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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주제와 목적
이 글은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이 전장 영역을 다각도로 확장하는 미
래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사혁신을 추진하
고 있음을 분석하려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오늘날 경
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의성과 합리성이 증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여러 요소들의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
큼, 오히려 사회 전반의 취약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 역시 지니고 있다. 첨단 네트워크
기술의 확산으로 적국, 테러 단체나 개인 등의 공격이 지닌 파괴력 또한 비례하여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안보 불안 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러한 와중에 자유주의 전통을 지닌 독일 연방군은 NATO와 EU의 협력 프레임 속에서 미래전의
위협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 전략의 수립과 군사혁신에 노력하고 있음을 살펴보려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독일이 인식하는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독일
의 디지털 군사혁신 방향을 함께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쟁은 폭력을 통해 국가이익을
확보하려는 시도로서 인류의 역사 이래 지속되어온 폭력행위이다. 즉, 전쟁이란 자국의 이익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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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및 의도 관철을 목적으로 적국의 행동 및 정책 변화 등을 강제하는 무력행사 방식으로 규정되
어 왔다. 그러나 전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양상과 수행방식, 정치적 의미는 시대의 과
학기술과 정치, 사회, 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변천을 겪어 왔다. 따라서 전쟁의 양상은 정치
적 무력행사 방식이라는 전쟁의 항구적인 본질과 전쟁과 관련된 복합적 요인들의 변화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독일 연방군(Bundeswehr)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자유주의 군대로서
의 정체성 속에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초점을 두
고 있다.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했던 독일은 통일을 이룩하며 이데올로기 대립을 허물어뜨리는 결
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평화적인 세계질서에 대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는 대
량살상무기의 확산과 러시아의 위협 증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갈등의 심화를 목도하게
되었다. 이는 독일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미래전 대응전략과 군사혁신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
다. 이에 대한 고찰을 위해 본 연구는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정책들을 조직혁신, 작전혁신,
기술혁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 한다. 우선, 조직혁신은 독일 연방군의 정체성을 이루는
자유주의 군대로서의 전통과 징병제 폐지 이후의 독일군이 처한 과제들을 통해 접근한다. 다음으
로 작전혁신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독일이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외전략을
수립해 가고 있는가를 통해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
한 독일군의 개혁방침을 '디지털화'라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진단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독일이
현실적으로 처한 재정적 과제를 살펴볼 것이다.

2. 조직혁신의 과제 : 자유주의 군대로서 독일군의 전통과 변화
조직혁신의 과제는 독일군이 자유주의 군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에 적응
하는 데에 있다. 양차대전이라는 세계사적 경험으로 인해, 독일군의 조직변화는 주변 유럽국가들
은 물론 독일 내부에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지곤 했다. 이는 독일군의 조직혁신이 부대개편이
나 인력 재배치 등의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독일군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된 문제임을 함의
한다. 2차 대전 이후의 전후 질서 속에서, 서독은 자유주의 진영의 전진기지라는 역할을 맡게 되
었으며, 현대 독일 연방군은 이러한 이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무력수단으로서 창설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연방군의 조직혁신은 연방군의 정체성 자체와 연관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역사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근대 이후 전쟁은 국가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당한 대외정책으로 여겨져 왔다. 클라우제비
츠의 유명한 정의인, 전쟁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Fortsetzung der Politik mit
anderen Mitteln)”이라는 명제 역시, 전쟁이 (대외)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외교
방식의 일환임을 의미한다(Clausewitz 1991, 210). 2차 대전의 종식 이전까지 국제질서의 원리
로 작동했던 세력균형은 이와 같이 전쟁을 국가의 일상적이고 당연한 활동으로 규정해왔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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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가는 당연한 권리로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교전권(Jus ad Bellum)을 지닌 것으로 여겨
져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서구 국가들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가 아닌, ‘전쟁’부(프랑
스 : Ministère de la guerre, 미국 : Department of War, 영국 Secretary of State for War)를
부처로 설치하여 운영했었다. 전쟁은 국가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교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대국가의 일상적인 대외정책으로서 여겨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와 현대 국제법의 발달과 함께 전쟁을 불법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존의 전쟁에 비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1차 대전이 종식되면서 국가간 평화를 위해 전
쟁을 불법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1920)의 설립과 대외정책에서 무력행사를 금지한 켈로그-브리앙 조약(Kellogg–
Briand Pact, 1928)의 체결 등은 국제적 제도를 통해 전쟁의 발생을 방지하려한 대표적인 시도
였다. 전간기의 이러한 시도들은 비록 2차 대전의 발발로 실패했으나, 2차 대전의 종식 이후에는
전쟁을 더이상 일상적 대외정책으로 여기지 않는 관점이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전후 질서 속에서
국제사회는 하나의 법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해 개
별 국가의 주권을 경우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규범적 인식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주권의 절
대성을 근거로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력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 즉 '교전권(jus ad bellum)'
역시 평화를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전쟁의 불법화에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은 결과적으로 양차 대전 동안 경험했던 전쟁의 참극이라 할 수 있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정
설립조약은 헌장(Charter)을 통해 “공격전쟁 또는 국제조약, 협정이나 보장을 훼손한 전쟁의 계
획, 준비, 촉발, 이행”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평화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peace)”로 규정
했다.1) UN헌장 제2조 4항 역시 모든 UN 회원국들이 어떤 나라의 영토나 독립을 훼손하려는 ”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threat or use of force)“을 금지함으로써 국가간 분쟁의 해결을 위해 무력
을 동원하는 “폭력에의 권리(Jus ad vim)”를 공식적으로 부인함으로써 공격전쟁을 범죄화하기에
이르렀다.
서독 연방군이 지닌 자유주의 군대로서의 전통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차 대
전 종식 직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연합국들은 독일에 대한 비무장화, 비군사화 방침을 확립했
다. 1945년 8월 2일 공표된 포츠담 선언(Potsdam Agreement)은 독일의 군사주의(militarism)와
나찌즘(Nazism)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대는 물론, 비밀경찰, 예비군, 군사학교, 전
역군인회 등 군사활동이 가능한 모든 조직의 폐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군사적 생산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산업의 통제를 결정함으로써 독일의 무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려 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냉전의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연합국들의 독일에 대한 정책은

