,992대로 증편되었고, 1959년에는 일시적이지만 3,207대의 항
공기를 보유하기도 했다(Hopkins and Goldberg 1976, 33, 81).
다음으로 육군의 변화를 살펴보면, 뉴룩정책이 기대한 바와 같이 병력 수는 크게 절감되었
다. 1954년 330만명에서 1960년 250만명으로 줄었디. 육군을 기준으로 한국전쟁 당시 20개 현
역사단은 1956년 12개로 줄었는데, 핵전쟁에 대비하고,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Pentomic
사단”으로 재편하는 변화를 추구했다. 해군의 경우에는 1954년 도입한 Forrestal급 항모가 새로
운 항공기를 탑재하고, 새로운 핵억제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큰 폭의 예산삭감은 피
할 수 있었다. 또한 수상함에서의 순항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핵탄두를 탑재
할 수 있었으며, 원자력 추진 항모인 Enterprise호와 잠수함이 도입되면서 예산을 지킬 수 있었
던 것으로 평가된다.
뉴룩정책은 “스푸트니크 쇼크”로 불리는 소련의 기술진보를 만나면서 가장 큰 난관을 만났
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 I호를 쏘아 올려 미국을 경악시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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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소련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소련의 공
격에 취약해졌음을 의미한다. 미국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으나, 1957년 6월 공군
이 실험한 Atlas 미사일은 발사 1분 만에 폭발했고, 1958년 11월에야 5,500nm의 거리를 성공
적으로 발사했디(McGeorge Bundy 1988, 325-328).
스푸트니크 쇼크는 새로운 국방혁신을 요구했다. “핵시대의 억제와 생존(Deterrence and
Survival in the Nuclear Age)” 제하의 일명 “게이더 보고서(Gaither Report)”는 공격 및 방어를
위한 핵태세를 점검하고 민간인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태세를 요구했다. 소련이
1959년까지 핵탄두를 탑재한 ICBM 공격능력을 완비할 것으로 보고, 향후 5년간 공격능력에
190억 달러, 능동 및 수동방어능력에 250억 달러를 포함해 총 44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요구
했다(FRUS 1955-57, 638-653).
스푸트니크 쇼크의 결과로, 1957년 이후 이른바 “뉴 뉴룩(New New-Look)”의 시기를 맞
았다. 정보 당국은 소련의 위협이 그리 크지 않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여론의 압력
을 이길 수 없었고, 군은 게이더 보고서가 요구한 일부를 실행에 옮겨야 했다(Erik Beukel,
1989, 9-11). 각 군의 요구에 맞춰 탄도미사일을 공군이, 해군은 Polaris 체계를, 육군은
Nike-Zeus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게 되었다(Bundy, 328).

(3) 핵군비경쟁을 통한 비용부과
미국이 먼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예견된 것이었지만, 미국이 먼저 나아가면 소련이
그 뒤를 따르는 식의 군비경쟁이 이어졌다. 스푸트니크 쇼크는 핵능력의 실질적 역전현상이라기
보다는 소련에 대한 미국의 경각심을 일깨워 오히려 비대칭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양국
은 핵탄두, 미사일, 인공위성 등의 군비경쟁을 이어갔는데, 이를 경제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미국은 상당한 국방예산을 투입하였다. 이에 비해 소련은 냉전기간 내내 GDP의 20% 정도를 국
방비에 사용하면서 국가자원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고, 핵군비경쟁 초기였던 1940년대 말에는
GDP의 60%에 달하기도 했다(nintil.com 2016/5/31).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었던 소련은
경기침체에 더해, 막대한 국방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핵군비경쟁은 결과적으로 소련의 자원을 심각하게 잠식했지만, 미국은 1차
상쇄전략으로서의 뉴룩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기술우위의 달성은
어려우며, 기술격차는 쉽게 좁혀질 수 있다. 다음으로 상대의 의도를 고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일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것은 위험하며 균형된 접근이 필요하다.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의 과다지출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각군간 경쟁이 항상 건전한 것
은 아니며 군사전략의 왜곡을 낳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뉴룩정책은 동맹국들을 확장억제로 묶어
둠으로써 비확산에 기여했으나, 저강도 분쟁에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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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상쇄전략 : 기술과 전략의 연계
(1) 핵과 재래식 무기의 연계
베를린 사태, 쿠바미사일 위기 등을 겪었지만, 1960년대 미국의 관심은 베트남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973년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한 이후 중부유럽에서의 소련의 팽창으로 관
심이 옮겨갔는데,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소련의 위협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미국
의 위협인식에 대해서는 “1973회계연도 국방부 보고서”를 통해 잘 알 수 있는데(US DoD
1972), 소련의 다방면의 위협에 대해서 재인식하게 된 것이다.
먼저 질량적으로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 핵전력은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소
련에 역전을 허용했다. 새로운 100여 개의 ICBM silo, 모스크바 주변의 새로운 대탄도탄 미사일
(ABM) 등이 있었다. 1966년과 비교하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인데, ICBM은 400기에서
1,600기로, SLBM 발사대는 200대에서 500대로 증강되면서 미국을 추격하거나 역전했다. 그리
고 1978년에 이르면 소련의 핵탄두는 25,393개로 처음으로 미국을 앞서게 된다(Rebecca
Grant 2016).
다음으로 핵전력의 양적 증강 뿐만 아니라 질적 증강 역시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
다. 소련이 개발하고 있던 다탄두각개돌입체(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s, MIRV)는 미국의 취약성을 높이면서 핵우위를 잠식했다. 또한 8-10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SS-19를 개발했으며, 이동식 ICBM 발사대, SLBM에 MIRV 탑재, 새로운 장거리 폭격기
등을 동시에 개발하면서 핵3축 체계를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래식 전력의 증강 역시 우려되었다. 베트남전 이후 병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
었던 미국과 달리 소련은 160-170개 사단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고, 동독,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에 31개 사단을 배치하고 있었다. 또한 T-64, T-72와 같은 신형전차를 개발하면서 중부유럽
지역에 대한 재래식 침략을 우려하게 되었다.

