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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미래 안보 도전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군은 뿌리부터 바꿔야만 한다.”
“영국의 국방혁신의 목적은 국가의 정치력 제고에 있다”
니콜라스 카터(Nicholas Carter) 영국 국방총장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은 어디로 가는가? 지난 3월 16일 영국은 「통합검토보고: 경쟁 시대
글로벌 브리튼(이하, 「통합검토보고」)」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영국의 미래 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비전 및 계획을 공개하였다 (Cabinet Office 2021.3.16.). 이 「통합검토보고」에서 영국
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속적인 체제 도전은 물론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위
협에 대해 경각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대처로는 '현상 유지도 앞으로 10년 채 남지 않았다'라
는 엄중한 현실 인식 아래 영국은 국방혁신을 서두르고 있다(Lye 2020.10.1.). 내용면에서도 영
국 국방혁신의 선구자인 현 영국 니콜라스 카터 국방총장은 21세기 영국군에 차원이 다른 국방
기술과 조직 및 운영방식 전반에 걸친 초고강도 혁신을 요구해왔다. 카터 국방총장은 기술의 급
속한 발전과 기후변화와 사회변동에 따른 기존 안보 패러다임 밖에 있는 안보 위협들의 등장에
군이 안일하게 전통적인 임무 수행 방식에 머물러 있다가는 군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까지 위
협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Carter 2020.10.1.). 이 같은 위기의식 아래
2020년 11월 영국 국방부는 향후 4년간 165억 파운드(210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기
로 결정하였다. 이번 「통합검토보고」에서는 구체적인 예산의 쓰임새까지 소개되지 않았으나, 그
간 영국 국방부와 내각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들과 최근의 인력충원 현황, 그리고 이번 「통합검
토보고」에 나타난 정책 기조로 미뤄봤을 때, 해군력과 우주·항공, 사이버/가상공간에서 국방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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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강화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가 영국 사례에 집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종래의 국방혁신은 국
가간 경쟁으로 인식되어 무한 군비경쟁의 딜레마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으나, 오늘날 국방혁신은
동맹간 협력 사안으로 빠르게 변환되고 있다. 재난재해와 테러리즘, 사이버 위협처럼 초국경적
위협에 범지구적 대응이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국들과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하며 따로 또 같이 이루어지는 경향은 가
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국방혁신은 미국의 3차 상쇄전략(2016)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2022년에 공표 예정인 ‘2030년 신전략개념’ 도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국의 국방
혁신이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영국 사례는 오늘날 세계 각국의 국방혁신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국방혁신에서 동맹간 공조가 필수화됨에 따라 국제사회가 진영화(grouping)되면
서 국가간 보다는 빠르게 진영간 대결구도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국방혁신에 있어서 동맹 내
외부적으로 상호압박(peer-pressure)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인도·태평양에서
도 동맹간 상호운용성이 강조되는 형태로 국방혁신을 요구받을 것이다. 특히 미중 갈등이 첨예화
되고 쿼드(QUAD), 오커스(AUKUS)와 같은 지역 협력체들이 연이어 출범하면서 인도·태평양에
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에 국방혁신 및 진영화 동참 압박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점에서 영국의 국방혁
신은 한국의 국방혁신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영국의 미래전 인식과 군사혁신
1. 영국의 위협인식과 미래전략
영국은 최근의 안보 위협들이 기존의 안보 패러다임으로 극복하는데 한계를 깨닫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전략 구상 수립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이 보는 미래 안보 환경 변화와
안보 도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보편적 안보 환경 변화이다. 2005년 런던 지
하철 폭탄 테러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을 겪으면서 영국은 안보 위협을 보다 일상적이
면서도 폭력이 가시화되지 않는 수준으로 확대해왔다. 영국 국방부가 ‘국방부 과학기술 전략
2020 (STS 2020: The MOD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2020)’(2020.10.19)에 종래
국가안보 전략 수립 단계에서 관심 밖이었던 ‘보건안보’와 ‘기후변화’를 주요 미래 안보 도전 요
인으로 격상한 것은 주목할 점이다. 과거에도 보건안보와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
은 아니었다. ‘전략방위와안보검토 2015(SDSR 2015)’ 및 ‘영국국가안보능력(UK NSC 201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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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위협요인 6가지 중 하나로 ‘질병 및 자연재해’를 포함한 바 있으나 ‘테러 및 극단주의 위협
의 증가’, ‘국가 근간을 흔드는 광범위한 주권 경쟁,’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침식,’ ‘사이버 위협의
고조,’ ‘초국가적 범죄’에 비해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Strategic Defense and Security