1)

Principle VI of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in the Charter of the Nüremberg Tribu
nal and in the Judgment of the Tribunal, 1950. https://ihl-databases.icrc.org/applic/ihl/ihl.nsf/Artic
le.xsp?action=openDocument&documentId=E931047643C6F53AC12563CD0051C9B7 (검색일 : 202
1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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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소련의 팽창으로 동유럽 일대에 소련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이 과정에
서 소련은 동독의 무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게 되었다. 동유럽에서 소련의 팽창이 가
시화됨에 따라 미국은 프랑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무장(rearmament)을 추진하게 되
었다. 서독의 초대 총리였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이러한 국면의 변화를 감지
하고 독일 재무장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전략에 나섰다. 그는 1949년 12월 3일 서독이 “유럽 상
위의 사령부 아래의 유럽 군대 속에서 유럽의 방어에 기여해야 한다”고 표명함으로써 서독 군대
의 부활이 서유럽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Onslow 1951, 452-453). 이처럼
냉전으로 인해 동서독이 각각 소련과 미국의 상호 견제를 위한 최전선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독일 비무장 원칙은 재고되었다. 결국 1955년 서독의 군대인 연방군(Bundeswehr)이 창
설되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군대 창설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서독 연방군은 자유주의 군대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제복
을 입은 시민(Staatsbürger in Uniform)’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독 국방부의 전신이었던 블랑크국
(Blank Amt, 1950-1955)은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라는 정체성 확보를 위해 나찌 독일의 군대였
던 독일 국방군(Wehrmacht)으로부터의 단절과 민주주의 전통의 계승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
의 일환으로 서독의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민주주의적 시민성에 입각한 정체성이 나타
나기 시작한 것이다(Rosen 2006, 171-172). 이후 서독 국방부는 민주주의 전통의 확립을 위한
계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1965년 ‘서독 연방군과 전통(Bundeswehr und Tradition)’이라는 최초
의 전통노선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문건에서 서독 연방군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하는 수단이라는 점이 명확히 강조되었다. 서독 국방부는 이어 1982년에도 ‘서독 연방군의 전통
이해와 계승 노선(Richtlinien zum Traditionsverständnis und zur Traditionspflege in der
Bundeswehr)’을 발표하며, 자유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했다. 이 문건에서 연방군의 모
든 군사행동은 법치국가와 국제법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윤리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동서독 통일 이후에도 독일 연방군은 자유주의 군대로서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독일 국방부는 연방군 전통을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시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클라우제비츠를 상징으로 하는, 나폴레옹에 대한 해방 전쟁 동안 진행된
프로이센의 개혁(1807-1813/19), 둘째는 1944년 7월 20일에 단행된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의
히틀러 암살 시도로 대표되는 나찌 정권에 대한 저항(1933-1945), 셋째는 단계적이며 점진적으
로 달성된 서독 연방군의 전통(1955-)이다(Libero 2006, 49). 독일 연방군은 2018년에도 ‘독일
연방군의 전통(Die Tradition der Bundeswehr)’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적 전통 노선을 발표했다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2018). 여기에서 연방군은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라는 새
로운 변화를 반영한다고 밝히며 독일 연방군의 전통으로 동독 인민군(Nationale Volksarmee) 역
시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과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 인종주의,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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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나찌 정권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독일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독일 연방군은 극우주
의와 단절된 민주주의적 전통을 따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전통을 확립해 가면서도, 독일 연방군은 냉전 해체 이후 조직 차원에서 징병제 폐지라
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11년 독일은 연방군 창설 이후 유지해 오던 징병제로부터 모병제
로 징집방식을 전환했다. 냉전의 해체와 독일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변화로 인해 징병제를 통한
대규모 군대의 유지는 점차 시대착오적인 제도로 인식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모병제로의 전
환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미 안보 위협의 감소에 발맞추어 징병제 하에서의 복무기간이 6개월
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징병제 폐지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또한 군사분야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군대의 첨단화, 전문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단기간 복무하는 대규모
징집 방식보다는 모병제를 통해 직업군인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
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국방비용의 측면에서도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정부 재정에는 유리
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징집대상인 독일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되었다. 그리고 독일 연방군이 NATO의 일원으로서 해외파병 및 공
동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징병제보다는 모병제가 적합하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
다(Schaprian 2004, 23).
징병제 폐지 이후, 독일군은 조직을 현대화하는 데에 주력해 왔다. 2014년 독일 의회가 발표
한 < 연방군의 새로운 이행 – 목적, 수단, 과제(Die Neuausrichtung der Bundeswehr – Ziele,
Maßnahmen, Herausforderungen) > 보고서는 효율적인 군조직 운영을 위한 개혁 방향을 제시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징병제 폐지로 연방군의 규모가 전투병력 185,000명, 지원병력이
55,000명으로 감축된 상황에서 군과 사회의 연계성을 강화해 연방군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생태환경과 사회인프라의 안보 역시 연방군이 담당해야 할 과제
임을 명확히 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Bundestag
2014, 13-15). 이러한 방침의 연장선 속에서 독일 국방부가 2021년 발표한 < 미래 연방군을 위
한 강조점(Eckpunkte für die Bundeswehr der Zukunft) > 보고서는 각 군 부대의 자율적, 창의
적 활동을 고무시키기 위해 군 조직의 유연화를 목표로 하는 “탈중앙화(Dezentralisierung)”을 적
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2021, 24).
그러나 독일 연방군 내부에서 극우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자유주의적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
다. 독일 연방군 내부에 극우 성향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사실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 심
대한