(2) 첨단기술의 발전과 군사혁신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한 국방혁신의 필요성을 절감
하게 된다. 2차 상쇄전략의 기초는 카터 행정부에서 놓았는데,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신봉자였던
브라운(Harold Brown) 국방장관이 최초로 “상쇄(offset)” 용어를 발전시켰다. 1982년 예산안과
관련한 연례 의회보고서에서 무려 15번이나 상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James Hasik 2018, 15).
실제로 그는 적의 방공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스텔스 기술 개발에 앞장섰고, 기존 탄도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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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대체하는 최신 MX 미사일 개발에도 힘썼다.
2차 상쇄전략의 핵심은 DARPA의 전신인 고등연구계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 의해서 1973년부터 추진된 장기연구계발기획프로그램(Long Range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ning Program, LRRDPP)에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 전장의 새로운 조성
(reshaping the battlefield of the future)”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The Wall
Street Journal 2014/12/3). 또한 브라운 장관은 국방부 내에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획득 프로세
스의 간명화에도 신경을 썼는데, 이는 국방부 내에 기술관료들이 힘을 얻고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정책 수립의 풍토를 만들어냈다.
2차 상쇄전략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데, 재래식 전력의 중요성 인식, 기술의 도약적 발
전, 교리와 조직의 변화 등이다. 첫째, 재래식 전력의 중요성 인식이다. 지정학적으로도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 재래식 개입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당시 독일에서 대치하고 있
었지만, 베트남, 중동, 니카라과 등에서도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1979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그러나 뉴룩정책 이후 핵무기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 미국은 베트남
에서와 같이 단계적으로 비화(escalation)되는 양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
다. 핵공격을 위해 만들어진 F-105와 같은 전투기를 손실했는데, 이는 재래식 폭격, 근접전
(dogfighting), 근접항공지원(CAS)와 같은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소 간의 직접 충돌은 자제되었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대리전이 치러졌으며, 특히
무기체계의 우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973년 욤키푸르(Yom Kippur) 전쟁에서는
전차에 의한 기동전이 치러졌는데, 대전차무기에 취약성을 보였다. 미 육군의 “Big Five”라고 할
수 있는 M1 전차, M2 장갑차, 아파치, 블랙호크 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은 재래식 전력의
성능개량에 대한 명분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는 도약적 기술의 발전이다. 2차 상쇄전략은 다수의 행정부를 거치면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명확한 주창자가 없었다. 브라운 장관에 의해서 처음으로 “상쇄전략”이라는 용어
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3차 상쇄전략을 제시하는 최근에서야 사후적으로 1970년대와 80년대를
2차 상쇄전략의 시대라고 명명한 것에 불과하다(Robert Martinage 2014, 13-18). 헤이글 장관
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2차 상쇄전략의 핵심은 정밀유도무기, 장거리/스텔스 전투기, 방호력을
갖춘 전술통신망, GPS, 정찰인공위성, 전술적 정보분배체계, 위상배열 레이더, 조기경보통제기,
무인 고공정찰기 등의 ISR자산 등의 기술의 개발에 있었다.
1차 상쇄전략이 핵무기에 기반한 대량보복억제에 목표가 있었다면, 2차 상쇄전략은 미국의
신흥기술 기반을 활용한 재래식 무기의 발전에 목표가 있었다. 이를 통해 전장인식에서의 우세,
수평적, 수직적 도달범위 확대, 정확성 확보를 통한 부수적 피해와 아군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었다. 우수한 기갑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련에 대해 우위를 장담할 수 없었던 미국은
기술적으로 정밀도 향상을 추구한 것인데, 기술 뿐만 아니라 조직, 훈련의 종합적 변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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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에서의 마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세 번째 특징은 교리와 조직의 변화에 있었다. 2차 상쇄전략은 명확히 “기술중심
(technology centric)”이었지만 전략과 교리, 조직, 교육훈련의 발전에서도 변화요인을 찾을 수
있다. 먼저 1973년에 창설된 육군 교육사령부(TRADOC)은 전쟁수행 개념과 훈련체계를 정립하
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능동방위(Active Defense)”, “공지전투(Air-Land Battle)”와 같은
개념을 발전시켰고, 국가훈련센터(NTC)를 창설하여 마일즈 장비에 의한 과학화 훈련, 워게임 및
시뮬레이션의 방법을 발전시켰다. 베트남 전쟁에서 비전통적인 적과 교전을 치른 이후, 소련의
위협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강대국 경쟁전략으로 회귀하게 되었디. 공지전투 교리는 유럽 전역에
서 소련의 침략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합동작전의 개념이었음다. 마지막으로 1973년 미군은
“총체전력정책(Total Force Policy, TFP)”를 도입하면서 정규군의 대규모 감축과 예비군의 정예
화를 꾀했다(Doublers and Renfroe 2003, 42-47). 닉슨 행정부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
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국방예산의 제한, 병력수급의 어려움, 전투력의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예
비군을 정예화하고 상비군과의 전력배합을 추구했다.