Review 2015; UK National Security Capability, 2018). 이에 반해 STS 2020에서는 나아가 감
염병과 재난재해와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사회 질서 교란을 일으키려는 여론전 및 하이
브리드 위협, 백신 개발 정보 등 보건 안보 관련 핵심 자료를 탈취하고자 하는 사이버 공격도 심
각한 안보 위협으로 격상하였다. 이미 테러리즘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 단계의 중요성을 절감한
바 있는 영국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감염병의 확산 및 관련 가짜 정보의 사이버상
유포 역시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3월 브렉시트 이후 처음 미래 국가전
략을 밝힌 「통합검토보고」에서도 보듯이 영국은 기후변화와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등 신안보 이
슈를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의한 다양한 국제질
서 교란 시도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잠재적 안보 도전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Cabinet Office
2021.3.16.).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20여 년간 이루어진 국내외 정보기구의 스마트화, 디지털
능력 개선 움직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구조적 안보 환경의 변화이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동
맹 규합과 민주주의 가치의 복원을 통한 대중 압박 전선 확대 노력에 나토 동맹인 영국의 참여에
대한 기대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점에서 코로나19의 전지구적 확산을 계기로 영국
이 2020년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 인권유린, 자유항행의 원칙 등을 들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
고, 2021년 미국과 신대서양헌장을 발표하고 미국, 호주와 AUKUS를 발족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이 같은 모습은 2030년 영국의 미래
비전을 소개한 「통합검토보고」에서 영국은 이례적으로 공식 문서에서 러시아를 “첨예한 위협
(acute threat)”, 중국을 “구조적 경쟁자(systemic competitor)”로 규정한 데서도 발견된다. 영국
은 미국과 달리 지금까지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는데 주저해왔으나,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을
겪으면서 국내외적으로 빗발치는 중국책임론에 영국 내각과 의회에서도 대중 전략 재검토 기류
가 감지되었다. 이 같은 영국의 대중 전략 기조는 지난 3월 2일에 발표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잠정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eline’)」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면에서 영미 간 사전 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라 짐작된다 (White House 2021.3.2.). 세계
안보 차원에서 영국이 중국을 기회에서 위기 요인으로 판단을 선회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
다.
셋째 영국의 특수적 안보 환경 변화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세계적 차원의 안보 환경 변
화와 함께 2020년 12월 영국은 유럽연합(EU)과 최종 결별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제2의 대륙봉
쇄령이라고 할 만한 물류 파동을 겪으면서 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최근 해운 운
송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6배로 뛰고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가 2배로 뛴 가운데 설상가상 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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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의 여파로 화물차 운전사가 부족하여 육상 수송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영국 주유소가 휴점
상태에 놓이는 등 물류 파동을 겪고 있다. 이처럼 탈탄소 에너지로 이행되는 전환기에 영국은 글
로벌 공급망의 붕괴시 닥쳐올 국가적 위기를 체험하고 있는 가운데, 원하지 않는 고립에 대비한
헤징 전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이라는 미래 비전과 인도·태
평양 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인 변화도 영국의 안보 위기 인식에
한몫을 하고 있다. 영국군은 2008~9년 금융위기로 인한 국방비 삭감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따른 정규병력 숫자의 감소로 효율적인 군대 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감소하는
군병력과 의회의 국방비 예산 축소에 따른 영국군의 한계를 영국 정부는 무인자율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스마트 군대로 극복하고자 한다.
영국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자국의 위상을 유
지하기 위해 자국의 소프트파워 자산과 하드파워 자산을 서둘러 업그레이드 중이다. 英국방부는
‘통합작전개념 2025 (IOpC25: The Integrated Operating Concept 2025)’(2020.9.30.)에서 탈
냉전과 자생적 테러리즘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틀에 박힌 전쟁과 전투 수행의 과정을 과감히 뿌
리치고 상시적이고 비가시적 위협 감소를 위해 보다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인 작전 수행 목표 구
체화한 바 있다. IOpC25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통합(Integration)”, 단순히 연합이나 공동이 아닌
단계별로 세분화된 전력을 통합함으로써 취약성을 보강하고자 하는 기존의 목표를 재확인하였
다. 전시와 상시를 넘나들고, 현실 공간과 가상공간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위협과 같은 복합 위
협에 대응하기 위한 ‘IOpC25’가 성공하려면 1) 영국군의 혁신 및 2) 동맹과의 협력, 3) 새로운
지정학적 비전의 도입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곧 영국군의 혁신은 영국이 직면
한 현재 진행 중인 지정학적 변동과 밀접히 맞물려 있음을 뜻한다.