충격을

주었다.

연방군

내

극우세력의

실체는

21017년

독일-프랑스

합동여단

(Deutsch-Französische Brigade) 소속의 프랑코 알브레히트(Franco Albrecht) 중위가 테러 행
위를 시도하려던 혐의로 체포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Jansen 2021). 그는 극우성향의 군인들,
예비군, 경찰, 정치인들이 연계된 ‘한니발’이라는 이름의 집단의 소속 일원으로서, 국가 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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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테러행위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일어
권 전역에 걸쳐 형성된 네오나찌 성향의 네트워크로서 좌파 정치인 및 활동가들의 암살과 독일
정부의 전복 등을 구상하고 이를 위한 무기 확보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Martin Kaul et al.
2018).
특히 이 극우조직에 독일 연방군의 정예부대인 특수부대 KSK(Kommando Spezialkräfte) 소
속 군인들 다수가 핵심멤버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독일 정부는
연방군 내부에서 극우 세력을 일소하기 위한 개혁조치에 착수해, 2020년 8월에는 KSK의 4개
전투중대 가운데 2개 중대를 해체한 바 있다(Cw/kle 2020). 이러한 국내외적 요인에 따라 징병
제를 재도입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독일 사민당(SPD) 소속의 국회 국방의원 에바 회글
(Eva Högl)은 2011년의 징병제 폐지가 “큰 실수”였다고 비판하며, 연방군의 극우화 방지를 위해
징병제를 재도입하여 군대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다
수 정당들은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역설적으로 극우정당은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등 논쟁이 진
행 중이다(Lueb, 2020).

3. 작전혁신의 과제 : 복합지정학적 대응전략
냉전의 해체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에게도 적이 누구인가와 어떤 영역에서 적의
위협이 닥쳐오는가를 재규정해야 하는 복합지정학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전에
대한 독일의 인식은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기반해 있을 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지
정학적 전환에 기반하여 형성되었다. 복합지정학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촉발한 것은 독일을 비롯
한 서유럽이 처해 있는 국제정치적 여건 때문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와 인접해 있는 독일의 지
리적 위치로 인해, 이슬람 근본주의 등에 의한 지속적인 테러 위협입은 독일 안보의 과제로 등장
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러시아의 위협 역시 크림반도 병합 이후, 보다 다각화된 형태로
독일 안보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 미중갈등 이후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도-태
평양 지역의 안정 또한 자유주의 국가로서의 독일 안보의 근간과 연관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독일의 전략적 대응은 NATO와 EU의 일원으로서의 국제적 역할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독일 사회의 복원력(Resilienz)을 보장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하
고 있다.