(3) 군사적 효과성에 대한 비용 부과
2차 상쇄전략은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군사기술이 적용된 사례이다. 미소 간 장기간의
군비경쟁은 군사기술 측면에서도 지속되었는데,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져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첨단기술과 운용교리의 발전을 통해서 상대적인 우세를 회복하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2차 상쇄
전략은 “카터 행정부에서 시작하였고, 레이건 행정부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한층 더
발전하였고, 부시 행정부에서 완성”되었다. 걸프전에서 보여준 미국 군사기술의 진보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단일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등장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2차 상쇄전략은 단기간의 혁신이라기 보다는 점진적 발전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며,
기술과 교리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의 사례로서 이해된다. 즉 공지전투는 기술, 훈련에 의해서 완
성될 수 있었으며, 기술은 교리없이 독립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보면 1차 상쇄전
략처럼 핵무기의 무한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의 군사적 효과성을 공략하면서 비용을 부과한 전략
으로 볼 수 있다(Thomas Mahnken, 10). 기술과 물량의 경쟁을 하면서도 상대의 노력이 효과성
을 갖지 못하도록 상대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발전을 추구했다. 결국 소련은 미국
과 군비경쟁을 하면 할수록 취약성이 커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2차 상쇄전략이 국방예산을 절감해야 했던 현실을 모두 해결하지는 못했다. 1970년
대 중반의 원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외부적 요인이 되었다. 또한 모병제의 전격 시행을 통
해 실질적인 예산절감의 효과는 달성하지 못했는데 임금과 복지를 기반으로 모병할 수밖에 없는
모병제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2차 상쇄전략이 소련에 대한 미국의 우세를 유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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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소련의 붕괴를 촉진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하기는 어렵다. 소련 붕괴 이후 30년 가까이
단극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 군사기술이 우세한 것인지, 상대가 달라져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인지를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군사교리적으로도 2차 상쇄전략의 성패에 대한 논쟁이 있다. 공지전투를 통한 기동의 효과
성을 제고하고 기술을 통해 마찰을 축소시키기는 했지만, 결정적 전투없이 군사작전의 성공을 보
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기술개발의 성과는 1991년 걸프전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라크군에 대한 공격의 성과는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Woods et al. 2006, 126-130). 다만 2차 상쇄전략을 통한 소련과의 군비경쟁은 기
술적 우위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한 기술이전을 통해서 지전략적 우세 달성과 영향력의 확
대, 비용부과의 역할분담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소진전략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3. 3차 상쇄전략 : 역동적 민군협력 모델
(1) 새로운 적의 등장
탈냉전과 9.11은 적을 특정할 수 없는 새로운 전략환경을 제공하였다. 이전 두 차례의 상
쇄전략이 특정 위협을 상정하고 이를 상쇄하려는 노력이었다면, 미국은 이제 다중의, 동시적인
도전요인들의 발현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우선 미국은 전통적인 적대국들의 진
보하는 군사기술에도 대응해야만 하는데, 탄도미사일, 무인무기 체계, 우주와 사이버 능력 등이
대표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2차 상쇄전략을 통해 미국이 획득한 기술이 확산되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던 강점과 우위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동맹국들에 대한 기술이전이나 협력도 비국가행
위자 또는 상업 영역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이다.
아울러 내외부의 다양한 요인들이 새로운 전략환경을 형성했는데, 인구변화, 지구화, 메가
시티의 확대, 힘의 역학 변화, 기술의 확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독립적이지 않고 연
계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지정학적 경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디. 여기에 개발
도상국의 인구증가는 에너지 및 식량 안보, 난민과 내전으로 연결될 수 있고, 도시에서의 전쟁이
일상화되면서 민간인의 부수피해, 중무장된 장비 및 병력의 쇠퇴될 수 있다. 또 디지털 데이터와
첨단기술의 확산은 강대국의 상대적 우세를 잠식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군은 외부의 위협을 억제(deter)하고, 거부(deny)하며, 격퇴(defeat)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국가역량과 동맹·협력국의 노력을 통합해야 한
다. 2015년 미국 National Military Strategy는 핵억제력의 유지, 미 본토방위 제공, 적의 격퇴, 지
구적 안정 제공, 테러리즘과 WMD 대응, 적의 목표 거부, 위기관리, 군사개입과 안보협력 실행,
안정화 및 대분란전 수행, 민주적 권위에 대한 지원 제공, 인도적 및 재난구호 조치 등을 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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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 제시하였다(Joint Chiefs of Staff 2015, 10-13).
미국군의 우세를 유지하고, 강력한 재래식 억제력을 기반으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3차
상쇄전략의 목표이다. 적의 강점을 상쇄(offset) 또는 약화(undermine)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적을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대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냉전 이후 잠재적
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간행하지 않다가, 의회의 요청에 따라 2002년부터 중국 군
사력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박준혁 2017, 49).
미국의 적은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서 미국
의 궤적을 뒤쫓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다. 이들은 미국의 2차 상쇄전략을 뒤따르고 있는데, 5세
대 전투기, 차세대 구축함, 중거리 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결국 이들 강
대국의 “적대적인 상쇄(adversarial offset)”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전자
전, 정보전과 같이 미국의 취약성을 공략하는 적대세력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미국 군사력에 사
이버 및 전자전 공격을 하는 것인데, 중국, 북한의 해킹 및 사이버공격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취약성은 사이버 공간 뿐만 아니라 지·해·공·우주·사이버 전영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2) 네 가지 노력선
헤이글 국방장관이 “국방혁신구상(the Defense Innovation Initiative)”의 일부로 3차 상쇄전
략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는 없지만 연설 및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는 있다. 첨단기술의 군사적 적용, 첨단기술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용개념의 발전, 유능한 인력획
득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여기에 보다 역동적인 민군협력까지 모두 네 가
지의 노력선을 제시한다.