2. 지정학적 전회와 군사혁신의 필요성
이 같은 영국의 위협인식과 미래 전략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지정학적 변동 사안으로
2011년 미국의 아시아로 회귀책 발표와 2016년 브렉시트 결정을 꼽을 수 있다. 사실 이 둘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의 대외정책 구상으로 2016년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으나 모
호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브리튼’이라는 대외정책 비전은 이후 외교,
국방, 경제,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논의의 화두가 되어 왔다. 2018년 영국의 싱크탱크
헨리잭슨소사이어티는 ‘인도·태평양에서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in the Indo-Pacific)’이라
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브리튼’ 구체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진출을 통한 해양 강국 전
략을 제안하였다(Hemmings 2018). 2018년 영국 상원은 ‘전환기 영국외교정책(UK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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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n a Shifting World Order)’이라는 보고서에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 조성(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에 영국이 선도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구상들이
모여 지난 3월 16일 ‘통합검토보고’가 발표되었다. 브렉시트 이후 처음 발간된 영국의 국가전략
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에서 영국은 단호하게 미국 패권에 의한 ‘단극의 시대’가 아닌 ‘다극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영국의 이 같은 판단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수정주의 국가들의 기존 국제질서
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hip)’를 맺어온 미국의 정책 기
조 변화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흥미롭다.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당시 영국 상원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 행태는 북대서양 동맹의 근간인 다자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영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았다(‘UK Foreign Policy in a Shifting World Order’ 2018).
미 외교협회장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 샌더스, 트
럼프 세 후보는 대서양 동맹이 미국의 이익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큼은 의견의
합치를 이루었다(‘UK Foreign Policy in a Shifting World Order’ 2018). 또한 하스는 당시 워싱
턴 D.C.에서 만난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보다 현재와 같은 자유무역주의 질서에 더욱
강력히 반대했다고 증언하였다(‘UK Foreign Policy in a Shifting World Order’ 2018). 이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아니라 어느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더라고 미국의 대외정책이 대동소이했
을 것이며 이는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현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4월 9.11테러의 주모자로 알려진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
하고 아프가니스탄 철군 논의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태평양 시대(America’s Pacific Era)’를 천명
했다. 사실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은 2006년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두 석학 존 미어샤이머와 스티
븐 월트가 저서 <이스라엘 로비(The Israel Lobby and the US Foreign Policy)>에서 제기한 미
국의 친이스라엘 정책 비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로 촉발된 미국의 중동 정책과 세계전략에
대한 성찰은 ‘이익 없는 곳에 미국은 더이상 헌신하지 않는다’는 초당적 기조로 확립되었다. 이
같은 대외정책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시대 ‘중국 위협론’을 만나 표면화되었고, 미국의 세계전략
은 ‘중국 길들이기’ 명분 아래 더욱 급격히 아시아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기존 대서양 동맹들
과 마찰이 빈번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과 유럽은 사실상 앙숙에 가까웠지만, ‘항행의 자
유 원칙’ 수호 아래 남중국해에서 대중 해상시위만큼은 공조하였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
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도·태평양에서 동맹
강화와 대중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아프가니스탄 철수에서 드러난
나토 동맹간의 불협화음과 AUKUS로 불거진 미국의 선택적 동맹론으로부터 유럽대륙은 소외감
을 넘어 배신감을 표출하였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 같은 유럽동맹들에 대한 입장 변화를 영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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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 동맹 회복을 외쳤지만, 아프가니스탄 철군에서 보듯이 미국의
동맹 회복 정책은 선택적이며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이 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였음
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기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미국에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표면적으로 남중국해 영유
권 분쟁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기에는 군사적인 열세를 겪고 있는 필리핀·대만·말레이
시아 등에 의해 ‘초대’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실 미국에 있어 인도·태평양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수정주의 세력을 견제하는데 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미국은 남중국
해 갈등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에 적극 관여,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견
지하고 있다. 즉, 미국은 남중국해를 시작으로 해양 강국을 꿈꾸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거점
을 확보하는 한편, 역내 동맹국들 및 안보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을 지원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모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계기로
세계질서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국 쇠퇴론을 불식시키고 패권을 강화하는 수
단으로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에서 ‘패권 회복’ 전략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회복’ 전략으로 이어져 영국,
일본, 호주, 한국,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역내외 동맹들의 국가전략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초당적 ‘아시아 회귀론’과 ‘인도·태평양 전략’은 단순히 대중 봉쇄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미국의 국제질서 ‘새 판 짜기’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되었으며, 이는 대표적인
대서양 세력이었던 영국에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왔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편승할 것인
가, 독자적 길을 걸을 것인가, 혹은 그 두 가지 길을 양립할 것인가와 같은 갈림길에서 영국은
새로운 지전략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후 영국이 보인 ‘자강론’과 ‘주변
국들과의 관계 재설정’의 행보는 최근 영국이 시도하고 있는 국방혁신의 지향점을 짐작하게 한
다. 즉, 영국의 최근 국방혁신은 현재 영국이 현재 처한 지정학적 변동과 맞물려 있으며 이 점에
서 영국의 국방혁신은 영국의 지전략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III. 영국 국방혁신의 성격
앞서 지전략 변화의 요구에 따른 영국의 대외정책 행보의 특징으로 ‘자강론’과 ‘관계 재설정’
을 꼽은 바 있다. 영국 국방혁신 또한 여기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자강론의 일환으로 기술과 조직문화 및 전략 운용 등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국방 거버넌스 개
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국방혁신과 구별된다. 이처럼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 군사
안보적으로 국방혁신을 통한 자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변 동맹국,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
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사실 영미 관계의 특수성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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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공조의 무대가 인도·태평양으로 전후 70여 년 만에 이동하고 ‘상호운용성’을 강조하는 방
식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주목이 필요하다(조은정 2021).