가. 복합지정학적 전환과 전장의 복합화
독일군 작전혁신의 과제는 안보 환경을 둘러싼 지정학적 전환이라는 맥락 속에서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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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시기까지, 안보의 핵심과제는 특정 적대국가의 군사적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되어
왔다. 냉전의 해체 이후, 이러한 고정적 안보 관념은 그 유효성을 상실해 가기 시작했으며, 안보
위협의 주체와 영역 모두 다변화되는 현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securitization)' 이론이 주장하듯이, 고정된 안보 개념을 벗어나 정치적 여건과 경제적 관계, 국
내 여론의 동향 등이 다이내믹스를 이루는 복합지정학적 안보환경이 대두한 것이다(Buzan
1997). 이러한 유동적 안보 여건 속에서 독일 역시 자국의 안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EU의 주
도국이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로 구성되는 이른바 '대서양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를 추
구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고 이것이 독일 연방군 작전혁신의 핵심 내용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즉, 미래에 독일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안보위협은 지정학적 전환으로 인한 전장 영역의 복합화
와 연관되어 있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개념은 국외와 국내를 구분하는 국경에 기반하여, 군대
를 통한 대외적 안보의 유지와 경찰을 통한 치안의 확보로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적 테러리
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국지적 분쟁, 사이버 위협 등은 이러한 전통적 영토 방위의 개념을 침
식하고 있다. 즉,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안보 개념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다.
탈영토화된 안보 위협은 무엇보다도 2001년 911 테러 이후 세계적 안보 위협으로 등장한 국
제 테러리즘으로 인해 등장했다. 독일에서도 이슬람 테러가 실제로 일어나면서, 안보위협을 초래
한 바 있다. 2004년 베를린을 방문한 이스라엘 총리 아야드 알라위(Ayad Allawi)에 대한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암살시도를 비롯해 2016년 하노버, 에센, 뷔르츠부르크, 안스바흐, 베를린 등 독일
각지에서 연쇄적으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테러행위는 무고
한 민간인들을 향한 무차별적 폭력으로, 향후 미래전의 양상을 더 이상 국경 중심의 근대적 전투
로 국한시킬 수 없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슬람 테러 이외에도, 극우 세력에 의한 테
러 역시 독일이 대처해야 할 주요 안보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연방군 내부와 연계
된 극우 조직 이전에도, ‘국가사회주의 지하(Nationalsozialistischer Untergrund)’라는 극우 세력
들이 테러를 자행한 바 있다. 100여명 이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조직은 1999년 뉘
른베르크 폭탄테러, 2001년과 2004년 쾰른 폭탄테러를 비롯하여 2000년부터 이민자 출신 자영
업자 10여 명에 대한 살인을 자행한 바 있다(Von Der Behrens 2018). 2015년 발생한 시리아
난민위기 역시 대량의 이주민들로 인해 독일의 안전이 영토 내부에서 위협받을 수 있음을 확인
시켜 주었다. 이처럼 독일 내부에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는 물론, 사회적 불안정
요인들 역시 국경에서의 영토방위라는 전통적인 국방 개념을 벗어나는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
장했다.