[Technological Innovation] 실제 전장에 초점을 맞춘 첨단기술의 개발
첫 번째 노력선은 역시 첨단기술 개발에 있다. 기존의 ‘무기 대 무기 방식’으로 상대와 경쟁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한 전쟁수행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박준혁 2017, 45). 워크(Work) 부장관은 2015년 12월 14일
신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안보포럼에서 제3차 상쇄전략이 포함하게 될 핵심기술 분야를 5가
지로 제시하였다. 아래는 워크 부장관이 언급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US DoD 2015).1)
첫째, 자율심화학습 시스템(Autonomous Deep Learning System)이다. 이미 딥러닝 시스
1)

미국 전략예산평가센터는 글로벌 호크와 같은 무인장비, 장거리 정찰 비행과 타격 체계,
스텔스 기술로 무장한 무기, 해저작전수행 능력, 체계공학과 체계통합 능력을 제시하였음
(Robert Martinage 2014, 49-70),.국방성 연구개발국은 자율기계분야, 양자과학, 인간체
계, 나노공학 등을 들었음(U.S. DoD 201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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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을 바꾸었고, 전장에서는 “회색지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식별하고
경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현대전은 인간의 판단만으로는 적시에 대응할 수 없는 상
황을 만들어내는데,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더 빠른 판단과 반응을 함으로써 사이버전 및 전자전,
우주전, 미사일 교전 상황에서 적의 공격에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 심화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은 실제 위기상황에서의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율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기계 협력(Human-Machine Collaboration)에 의한 의사결정이다. 인간의 ‘전략
적 분석’ 능력과 컴퓨터의 ‘전술적 민감성’을 결합시킨다는 것인데, 기계가 인간이 더 나은 결정
을 더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워크 부장관은 F-35의 헬멧을
예로 들었다. 360도의 정보가 기계에 의해서 처리되고 헬멧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시현되는 것
이다. 조종사가 동시에 인식하고 처리할 수 없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조종사가 신속한 의
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인데, 인간-기계협력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인간의 활동을 보조하여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보조적 인간작전(Assisted Human
Operations)이다. 인간의 능력을 직접 향상시키는 대신 인간을 보조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웨어러블