1. 전방위적 국방 거버넌스 개혁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기술만능주의적 ‘군사기술혁신(MTR: Military-Technical Revolution)’
을 통한 억지력 확보에 주력해왔으며 영국도 이에 동참해 왔다. 소련 오가르코프 총참모장
(1977~1984), 미국 맥나마라 국방장관(1961~8), 럼스펠드 국방장관(1975~7, 2003~6) 등이
미소의 군사기술혁신 경쟁을 촉발한 장본인이었다.1) 소련 붕괴 후 처음으로 발간된 미국의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1997: Quadrennial Defense Review-1997)’(1997.5)는 탈냉전기
군사혁신 논쟁을 정책화한 최초의 공식문건이었다. QDR-1997는 냉전기적 사고를 벗어난 새로
운 전략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사 패러다임의 변환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으나 무기체계 변
화가 어떻게 군사혁신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공방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신진안 2004).
그러나 최근 영국의 국방혁신은 이전 시대 기술 중심의 국방혁신과 달리 사회적 변화까지 망라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미국의 3차 상쇄전략과 맞물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이번 영국의 국방혁신은 단순히 군사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상명하복식 경직된 군대의 조직
문화와 구시대적 군사교리 및 작전개념, 조직편성 및 운영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점에서 1990
년대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논의에 비견된다(강신철, 최성필 2000,
86).
RMA는 사회적 변화까지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주도의 MTR과는 차이점을 보인
다(강신철, 최성필 2000, 87). RMA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첨단 지휘 통제체계 아래 정
보, 전투, 무기 등 다양한 체계들을 연계한 ‘복합체계(system of systems)’ 및 ‘혼합전투체계
(hybrid combat system)’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에 별도로 논의되어 온 군사기
술혁신과 ‘국방운영혁신(RBA: Revolutionary in Business Affairs)’을 결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국방운영혁신이란 “국방조직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보다 발전한 민간의 경영기법
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기술을 증진하며 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국방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정길호 2001).
2016년 9월 16일, 벤 월레스(Ben Wallace) 국방부 장관은 ‘국방혁신구상(DII: Defence
Innovation Initiative)’을 공식화하고, ‘국방·안보추진기구(DASA: Defence and Security