2016년

발간된

독일

국방백서(Weißbuch)는

“안보정책과

연방군의

미래(Zur

Sicherheitspolitik und zur Zukunft der Bundeswehr)”라는 부제가 함의하듯이, 다각화된 안보요
인들을 미래전의 도전과제로 정의하고 있다. 이 백서는 전통적인 군사부문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축소하면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테러리즘,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공격 가능성, 이민자 문제 등
을 주요한 안보사안으로 지목했다(Weißbuch 2016, 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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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외적인 러시아의 위협 역시 독일이 대처해야 할 안보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2016년 발간된 독일 국방백서는 러시아가 “임박한 시기에 우리의 대륙에서의 안보에 도전이 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Weißbuch 2016, 32). 러시아가 국제질서의 강국으로 등장한 근대 이후
독일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는 방파제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2
차 대전 동안 벌어진 독소전쟁 역시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군사적 대응이라는 수정주의적 역사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Nolte 200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냉전 기간 동안 소련에 대한 자유주
의 진영의 이데올로기적 적대와 위기의식은 서독의 재무장을 가능케한 요인이기도 했다. 안보위
협으로서 러시아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이다.
크림반도 병합 사태는 물론 그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던 우크라이나 유로 마이단(Euromaidan) 사
태는 독일이 속한 서유럽 사회와 러시아 사이에 여전한 인종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Katchanovski 2018). 유로 마이단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문제로 두
고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양분하였고, 인종적, 언어적 공통성에 기반한 러시아의 팽창 의도를 확
인시켜 주었다. 크림 반도 병합을 전후하여 유럽연합은 독일의 주도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나서는 등 전통적인 긴장 관계가 대립요소가 외교적으로 표면화되기도 했다(Götz 2014). 물론
독일과 러시아의 긴장관계는 전통적인 외교관계의 연속이지만, 그 양상으로서 전통적인
(conventional) 군사활동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공격을 포함하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Hybrid)
전략은 사이버 공간 역시 독일이 확보해야 할 안보 공간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6월 독일 연방의회가 직접적인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어 국회의원 10여 명의 컴퓨터
내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한 사건에 러시아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inhold &
Schulze 2017, 7).
또한 지리적 범위를 넘어 세계경제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긴밀해지면서 미중갈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거진 중국에 대한 불안감 역시 독일의 안보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핵
심으로 등장한 중국과의 관계는 독일의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 되었으며, 군사안보적
으로도 NATO의 일원으로서 독일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경쟁의 와중에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된 인도-태평양 지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
끄는 지역인 만큼 독일 역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입장이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핵심이자 세계 강
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의 부상은 국제규범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독일의 대외정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유럽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화웨이와 관련하여 유럽
의 5G 네트워크 사안이 미중갈등으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과의 디지털 장비 교역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 역시 유럽으로서는 안보 위협이 될 수 있
는 사안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지닌 중국이 유럽에게는 “체제경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Perthes 2020, 7-8; Riecke 2021,2). 독일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와 같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해외영토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상이한 정치체제로 인한 갈등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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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마찰로 이어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Bendiek and Lippert 2020, 50-51). 독일 외무부가
2020년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Leitlinien zum Indo-Pazifik)’ 발표한 것 역시 중국이라는 새로
운 안보위협 요인의 등장 가능성에 미리 대처하기 위함이다. ‘독일–유럽–아시아, 함께 21세기를
형성하기’라는 부제를 지닌 이 가이드라인은 독일이 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가
질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외무장관은 서문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미중갈등,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핵심 사안들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독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Auswärtiges Amt 2020, 2-3).
나. NATO와 EU 프레임 속의 다자협력 전략
‘안보정책과 연방군의 미래’라는 부제와 함께 발표된 2016년 독일 국방백서는 독일이 처할
미래전의 안보위협을 폭넓게 정의내리고 있다. 이 백서는 특히 “복원력(Resilienz)”을 국방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며, 사회적 안전의 확보를 위해 형식적 틀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안보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독일 연방군의 역할을 국경에서의 영토수호 임무라는
전통적 임무로부터 확장시켜 사회 내부 전반의 안전 담당으로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전
통적 군사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독일 연방군의 활동영역을 확장하
려는 움직임은 2006년 이후 본격화되어 왔다. 이는 테러리즘의 확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안정해지고 있는 국제정세와 더불어 2011년 징병제가 폐지되는 등 안보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도출된 것이었다. 이 백서는 초국가적 테러, 사이버공간에서의 도전, 국가간
전쟁, 국가와 정부의 취약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정보 · 통신 · 교통망에 대한 위협, 교역
· 원자재 ·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 기후변화, 이민자, 팬데믹과 전염병 등의 다양한 위협들을
미래의 안보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Auswärtiges Amt 2020, 34-45).
이러한 대내외적인 미래 안보불안 요인들에 대하여 독일 연방군은 민주주의 전통과 자유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 2차 대전 이후 적극적인 서유럽 국가들과
의 공조를 통해 창설된 독일 연방군 전통 속에서 미래전에 대비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5년 당시 국방장관이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유럽의 한 가운데로부터 리더쉽
(leadership from the middle)”을 표방하며, 독일이 유럽의 틀 속에서 중심국가 역할을 수행할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16년 독일 국방백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유
럽 방위와 안보 연합(European Defence and Security Union)”을 제안한 바 있다. 유럽통합의
수준을 현재의 경제적, 사법적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군사적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독
일이 이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처럼 독일 연방군의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하
면서도 독일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준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2011년 UN을
통한 국제적 승인 없이는 리비아 내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확인된 바 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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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연합 역시 다자주의에 입각한 독일의 적극적 협력적 리더쉽을 환영하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을 공고히 하고, 유럽 공동의 안보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다양한 안보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 EU Battlegroup(2005) 이래로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PESCO; 2017), European Defence Fund (2017), Military Planning and Conduct Capacity
(2017), Coordinated Annual Defence Review (2019) 등은 이러한 목표 아래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여 만들어진 EU의 공동 안보 시스템에 해당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독일은 NATO 의 일원
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려 한다. 2016년 발표된 국방백서를 통해서도 대서양 양안관
계와 유럽 안보 파트너쉽을 함께 강화하는 것이 독일의 국가이익임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독일은 2003년 창설된 NATO 신속대응군(NRF)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유럽의 안보협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나토의 결속력 역시 강
화하려 한다는 점이다(Algieri, Bauer and Brummer 2006). 일례로 독일과 미국 사이의 외교관
계가 매끄럽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NATO 경시 입장을 공
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비해 메르켈 총리는 NATO를 통한 대서양 양안 사이의 협력을 중시하는
데에서 확인된 바 있다(Mallet, Peel and Buck 2019).
독일 연방군의 적극적인 해외 파병 증가 역시 이러한 EU와 NATO를 통한 다자협력의 틀 속
에서 진행되고 있다. 독일 연방군은 탈냉전 이후 자국방위의 개념을 벗어나, 자유주의 질서와 세
계평화의 수호를 위한 임무 수행에 나서고 있다. 2011년 징병제 중단으로 대대적으로 병력이 감
축되었음에도 해외파병 병력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충된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2018년에 발표된 연방군의 전통에 관한 문건에서도 독일 연방군의 해외 파병 활동에 대한 적극
적인 의미 부여가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냉전 시대의 독일 군대는 국가의 수호에 국한
된 역할을 수행했던 것에 비해 1990년대부터는 독일 연방군이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 파병됨
으로써, 독일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것이다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2018). 이는 당시까지의 해외 파병이 지닌 민주주의적,
국제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의 해외 파병에 대해서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 연방군은 1999년 3월 코소보 파병으로 전후 최초로 무장된 독
일군대의 해외참전을 실시한 바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주변 유럽국가들은 이에 반발하지 않고,
독일의 적극적인 유럽 안보활동을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독일 연방군은 자유주의 진영의 인
도적 군사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정당성 아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연방군은 치안부재국가, 분쟁국가, 비무장 양민에 대한 위협 지역, 해적 출몰해역, 종족간
분규지역 등에 파견되어 살상방지, 안전지대 확보, 의료지원, 난민지원품 수송, 치안유지 활동 등
을 수행 중이다. 나아가 독일 연방군은 2001년 미국이 주도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파견되어
미군 철수시까지 주둔병력을 운용한 바 있다. 또한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도 군대를 파병해 IS
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족 지역정부를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에는 무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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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지원 및 군사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도적 군사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 연방군의 해
외활동들은 테러리즘과 난민문제로 유럽 안보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중동정세에 적극 개입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독일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자유주의 질서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 그림 1 : 독일의 해외파병 지역(2021년 9월) >