전자장비,

헤드업

디스플레이,

외골격

(exoskeletons)을 사용하여 인간이 전투를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의 적들
은 보다 향상된 능력을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역시 이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
해서 고민할 때가 되었음을 역설한다.
넷째, 인간-기계 전투팀구성(Human-Machine Combat Teaming)이다. 인간과 기계의 협
업은 의사결정자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로봇
과 기계들이 인간 전투원(또는 지휘자)과 하나의 전투팀을 이루어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와 그레이이글UAV가, 해군의 P-8초계기와 트리튼UAV가 함께 운용하
도록 설계되었다. 인간-기계 협업의 자율성이 보다 높아진다면 작전운영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마지막은 전자전 및 사이버 환경에서 작동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강화 네트워크를 활용
한 반자율무기(Network-enabled semi-Autonomous Weapons)이다. 전자전 및 사이버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될수록 취약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자율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GPS 기능이 탑재된 폭탄이 적의 전자전 공격에 의해서 교란되
지 않도록 GPS 없이도 완전히 작동하도록 소구경 폭탄(Small Diameter Bomb)을 개발하여 기
존 시스템을 개량하고 있다.

[Operational Innovation] 새로운 운용개념과 접근방식의 계발
두 번째 노력선은 새로운 작전개념이다. 결국 경쟁국가로 상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작전
개념을 의미한다. 중국의 접근차단/지역거부(Anti-Access/Area-Denial, A2/AD)는 미국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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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던 우위를 상쇄하면서 행동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접근차단
(Anti-Access)은 상대국가의 투사전력이 작전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개념으
로, 미군의 전방기지 및 전개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0km 이상의 지･해･공 미사일,
대위성 공격무기, 잠수함 전력 등이 있고, 지역거부(Area-Denial)는 작전지역 내 상대국가 투사
전력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정밀 유도로켓, 고사포, 미사일, 기타 방공전력과, 적의 해
양우세를 거부하기 위한 단거리 대함 및 대잠 탄도미사일 등을 주요전력으로 육성하고 있다(박준
혁 2017, 49).
먼저, 미국은 공해전투(Air-Sea Battle)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해왔다. 2009년 미 합참
이 제시한 공해전투는 해군과 공군의 유기적인 합동작전을 통해 중국의 A2/AD를 무력화시키고
미군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중국군의 지휘통제체계 등을 직접 겨냥함으로써
A2/AD 능력을 직접 타격하고 그 능력을 와해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후 위기고조, 지
속적인 소모전의 강요, 지상군의 역할배제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JAM-GC로 대체되었지만(박
원곤, 설인효 2016, 84-85), 여전히 해군과 공군 합동작전의 교리로서 역할하고 있다.
다음으로 ‘JAM-GC’(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이 제시되었다. 2015년부터 공해전투를 대체했는
데, 핵심노드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적의 계획과 의지를 무력화는데 초점을 둔다(Hutchens eds.
2017, 136). JAM-GC는 3단계 작전으로 구성되는데,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적과 일제공
격 경쟁(Salvo Competition), 돌파/강제진입(Break In/Forcible Entry)로 이루어진다(최우선
2015, 15-16). JAM-GC 개념은 3차 상쇄전략의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상승작용을 가져올 것으
로 기대되는데, 로운 군사작전개념을 발전시킴으로써 국방차원의 제3차 상쇄전략의 효용성을 극
대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Carter 2016). JAM-GC의 실천적 차원에서는 특정 군사력의
전진배치(CCFE)를 통한 전선의 강화, 전지구적 운용모델(GOM)과 동적전력운용(DFE)을 추구하
고 있다.
이제 미군은 2016년 육군이 주창한 다영역작전(MDO)으로부터 “합동전영역작전(Joint All
Domain Operation, JADO)”을 공식 작전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군의 작전개념
도 구체화되고 있는데, 공군의 “전영역지휘통제(JADC2)”, 해군의 “분산해양작전(DMO)”, 해군 및
해병대의 “연안작전(LOCE)”과 “원정기지작전(EABO)” 등 교리를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
의 다영역작전은 동맹 네트워크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통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정치외
교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군사작전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가 국방
예산안에 포함시킨 “태평양억지구상”은 이같은 동맹 및 미군의 주둔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
는 것이다(연합뉴스 21/5/30).
합동전영역작전이 2035년을 겨냥한 작전개념이라면, 미군은 한발 더 나아가 “모자이크전
(Mosaic warfare)”을 장기 미래의 작전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모자이크전은 다영역작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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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수단이 될 것이지만, 결정중심전(Decision-centric warfare)
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모자이크전은 “인간에 의한 지휘와 기계에 의한 통
제를 활용하여, 분산된 아군 전력을 신속하게 구성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아군에게는 적응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반면 적에게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가져다주는 전쟁 수행개념”으로 정의된
다(Bryan Clark et al. 2020, 27). 이는 앞으로 전력화될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을 킬웹(kill-web)
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존의 탐지-결심-타격 주기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으로 융합하
는데 목표를 둔다.