1)

MacGregor Knox, Williamson Murray (eds), Dynamics of Military Revolution 1300~2500,
Cambridge: CUP; 김칠주, 배달형 역, 『강대국의 선택: 군 혁명과 군사혁신의 다이내믹스』 한국국방
연구원, 2014; Mary C. FitzGerald, “The New Revolution in Russian Military Affairs,” RUSI White
Paper Series, 1994, p.1; 권태영, 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이론과 실상, 그리고 우리의 선
택』 서울:법문사, 2008, pp.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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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or)’와 ‘국방혁신기금(DIF: Defense Innovation Fund)’을 신설하였다 (‘Defence
Innovation Initiative’ 2016). DIF는 10년 동안 매년 약 8억 파운드를 들여 기술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제도 및 민관협력 방식 등 가능한 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최상의 국방혁신 조합을 찾아내
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DASA는 그 행동 기구로 고안되었다. 해군 사령부가 주도하고 국
방부 합동군사령부가 후원한 영국 DII는 국방기술의 첨단화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
안보 능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의사 결정 방식을 고안하는 등 통합적 혁신 모
델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방혁신 및 방위산업개발에 있어 영국 국방부의 투자를 필
요로 하는 민간 파트너들을 선별하고 이들이 이중사용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국방혁신에 기
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해
DASA는 민간 지원자들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공개 제안(the open call for innovation)’과
정부의 필요에 따라 공고를 내는 ‘지정주제 제안(themed competition)’으로 이원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기구들이 영국의 국방 혁신을 위해 동원 혹은 신설되었다. ‘국방과학기술
랩(Dstl: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은 기존의 대규모 방위산업체 이외에
도 영세 신기술 개발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로 약 4만5천 파운드 규모의
‘SME(Science, Mathematics and Engineering) Searchlight’ 기금을 발족하여 영국 방위산업의
공급망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uidance: Innovation in the Defence Supply
Chain’ 2020.10.29.). ‘국방솔루션센터(UKDSC: UK Derence Solutions Centre)’는 2015년 영국
방위산업체들에 자국내 협력을 도모하고 해외로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세워진 독립기구이다.
‘국방 성장 파트너십(DGP: Defence Growth Partnership)’ 아래 국제통상과의 국방기구(DIT
DSO: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s Defence and Security Organisation) 및 영국 내
각, 관련 산학연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UK Defence Solutions Centre).
이 기구들의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 9월 영국은 ‘국방혁신우선순위(Defence
Innovation Priorities)’ 백서와 ‘국방기술 프레임워크(DTF: Defence Technology Framework)’를
함께 발표했다 (‘Defence Innovation Priorities’ 2019.9). 영국 정부의 혁신 정책은 각종 첨단 국
방 기술의 실행과 관련된 다양한 거버넌스를 고려할 때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끊임없이
확장되고 진화하는 방산 복합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기된 차기
SDSR에서는 영국 국방과 관련된 향후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이해당사들과의 조율을 통해 혁신 생
태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Croft 2020.4.21.).
가령, 영국군은 핵심 동맹국 및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즉,
도메인에 구애받지 않으며, 디지털이 가능하고, 정보 중심적인 작전개념으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
이다. 이를 통해 영국의 혁신 생태계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용자 지향 개념 탐구, 문제 해
결 및 디지털 기술 생성/통합을 채택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아키텍처의 신속한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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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실험 및 획득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키는 중이다. 본질적으로 ‘다중 영역’ 또는 ‘시스템의 시스
템’ 군사 운영 구조는 광범위한 영국 국방 및 산업 생태계 내에서 복합적 사고와 부문 통합적 아