https://www.economist.com/europe/2021/09/11/after-afghanistan-germans-rethink-th
eir-countrys-foreign-policy
(검색일 : 2021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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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독일의 해외파병 병력 현황(2021년 10월 4일) >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5883/number-of-soldiers-of-the-bundeswehr-ab
road/
(검색일 : 2021년 11월 1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독일의 대외정책 역시 이러한 자유주의 다자
협력 체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해역을 통해 전세계 상품 및 원자재의 2/3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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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만큼, 독일 역시 이 지역에 깊은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2020년 발표된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에서 독일은 NATO, OSCE(유럽안보협력기구)와 같은 집단안보체제와 UN, 유럽연합
과 ASEAN 등 다양한 다자 협력체제의 틀 속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법을 모색할 것
임을 천명하고 있다(Auswärtiges Amt 2020, 2-3). 독일은 NATO 의 “Partners Across the
Globe” 협력체계의 틀 속에서 사이버 안보, 해상안보, 인도적 지원, 자연재해 구호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처, 인권과 법치주의 옹호, 공정하고 지속가능
한 자유무역, 디지털 전환을 함께 추구한다는 자유주의적 목표를 확실히 하고 있다(Auswärtiges
Amt 2020, 39). EU 차원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도 강화되고 있다. EU가 2016년 발표
한 “유럽의 번영과 아시아의 안보” 연계 전략에 기반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EU를 통한
“Enhancing Security Cooperation in and with Asia” 프로젝트를 주도한 바 있다. 이 밖에도
Asian Development Bank(AD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AIIB), Pacific Islands
Forum(PIF), Mekong River Commission(MRC), Asia-Europe Meeting(ASEM),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BIMSTEC) 등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다자기구와 적극적인 협력을 취한다는 입장 역시 표명하고 있다(Auswärtiges Amt 2020,
24-25).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서의 EU-일본
파트너쉽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독일이 설정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 ‘규범에 기반하여 공
간과 시장을 연결하기, 그리고 디지털로 전환하기’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대외정책을 견제하고 있
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간을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중국의 일대
일로 사업이다. 독일은 이 사업이 관련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재정의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환경적으로도 비판을 받고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독일은 EU와 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
양 지역에서 중국과는 달리 지속가능성, 투명성, 대등성, 개인정보 보호에 기반한 교통체계, 에너
지 플랫폼, 디지털 네트워크 건설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투자에 대
한 아시아 파트너 역할을 할 국가로 이 가이드라인은 일본을 지목했다. 2019년 EU와 일본은 투
자 대상국의 재정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방식의 인
프라 투자를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연결성과 질적 인프라스트럭쳐에 관한 파트너쉽
(Partnership on Sustainable Connectivity and Quality Infrastructure)’을 체결한 바 있다
(Auswärtiges Amt 2020, 53-54).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한 독일 정부
의 입장 발표 이후, 이 지역에서 독일의 군사 활동이 표면화되고 있다. 독일은 2021년 8월부터
프리깃함 바이에른을 인도-태평양 해역에 파견하여 6개월 이상의 항해를 진행하고 있다. 2022
년에는 독일 공군 전력 역시 오스트레일리아 일대에서 훈련을 계획 중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서 독일의 군사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풍부한 해양자원은 물론
주요 유통로로 이용되는 높은 산업적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이 지역은 미중 갈등은 물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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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파키스탄과 북한까지 핵보유국가들이 밀집해 있어 높은 군사적 긴장이 잠재해 있는 곳이
다. 이외에도 지역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닌 테러집단, 해적, 조직범죄, 자연재해, 이민자 문제
등이 산재해 있어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의 관점에서 위험요소가 내재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긴장요인은 독일의 영향력 확대 및 군사활동의 개시를
위한 명분이 되고 있다. NATO, EU의 일원이자 핵심적인 멤버의 자격으로서 독일은 지리적 거리
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적극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Heiduk and Wacker 2020,
40).