[Organizational Innovation] 명석한 인력 및 혁신적 연구역량 획득
세 번째 노력선은 혁신적 인력의 획득이다. 카터(Carter) 국방장관은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을 위해서는 군 내부에서 기술을 창출하고 외부에서의 첨단기술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카터 이후에도 국방혁신구상(Defense Innovation Initiative, DII), 첨단능력과 억제 패
널(Advanced Capabilities and Deterrence Panel, ACDP), 조찬클럽(Breakfast Club) 등이 3차
상쇄전략을 이끌어왔다(Gian Gentile et al. 2021, 41-67). 우선 미 국방부 내부의 혁신적 기술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연구역량 강화의 핵심 행위자들은 다음과 같
다.
먼저, 국방부 산하 10여 개의 연구소이다. 혁신적인 방산업체와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산하 연구조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해군연구소는 얕은 물에서도 작전이 가능
한 수중 드론을 개발 중이고, 육군연구소는 포 형태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 중이며, 공군연구
소는 인간의 뇌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신경형태 컴퓨팅(neuromorphic computing) 시스
템을 개발 중이다(Carter 2016).
다음으로는 전략능력실(Strategic Capabilities Office, SCO)이 있다. 카터 국방장관이 부장
관으로 있던 2012년에 설립했는데, 기존 기술과 운용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상대적
우위의 능력을 새롭게 창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롭고 창의
적인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존의 미사일 시스템, 고도화된 정밀탄약을 다양한 작
전영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 전략능력실의 주요한 관심 분야로 알려지고 있다(박준혁
2017, 44).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류기업의 혁신적 문화 및 운용방식
이 국방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국방혁신자문위원회(Defense
Innovation Advisory Board, DIAB), 국방분야와 연계된 외교･정책 및 비지니스에 대한 혁신사례
를 소개 및 자문하고, 관련 문화를 확산시키는 국방정책위원회(Defense Policy Board, DPB), 국
방비지니스위원회(Defense Business Board, DBB) 등이 있다. 또 국방부 수석혁신장교(DOD
Chief Innovation Officer) 직을 신설하여 국방부 근무자 주도의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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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 플랫폼과 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및 방법을
촉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박준혁 2017, 44).

[Innovative Military-Civilian Talent Management] 역동적인 민-군협
력 프로그램 추진
마지막 노력선은 역동적 민군협력의 추진이다. 기술과 전략을 연결하는 3차 상쇄전략은 다
양한 민-군 협력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디. 상쇄전략이 제시한 3가지 목표 외에 혁신
적인 국방프로그램이 병행하여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잠재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취약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전통적인 국방기관이 아니라 상업적인 외부 첨단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투
자를 확대하며, 정부-기술산업의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Better Buying Power”이 있음 경쟁과 인센티브, 관료주의의 축소를 골자로 혁신적인 민간기술
을 획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US DoD, bbp.dau.mil). 이를 위해서는 국방분야의 필요
를 명확히 제시하고,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유기적인 협업, 기업이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
다.
현재까지 제시된 몇가지 방향성으로는, 대형 플랫폼의 개발보다는 기존 플랫폼을 업그레이
드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능력을 창출하는 것이 있다. 또한 장기적 혁신이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을 꾀하며, 지속적인 평가와 개발을 반복함으로써 기술적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것
이다. 적대적인 기술추격이나 기술확산에 따라 기술의 도약적 우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
여 3-5년을 목표로 하는 점진적인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US DoD 2016).
또한 민간기술 획득 노력은 Defense Unit Innovation Experiment(DUIx)의 창설에서 엿볼
수 있다. 군사부문보다 앞서 있는 민간상업 분야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상대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첨단 기술 도
입을 촉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디. 국가안보임무를 수행하는 군과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
업을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실리콘벨리, 보스톤, 오스틴과 같이 기술기반을 가진 도시
에 위치하여 전투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3) 민군협력을 통한 첨단기술경쟁
미국은 지난 20년간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보여왔다. 그동안 중국의
국방비는 연평균 11% 이상의 증강되어 왔고, 이는 GDP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이다. 이같은 추세
라면 2030년이 되면 미국의 국방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비경
쟁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데, 냉전기 소련과 달리 중국은 상당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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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에게 적용했던 핵군비경쟁, 군사적 비용 부과는 미국에게도 상당한 부
담으로 작용한다.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을 압박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취약성을
파고들고 있다. 중국의 A2/AD전략은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하면서 미국에도 막대한 비용을 요구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차 상쇄전략은 네 가지 노력선으로 구성되며, 이는 중국 및 러
시아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특히 현재의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기술을 조기에 적극 적용하려는 노력은 열세에 있는 상대에게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등의 민간기술은 군사기술을 선도하면서 군
사적 활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바,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민간기술을 더욱 적극적
으로 활용하면서 상대의 소진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물론 여전히 우세를 점하고 있는 항공
우주전력, 전략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 체계는 중국에게도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Kenneth Ekman 2015, 43-52).
아울러 미국은 동맹국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자신의 비용을 낮추면서 상대를 소
진하는 효과를 가진다(David Frelinger and Jessica Hart 2012, 347-353). 미국이 추구하고 있
는 안보, 기술, 가치의 전방위 동맹전략은 전통적인 군사동맹의 차원을 넘어서 높은 수준의 책임
과 역할 분담을 담보할 수 있다(정성철 2021). 지리적으로 근접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강하게
결속시킴에 있어 군사기술 분야의 협력은 효과적이며 매력적인 수단이 된다. 반대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은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취약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맹국들을 적극적으
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Jason Ellis 2016; Thomas Mahnken et al. 2019, 79-81). 결국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한 양적, 질적 우세를 통해 소진을 유도할 수
있다.