이디어 생성과 즉각적인 국방 적용 가능성의 모색이 필요하다. 즉, 국가의 수단을 총동원하는 러
시아의 체계전(system warfare)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은 영국의 접근 방식
역시 whole force approach로 전환해야 한다는 카터 영국 국방총장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Carter 2020.10.1.).
이를 위해서는 非방산업체, 벤처캐피털, 기업가 및 학계 등 전통적인 국방 시스템 밖에
있는 이해당사자의 고려는 필수적이다. 전통적인 세 국방 이해당사자인 군사, 정부, 산업 부문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위험 회피적이며 복잡한 방산 조직문화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군사적 응용이 가능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
다. 이를 위해 영국의 방위산업 공급망 참여자들이 서로가 일관된 혁신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진 중소업체들에 문턱을 낮추는 방
안을 고민 중이다. 이처럼 기존에 국방부가 조달공고를 내면 방산업체들이 수동적으로 필요에 대
응하던 중앙집권적이고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급자가 선제안하고 국방부가 검토
하는 피드백이 자유로운 보텀업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등 조직 문화와 리더십, 프로세스 및
이해관계자 간 관계에서도 혁신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진다(Carter 2020.10.1.).
따라서 영국의 국방 혁신과정에서 보이는 민관연과의 적극적인 전략적 제휴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채택에 그치지 않는다. 사고방식과 작동방식을 바꾸려는 열망 없이 혁신은 일어나
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다. 신기술은 언제든지 개발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적합한
인지적, 문화적, 절차적, 관계적 기반이 없다면 그 기술의 효용 가치는 발휘될 수 없을 것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미래전에서 영국군의 문제 해결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방 공동체 내부적으로
새로운 인지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영국 국방 공동체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한 운영개념의 설계 및 시스템 사고의 광범위한 채택에 근거한 문제 해결방법론의
전략적 도입은 보다 혁신적인 기술 실험과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영국
정부는 ‘조직의 설계’, ‘운영 개념의 정립’, ‘역량의 개발’ 세 차원의 교차점에서 유의미한 혁신의
발현을 기대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2. 동맹간 상호운용성의 강조
유럽에서는 소련 붕괴 후 유고 내전과 코소보 전쟁과 같은 민족분쟁(ethnic war)이 벌어지고
마약밀매와 인신매매와 같은 초국경적 범죄가 급증하는 등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안보 위협이
부상함에 따라 냉전기 국가간 벌였던 핵무기 경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새로운 안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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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 표면화되고 있었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냉전기에 두드러지지 않았던 ‘인간 안보’의 중요성
이 탈냉전기를 맞아 강조되면서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대적 요구로 급부상하였다. 마찬가지
로 미국에서도 새로운 세기 새로운 위협을 맞아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
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 주요 원인으로 첫째, 2000년대 기존의 전략으로 대응이 어려운 일련의 새로운 안보
위협들이 등장하였다. 2001년도 9.11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미국 침공과 이후 미국과 서방에서
벌어진 자생적 테러 위협,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이후 러시아의 개입, 러시아의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태도의 증대 등이
대표적이다. 2009년 미 합동군사령부와 미 육군의 야전교범의 2011년도 수정판에 따르면, 미군
은 기존의 “단일하고 독립적인 위협”으로부터 “분권화되고 조합화된(syndicate) 정규/비정규 집
단, 테러리스트, 범죄조직들”이 구사하는 다양한 폭력적 사용 방식으로부터 비롯되는 “하이브리
드 위협”으로 안보 위협이 변모되고 있다고 보았다(나호선 2019.7.10., 5). 따라서 새로운 위협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의 강구가 필요해졌다.
둘째, 군사력 경쟁에서 미국과 나토군의 압도적 우위가 침해받고 있다. 9.11 테러리즘
이후 테러리스트 색출을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개입하는 사이,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현대화로 미국의 군사력에 근접하였다. 러시아는 핵무기의 현대화를 서두르는 한편,
중국은 해군력과 우주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는 “2011-2020 국가무기조달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약 19조 루블(약 630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하여 각 군 무기체계의