4. 기술혁신의 과제 : 독일의 미래전 대비 디지털 군사혁신의 과제와 전략
독일 연방군은 미래전의 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NATO와 EU의 협력 프레임 속에서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해 디지털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독일 연방군으로 하여금, Game
Changer 에 해당하는 전략 무기의 개발과 배치보다는 EU와 NATO의 지휘에 따른 군사행동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실질적 차원의 첨단화 전략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을 위해
독일 연방군은 디지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기술혁신을 위한 무기와 장비의 확충, 그리
고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가. 다영역 작전 수행을 위한 디지털 군사혁신
기술혁신은 앞서 살펴본 조직혁신과 작전혁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독일 연방군은 향후의 전장(戰場)이 될 다영역 공간을 설정하고 다영역 공간에
서의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화(化)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독일 연방군은 한정
된 예산 속에서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을 위해 전술적 차원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현재의 가용 병력과 장비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다영역 작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다영역
작전(Multi Domain Operations)은 미래전장에서의 새로운 전쟁양상 속에서 전장을 주도할 수 있
는 전투수행 방안으로 2018년부터 미 육군에 의해 도입된 작전개념이다. 다영역 작전의 핵심은
러시아, 중국과의 무력 충돌 상황에서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영역 등 전투가 진행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통합한 유기적인 작전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있다(Townsend 2018, vi-vii). 이
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휘통제 체계를 수립하는 모델이 필수적이며 이는
기존의 육군, 해군, 공군의 개별적 작전체계를 넘어서는 통합적 작전개념의 형성을 전제한다. 독
일 연방군에서도 2018년부터 NATO의 협력 프레임 속에서 다영역 작전을 실행하는 방안이 논의
되기 시작했다(Siegemund 2018). 미군의 다영역 작전 개념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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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국과의 무력 충돌을 염두에 두고 발전되고 있다면,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NATO의 협력체계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효과적인
군사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던 유럽국가들에게 미군의 다영역 작전은 하나의 대안이 되었던 것
이다(Masuhr 2020, 173). 독일의 경우, 아직 다영역 작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다만, 다영역 작전의 선행조건으로서 전통적인 육해공군을 넘어서는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사활동 담당을 위한 부대창설, 편제 개편 작업 등이 준비되고 있다(Gady
and Stronell 2021, 163-164).
이미 독일 연방군은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사활동을 담당할 부대를 신설함으로써
미래전에 대비해 왔다. 독일 연방군은 2020년 다영역 작전체계에서 우주 공간을 담당할 부대로
공군 예하에 ‘항공과 우주 작전 센터(Air and Space Operations Centre)’를 창설했다. 2019년
미국과 2020년 프랑스에서 우주 부대가 창설된 것에 보조를 맞춘 움직임이며, 2019년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NATO 지도자 회의에서 다영역 작전의 일부로 우주 공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데
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독일의 우주 공간 전략은 독자적인 작전활동에 초점을 두지는 않고,
인공위성을 통한 정찰활동, 전장정보의 제공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Vogel 2020, 3-4). 사이
버 공간의 경우, 독일 연방군은 ‘사이버와 정보공간 사령부(Kommando Cyber- und
Informationsraum)’를 2017년 창설하여 운영 중이다. 향후에는 이를 확대 개편하여 연방 사이버
군을 창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015년부터 해킹 등을 통한 사이버 공격이 빈번해지자 독
일 내에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연방
군은 사이버와 정보공간 사령부의 인력구성에서 군인과 민간인들을 함께 배치하는 등 사이버 기
술을 선도하는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사이버 안보 체계를 수립해 가고 있다. 특히 전
후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국방부는 내무부와 공동으로 ‘사이버 안보 혁
신을 위한 에이전시(Agentur für Innovation in der Cybersicherheit)를 설립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김주희 2019, 11-12).
다영역 작전을 포함한 독일 연방군의 군사혁신은 종합적으로는 독일 연방군의 디지털화
(Digitalisierung)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독일 연방군의 디지털화 정책은 EU와 NATO
의 틀 속에서 주어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연방군의 디지털화란 ’미래 보병(Infanterist der Zukunft)‘, 드론 등 무인무기체계 개발, 사이
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미래 보병이란 병사 개개인의 수준에서 첨단화를 달
성하려는 시도로서 열추적 감지 장비 장착 등을 통한 개인화기의 첨단화는 물론 카메라 및 네트
워크화된 장비 사용을 통한 작전 효율성의 증대, 자율주행차량 및 이동로봇을 이용한 전투지원
체계의 디지털화 등을 포함한다. 첨단 장비의 유기적 통합을 위해 광학기술이 적용된 무기와 강
화된 보호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된 지휘통제 장비 등이 미래 보병의 핵심기술을 구성하고 있다
(Volkmann 2014, 54-55). 미래 보병 시스템은 2002년 코소보 내전에서 프로토 타입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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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활용 가능성 여부가 테스트된 이후, 2006년부터 독일 연방군에 보급되어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수행 능력 배양에 활용되고 있다(Dewitz 2013). 드론과 로봇 등 무인무기 체계 역시 독일 연
방군의 디지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미국이 개발한 무인정찰기 Global
Hawk 의 유럽 시스템에 해당하는 Euro Hawk를 이미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생산하는 무인정찰기 체계인 IAI Heron 역시 도입해 아프가니스탄에 배치, 운영한 바 있다
(Bundestag. 2020, 25). 드론 이외의 킬러 로봇 등 전투용 무인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정치적,
윤리적 문제가 남아 있으나, 독일에서도 국제적인 기준, 특히 EU 차원의 활용규범의 도입과 함께
작전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Dahlmann and Dickow 2019, 24-26). 또한 직접적인 전투분야
외에도 인사관리, 물자관리 · 운용 · 보급 등에 첨단 정보화기술 도입 역시 계획되고 있다. 독
일 연방군의 디지털화는 군사활동을 지원하는 상용차량 관리, 물자정비, 피복관리 등 비핵심분야
를 대폭 민영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국방혁신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나. 디지털 기술혁신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과제
독일 연방군은 미래의 전쟁을 구성하게 될 복합적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국방부는 2021년 < 미래 연방군을 위한 강조점
(Eckpunkte für die Bundeswehr der Zukunft) >이란 이름으로 국방개혁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
다. 이에 따르면, 지휘체계의 확립을 통한 기능의 개선, 효율성의 제고(提高), 탈집중화, 작전태세
강화 등이 목표로 설정되었다(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2021, 10). 독일의 첨단 과
학기술은 높은 수준을 자랑하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기 제조와 판매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목표 달성은 당연한 듯이 보인다. 독일은 실제로 국제 무기거래 시장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위의 수출 규모를 갖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국방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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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무기수출 국가별 현황 2016-2020 >

https://www.statista.com/chart/18417/global-weapons-exports/
(검색일 : 2021년 11월 1일)