(4) 도전과 전망
현재 진행 중인 3차 상쇄전략의 성공여부는 다음의 몇 가지 도전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것
이다. 3차 상쇄전략의 야심찬 기획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양한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다. 불확실
한 내외부의 안보환경에 대한 상황인식이 3차 상쇄전략을 이끌었지만, 이에 적절히 적응하고 미
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많은 도전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다양한 C4ISR 능력의 발전이다. 이는 전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것이며. 네트워
크화된 자동화 및 고속무기체계는 기동과 지휘통제 분야에서 마찰을 줄이고 효과성을 보장하고,
3차 상쇄전략의 핵심은 무인체계를 통해 절대적 수적 우위를 보장할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박상연 2019, 95-97). 문제는 중국이 군사력 증강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전, 회색지
대 분쟁을 기획함으로써 위협인식 자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데 있다. 얼마나 신속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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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느냐가 기술우위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첫단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미국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제약이다. 3차 상쇄전략을 선
언하기는 했지만 핵심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가능여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Sadler 2016, 13). 시퀘스터(sequester) 시대를 맞아 많은 국방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지연
되었다(박준혁 2017, 48). 특히 2020년부터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COVID-19의 상황은 국방예
산의 안정적 공급을 제약하고 있다. 중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태평양억지구상”은 2014년 “유
럽억지구상”과 같은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 향후 얼마나 증액될 것인지 주목할 만하다.
셋째는 3차 상쇄전략이 핵심전력으로 제시한 무인체계에 대한 것이다. 무인 무기체계에 의
한 전쟁수행은 교전규칙, 전쟁윤리, 전쟁법 등과 관련한 도덕적･법적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Sadler 2016, p.16). 미국이 인명중시 경향을 고려하여 비살상, 피아피해 최소화 등을 원칙으로
효과성을 중시한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이와 같은 인식을 하지 않고 무인체계의 자율성을 극대화
한다면 상대적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비인간적인 전투가 자행될 가능성이 크다. 인공
지능과 무인무기체계의 군비경쟁은 규범과 레짐의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미국 국방부의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Metha 2016). 미국
국방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관료조직으로 관료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변화
하는 안보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박준혁 2017, 44). 혁신
적이고 전략적 사고를 창출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에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하
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앞서 언급한 전략능력실을 비롯한 신설 조직과 위원회들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도전요인은 상쇄전략의 상대성에 있다. 미국의 전쟁수행방식이
첨단화되면 적국 역시 이를 극복하고 상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중국 등 잠재적
도전국가들은 미군의 독점적 우위를 위협하고 있고, 기술의 확산은 새로운 의지를 가진 적대세력
의 등장을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이 적의 비대칭 수단에 의해 첨
단무기체계의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전략이 실패할 가능
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Ⅳ. 결 론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강대국과
의 “장기경쟁전략”을 선택하였디. 미국의 군사혁신은 이러한 경쟁전략 속에서의 우위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이해되는데, 경쟁전략 속에서의 목표-방법-수단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
으로 군사혁신이 일어났다. 미국은 강대국 중심의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군사적 충돌없이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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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상대를 억제하고 우세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냉전기간 동안 소련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 보
고서를 발간해오던 미국은 탈냉전기 잠재적 적국의 군사력 평가보고서를 간행하지 않다가, 2002
년부터 의회의 요청에 따라 중국 군사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간된 보고
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포함하였다(US DoD 2021).
이러한 강대국 중심의 위협인식은 당면한 위협에 의해서 완화되는데, 1960년대 베트남 전
쟁, 2001년 9.11 테러와 그 이후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 최근 IS와의 전쟁은 미국의 위협인
식에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대응을 통해 위협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다시 강대국에 대한 위협인
식을 자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3차례의 상쇄전략은 기존 군
사전략의 부적응, 강대국 경쟁에 대한 재인식, 기술경쟁에서의 격차 발생 등에서 비롯되었다. 2
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전역에서의 대규모 지상전력 감축에 따른 열세, 베트남전쟁 이후 소련 위
협에 대한 재인식, 탈냉전기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위협과 군사기술의 확산에 따른 취약성을 극
복하려는 국방혁신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표> 미국의 상쇄전략