70% 이상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착실히 실행 중이다(우평균 2016, 41). 중국은 2015
년 9월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자국의 군사 선진화를 과시하는 기회로 삼았으며, 이는 미국을 더
욱 긴장시켰다. 결국 미국 패권의 중요한 근간이었던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펜타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셋째, 지난 세기에 기술혁신이 정부 주도로 군사 무기 기술개발에서 일어나고 후에 민
간으로 그 기술개발의 과실이 이전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세기는 민간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민간 주도 기술 혁신의 허브가 되고 있으며, 민간 기술을 국방 기술에 접목
함으로써 기존의 구미 군사강국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래식 억제력과 방어 능력에 허점이 노출되
기 시작하였다. 이미 1950년대 핵무기 독점 실패에서도 드러났듯이 민수와 군수 용도를 넘나드
는 기술의 이중 용도성(dual-use technologies) 역시 미국의 통제 범위 밖이다. 이러한 기술의
국경이 무너지고 민수/군수 경계가 모호해진 오늘날, 기술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편승을
하는 것이 해법일 것이다.
이 같은 경각은 동맹국 영국과도 공유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의식은 기술의 발달
과 인식의 성숙 없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웠다. 앞 절에서 논의한 탈냉전기 초기에 시도되었던 정
보지식기반의 군사혁신 노력은 당시 군사전문가들과 미래학자들이 기존의 ‘무기체계중심 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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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래 ‘네트워크 중심전(NCW: network-centric warfare)’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기술발달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가시권 안에 들어온
‘미래전’ 대비에 절박함이 더해지면서 지난 세기에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추구했던 ‘복합체계’ 및
‘혼합전투체계’가 이번 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강화를 통한 ‘통합작
전개념’으로 재등장하였다.
동맹간 상호운용성이 중요해진 이유 중 하나는 앞서 미국의 불안 요인 세가지에서 설명
했듯이 미래전의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어느 일국의 단독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
령, ‘하이브리드 위협(hybrid threats)’은 “고도로 통합된 구상 속에서 노골적인 수단과 은밀한 수
단(overt and covert), 군사, 준군사 및 민간 수단(civilian measures)들이 광범위하게 운영”된다
(NATO Wales Summit Declaration 2014). 각종 언론 매체에 역정보 및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WMD와 테러리즘, 간첩행위, 사이버 공격, 범죄행위 등 다양한 방법을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기존의 국제/국내 법체계와 교전수칙의 허점을 파고들어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NATO Wales Summit Declaration 2014). 이처럼 외교와 군사적 충돌
사이를 오가며 벌이는 전략적 행위로 ‘모호성’이 극대화되는 경우 각국은 독자적으로 신무기 개
발을 서두르는 한편, 동맹군들과의 작전에서 운용 능력 보유를 위해 기술의 플랫폼과 스탠다드
구축에서 협력은 불가피하다. 이 점에서 NATO 동맹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이 국방기술의 현대화 이후 합동 군사 훈련이 잦아진 것도 전장에서 ‘상호운용성’ 확인 및 강화
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은 아래 표에서 보다시피 안보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 중대한 변곡점이라
고 보고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3차 상쇄전략(TOS: The Third
Offset Strategy)으로 더 잘 알려진 ‘미 국방혁신구상(The Defense Innovation Initiative,
2014.11)’은 “21세기에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모
색하여 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미 국방부 차관 워크(Robert O. Work, the
Deputy Secretary of Defense)는 근본 목적으로 인공지능, 무인작전시스템, 자동화 체계 등 신
기술에 기초한 작전운용능력 발전을 통해 잠재적 경쟁국에 대한 “재래식 억제(conventional
deterrence)”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Eliason 2015, 6). 즉, 상쇄전략의 목표는 잠
재적 도전 국가들에 대하여 첨단 재래식 전력에서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압도적 군사우위에 기초한 미국의 미래전 전략으로부터 나토 동맹국들의 국방
혁신은 불가피해졌다 (Mölling,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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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상쇄전략