그러나 독일 내부에서는 국방력 제고를 위해 독일 연방군이 내부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을 해
결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 발간된 독일 의회 국방위원회의 연례보고
서는 수년 동안 독일군의 고질적인 문제로 장비 부족, 인력 부족, 관료화, 병력의 훈련부족 등이
제기되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방한복, 헬멧, 군용베낭 등
이 규격에 맞지 않다거나, 군용차량과 헬리콥터, 군함 등이 부족하거나 노후한 상태로 작전 투입
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Bundestag 2021, 6). 의회 국방위원 한스-페터 바텔스
(Hans-Peter Bartels)와 국방부 자문위원 라이너 글라츠(Rainer L. Glatz)는 2020년 발간한 보고
서를 통해, 냉전 해체 이후 진행되어 온 국방개혁 조치들이 민간기업의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예
산에 맞춘 기획(design to budget)’이었음을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임기응변식의 장비도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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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즉각적인 임무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Bartels
and Glatz 2020). 바텔스 위원은 또한 무기 및 장비 구매에 있어서 이케아(Ikea)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주문했던 기존의 방식을 대신하
여, 가구매장인 이케아에서 전시된 가구들을 쇼핑하듯이, ‘찾아보기, 지불하기, 가져오기’의 순으
로 예산사용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Birnbaum 2020). 바텔스 국방위원은 2018년 이미 독
일 해군에 함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NATO, EU, UN 등의 공동작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고 비판
한 바 있다(Uhlebroich 2018).
그러므로 독일 연방군의 기술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는 재정확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
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국방비 규모는 단순히 국내정치적인 사안일 뿐 아니라 국제정
치와도 연계된 논쟁적 사안이 되어 왔다. 독일의 주요 국방 관련 사안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NATO라는 틀 속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국방비 역시 NATO 동맹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정되어
왔다. 2002년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
투아니아)과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의 신규 NATO 가입국들에게 국방비 증강을 요구함과 동시에
기존 회원국들 역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늘리는 방안이 결정되었다. 이 때
결정된 이른바 ‘2% 목표(Zwei-Prozent-Ziel)’는 2014년 9월 웨일스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
서도 재확인되었다. 이는 물론 같은해 2월 무력충돌이 발생한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유럽 국가
들의 안보 위기감 때문이었다. 2014년 당시 독일은 GDP의 1.2% 가량을 국방비에 지출하던 상
황이라, 독일로서는 NATO의 결정에 따라 2024년까지 국방비를 거의 두배로 늘려야 하는 상황
이었다(Techau 2015, 3; Stöber 2019).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함에 따라 다른 사안들과 함께 미국과 독일 사이의 외교
적 마찰이 표면화되기도 했다(Olesen 2020).
독일의 국방비 증액은 기술혁신을 위한 비용 마련에 필수적인 사안이자 동시에 국제 사회의
요청에 부합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독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국방예산은 2020년
에 비해 3.2% 증가한 530억 유로(한화 약 71조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의 GDP 대비
1.5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NATO가 바라는 2%에는 많이 모자란 액수이지만, 코로나 팬데믹
으로 인해 독일 역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상당한 증가분임을 알 수 있다(DPA
2021).
그러나 독일의 국방비 증액은 독일의 역사 문제로 인해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 무
엇보다도 자국의 국방력 증강에 대해 정작 독일 국민들의 의견은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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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국방비 증강에 대한 독일 국민의식 여론조사(2021년 10월 4일) >

증가

현재대로 유지

대폭 축소

모름

출처 : Sicherheits- und verteidigungspolitisches Meinungsbild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21년 3월 발간된 < 독일의 안보정책과 국방정책 의견현황 : 2020년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 >에 따르면, 국방비와 관련하여 독일 국민의 42%는 증액에 찬성하지만, 40%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 그림 4 >에서 나타나듯이, 지난 20년 동안 독
일의 국민여론은 당시의 주요한 사건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911 테
러가 발생한 2001년 직후와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한 2014년 직후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방비
증액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전해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Steinbrecher
et al. 2021, 203-204). 따라서 향후 국제정세의 전개에 따라 국방비 증액에 대한 국민 여론 역
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독일 정부로서는 대내외적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요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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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동의 속에서 기술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5. 맺음말
독일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은 구체적인 지정학적 위협과 점증하는 기술발전의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도출된다. 냉전의 해체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경제위기 및 브렉시트 등과 같
은 유럽연합 위기, 징병제 폐지, 중동 지역에서의 불안정,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등으로 인해
독일은 급격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경제교류의 활성
화와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안보 관념이 기반해 있던 국경이 사실상 소멸해 가고 있
다는 점이다. 21세기 들어 빈번해진 테러 공격을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안보 현장은
공간적으로 전쟁터와 평화적 공간, 시간적으로 전시와 평시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미래전에 대비한 안보 전략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의 진보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내
부 사회의 안정과 시민들 상호간 신뢰를 확립함으로써 국내적 복원력(Resilienz)을 보장하는 것까
지를 고려해야 한다. 급변하는 역동적 정치질서 속에서 독일은 NATO와 EU 등 지역협력 프레임
을 준수하며, 이에 근거하여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는 독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전
장환경의 안보위협의 다양화와 다각화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군사혁신이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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