제1차 상쇄전략
시

기

50년대 초반~70년대 중
반

제2차 상쇄전략

제3차 상쇄전략

70년대 중반~2000년대

2014년~현재

브라운 국방장관

헤이글 국방장관

제 안 자

아이젠하워 대통령

국방정책

뉴룩(New Look) 정책

기술우위

전략핵무기, ICBM 등

정밀유도무기, ISR 등

무인무기체계, 인공지능 등

비용부과

핵무기 군비경쟁

군사적 효과성

첨단기술경쟁

작전개념

대량보복전략, 유연반응전략

공지전투

경 쟁 국

소련

소련

혁신거버넌
스

군 주도의 수직적 통합

상 쇄 전 략 ( O f f s e t
Strategy)

국방혁신구상(DII)

JAM-GC, 합동전영역작
전
중국, 러시아

민군 융합 메타 거버넌
스

민간 주도형으로 이동

출처 : 박준혁,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 p.42의 <표1>; 박지훈, 윤웅직, “모자이크전, 개념
과 시사점,” 『국방논단』, 제1818호 (2020), <표1>을 종합하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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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전략이 왜 변화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Patrick Porter
2018), 상쇄전략은 국방혁신의 과정이자 국방전략으로서 역할해 왔다. 미국의 3차례 상쇄전략은
전략적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경쟁적 우위(competitive edge)”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
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우위, 압도적인 국력을 기반으로 한 비용부과를 두 개의 축
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략적 상대의 추격을 차단하고, 군사행동에 대한 의지 자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위의 표는 세 차례의 상쇄전략을 개괄적으로 비교해본 것이다.
다양한 도전요인에 직면하여 3차 상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새로운 도전을 만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도전요인들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상쇄전략은 미국의 기술우위를 전제하고 있으나 도전국의 기술 추격과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우위를 지속하기 어렵다. 강대국 데이터 정보전쟁의 일상화, 군사기술 스파이 행
위 등으로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스스로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보안”의 중요성과 민간 연구
개발 역량과의 협력에서 답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골
자로 하는 이른바 제4차 상쇄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Theodore W. Kassinger 2020)
둘째는 미국의 강건한 경제력이다. 상쇄전략이 전제하고 있는 두 번째 축은 비용부과에 있
고, 이는 소진을 목표로 한다. 스스로 기술혁신을 표방하고 있으나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과 영향
력에 기반한 비용부과가 기반이 되었으며, 압도적 물량공세 없이는 기술우위를 지속할 수 없다.
국내 국방예산 감축의 압박이나 3D 프린팅 기술의 확산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압도적 물량공세가
지속되기 어렵다. 현재 미국의 중국과의 금융·무역 경쟁은 결국 지정학적인 군사경쟁과도 연결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기술-전략의 선순환 여부이다. 미국의 군사혁신에 있어서 기술-전략의 선순환적 연
계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왔다. 방산업체의 군사기술 기초 제공 및 협력, 건강한 각 군간 경쟁,
민간 군사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체계, 행정부-의회의 견제와 균형 등이다. 반대로 군사
기술 개발의 정치화, 소모적 각 군간 경쟁, 민군관계의 불평등 심화, 국방부의 현상유지 기조, 의
회의 단기성과 요구 등은 기술-전략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강대국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3차례의 상쇄전략은 명확히 동맹 및 우호국과의 협력을 전제하고 있다. 지정학
의 영향력 지속, 중국의 추격 및 지역 강대국들의 부상, 과도한 국방비 지출의 절감 등을 고려할
때 동맹국과의 협력은 더욱더 강조될 것이다. 상호운용성, 데이터 전송, 정보공유,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상호보완적 신기술 협력, 특화된 전문인력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데, 트럼프 행정부 이후 드러난 동맹 내부의 결속력과 동맹국 간의상호 신뢰성 문제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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