2차 상쇄전략

3차 상쇄전략

시기

1950년대

1970년대

2014년 이후

주도자

아이젠하워 대통령

브라운 국방장관

헤이글 국방장관

경쟁국

소련

소련

전술 핵무기,

정밀타격유도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보감시정찰(ISR)
효율적 전력투사를

중점투자

작전개념

주요내용

대량보복전략,
유연반응전략

통한 공지전(air-land
battle)

유럽에 대한 소련의 재래

소련의

전략핵능력에

식 공격 억지용으로 전술

대한 억지용으로 타격

핵무기 개발

의 정확성 제고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행위자들 및 요인들
무인자율무기, 인공지능(AI)
효율적 협력을 통한 통합전,
JAM-GC
2016-2030 계획으로 무기체
계 개발 중. 다양한 안보 위협
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유연
하고도 강력한 군 양성 목표

[표1.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 혁신 및 전략 변화]
*출처(다음을 참조하여 저자가 보완): 박준혁,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 추진동향, 한반도 영향전망과 적용방안’
『국가전략』 23(2), 2017, pp.35-65, p.42; 박용운,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미래무기체계 발전 방향,’ <2018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 (2018. 9. 5.)>

지난 1, 2차 상쇄전략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미국은 신기술 개발에만 급급하여 그 기
술을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거버넌스 구상안 마련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그러나
이번 3차 상쇄전략은 “기술혁신에 기초한 전력체계의 획기적 변화(기술)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
술혁신의 승수효과를 높이는 군사력 운용방법(작전개념) 및 운영 혁신적 측면에서의 조직편성(조
직)”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혁신들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박준혁 2017, 37). 이
같은 특징은 앞서 설명한 영국의 국방혁신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영국 통합작전개념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은 미래전의 규모(scale)
와 복합적(complex) 성격상 단독으로 맞서서 승리할 수 없으므로, 군사기술 발전에도 동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식을 공유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호운용성’은 대내적으로
는 ‘9.11 테러(2001)’와 ‘7.7 런던 테러(2005)’ 발생을 계기로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개별
부처 안보 기관들이 사안별 자유로운 이합집산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대
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특히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은 지역이나 물리적 거리를 가리지 않고 수행된다는 점에서 국내외 안
보 관련 기관들 간의 공조는 점점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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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지금까지 영국이 직면한 안보적 도전 요인들과 이의 극복방안으로서 국방혁신의 국가전략 차
원에서 맥락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영국은 이번 국방혁신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가? 영국이 국방혁신을 서두르게 된 발단은 급격한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의 해소와 국방
효율성의 제고 필요성 때문이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부족과 위협의 비가시성과
복합성으로 인한 국방예산 증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안보 개념의 확대와 안보 주체의 다각화
를 통한 전면적인 국방운영 거버넌스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3월 발표된 ‘통합검토보
고’에서 보듯이 엘리트 교육을 통한 군대의 최정예화와 AI와 무인자율기술, 유전자편집 기술을
통한 수퍼솔저의 보급까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국방혁신의 기저에는 고전적 주권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영국의
의도를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영국의 국방혁신을 이끄는 니콜라스 카터(Nicholas Carter) 국방총
장이 영국의 국방혁신의 목적을 국가의 정치력 제고에 있다고 단언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Carter 2020.10.1.). ‘통합검토보고’에서 핵무기 감축 백지화 결정을 밝혔듯이 지정학적 변동에
도 불구하고 국가들의 지전략 경쟁은 군사력 경쟁을 통한 고전적 주권 경쟁에 머물러 있다. 지금
까지 기술의 우위를 통한 국방 능력 제고를 국가간 주권 경쟁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 기술의 혁신
과 적용에 이르는 전 과정이 군사기술혁신이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해졌다
(“exploitation”). 또한 영국이 전망한 대로 다극의 시대 미국의 압도적인 패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기술혁신만으로는 우위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오늘날 국방혁신이 전방위
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영미가 자국의 혁신에만 그치지 않고 동맹국과 혁
신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상호운용성과 국방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가시화될수록 역내 동맹국들의 국방혁신 또한 미국
과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 말해 영국군과 한
국군이 처한 안보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 패권의 약화와 자국내 병력 감축이라는 양적 열세를 군
사혁신을 통한 질적 우위로 상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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