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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차(Tank)는 영국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군사혁신(RMA; Revolutions in Military Affairs) 산
물이다. 전차가 전장에서 대량으로 운용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접어들면서였다. 전차는
1917년도 가을의 캉브레(Cambrai) 전투와 1918년도 8월 초의 아미앵(Amiens) 전투에서 승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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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독일에 대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처럼 탄생 초기부터 전차가 나름의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에 가까웠다.
최초의 전차는 아군 참호 진지와 적 참호 진지 사이의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적의 방어지역
을 돌파하는 임무와 주공(主攻)인 보병전력을 적의 기관총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전차는 나름의 잠재성을 발휘했음에도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18년 11월 시점에서 기존 역
할 이상의 관점에서 전차를 바라본 사람은 전차를 설계한 사람뿐만 아니라 군인 중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영국 육군성(War Office)에서 근무했던 풀러(J. F. C. Fuller)는 군단
사령부 수준까지의 독일군 본부를 전차 중심의 기갑전력으로 공격해 적의 지휘통제 능력을 마비
시킬 목적의 '작계1919(Plan 1919)'라는 신(新)전술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에 종전되어 영국육군은 1919년을 지향한 풀러의 계획을 시도 해보지 못하게 되었
다. 결과적으로 전차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선에서 효과를 발휘한 무기체계이자 나름의 잠재능
력과 미래의 전장을 구상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무기로 남았다.
영국에서 시작된 전차라는 군사혁신은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등 여러 국가에 영향
을 미쳤다. 각 국가에서 전차의 개념은 보편적인 개념이 되어갔고 전차를 이용한 전술, 군사교리
및 군사사상이 풍부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특이점이 발생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
된 이후 전차의 종주국이자 전차의 활용에서 가장 선두주자였던 영국이 전차를 활용한 군사교리
나 군사사상 측면에서 뒤지기 시작한 것이다. 반대로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공
세적이고도 창의적인 현대 군사전략을 태동시킴과 동시에 ‘전차’라는 군사혁신의 방향을 가장 성
공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경험에 대해 영국과 독일은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반응하였는데, 영국
의 정치적 환경을 살펴보면 반전(反戰)과 육군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영국 육군의 조직적 환경 또한 경험의 해석에 영향을 미쳐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수용하
는 방향을 결정했다. 영국은 전쟁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투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력의 효용성에 관해 보수적인 견해를 견지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영국이 전차 개
발과 운용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혁신에서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를 탐구해본
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정치적 환경과 조직적 환경을 살펴보고, 영국의 전략 환경이 제
1차 세계대전에 대한 경험의 해석에 미친 영향과 혁신의 방향성 설정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알아보겠다.

2/13

Ⅱ. 영국 군사혁신의 전개
1. 세계대전의 경험과 해석
1917년 11월 20일, 영국은 캉브레(Cambrai) 전투에 476대의 전차를 동시 투입했다. 2개 군
단의 병력이 476대의 전차와 함께 돌격하자 공격 당일에 영국군은 독일군 참호 진지를 향해 최
대 8㎞까지 전선을 돌파했다. 캉브레 전투 개시 첫날의 영국군 사상자는 약 4,000명으로, 예상되
었던 사상자 수치를 훨씬 밑돌았다. 전차의 방호력을 이용해 무인지대(無人地帶 : No man's
land)를 돌파하는 대규모 공세가 성공을 거두었다. 이내 독일군이 예비대를 가용해 조직적으로
반격하였고, 결국 영국군은 점령지 대부분을 포기하고 후퇴했다 (홍희범 2013). 그러나 캉브레
전투는 전차의 대규모 공세가 적 방어선에 주는 충격이 매우 크다는 분명한 사실을 남겼다.
1918년 8월 8일 아미앵(Amiens) 전투에서도 전차는 지대한 기여를 했다. 독일군 총사령관은 에
리히 루덴도르프(Erich Ludendorff)는 아미앵 전투의 첫날을 “독일군에게 암흑의 날”이라고 회상
했다. 전차가 나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표면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경험은 분명했다.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차가 보여준 가능성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 오히려 전통적인 방식으로 승리한 전투에 더욱 초점
을 맞추어 교훈을 도출하는 사고가 주류였다. 영국원정군(BEF: British Expeditionary Force)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1918년 영국군이 수행한 전쟁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
었는데, 7월과 8월의 기계화전과 8월 말부터 종전까지 수행된 전통적 형태의 전쟁이 었다. 그런
데 이 중 대규모 기갑 공격 없이 거의 모든 장교에게 친숙한 형태의 방식으로 전쟁이 수행되던
1918년 말 전쟁이 끝나면서, 이러한 기존 방식이 전쟁에서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인식이 등장했
고 이로 인해 1920년대 및 1930년대의 기계화전에 관한 논의는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Travers 1992, 179).
영국군의 보수적인 조직 환경과 연계 지어 생각할 때, 1918년 8월 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영국이 보병과 포병을 중심으로 한 개념에 의존했다는 사실은 역사적
경험의 해석 또한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1918년 7월과 8월에 독일군의
방어 진지를 돌파하기 위해 전차와 보병을 결합해 사용하여 주목할 만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영국은 전통적 형식의 방법에 의한 승리에 더욱 주목했다. 전차를 이용했던 전투에서의 승리가
향후 전쟁의 형태는 기갑전력을 이용한 전과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감을 암시하고 있음은 분명하
였다. 그러나 구태의연(舊態依然)한 사고방식에 집착해 있었던 영국육군의 장교단은 제1차 세계
대전에서의 교훈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조직의 보수성에 의해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역사
적 경험은 과거와 동일한 관념과 접근 방식으로 해석되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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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육군은 지난 전쟁의 교훈을 조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왜곡시키기도 했다. 영국은 제1
차 세계대전의 전훈을 조사할 목적의 위원회를 1932년에 구성하였다. 당시의 CIGS(Chief of the
Imperial General Staff)였던 조지 밀른(George Francis Milne)은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폭넓은 권
한을 부여하고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훈을 연구하여 여러 보고서의 내용대로 지난 전쟁의 교훈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훈이 영국군의 교범과 훈련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
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Winton 1988, 127). 위원회가 보고서를 완성하는 작업은 밀른에 이
어 CIGS가 된 몽고메리의 임기 초반에 완료되었고, 작성된 보고서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
국 육군의 업적에 대한 비판과 몇 가지 제언이 언급되었다.
몽고메리는 영국육군의 보수적 특성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그는 장교단에 불편함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가 장교단 내부에서 공유되도록 허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에 영국육군
은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삭제하고, 문서의 의미를 변질시켜 전쟁에서 육군의 업적을 보다 우호
적으로 표현한 보고서를 제작했다 (Winton 1988, 127). 결과적으로 전훈 위원회의 보고서 원본
은 소수의 육군 최고위 지휘관들만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영국 장교단은 육군에 의해 내용이
수정된 보고서를 배부받았다. 당시 영국 육군의 지휘부는 자신들에게 불편한 사실을 조작하는 경
향이 있었는데, 이같이 전훈을 변질시킴은 직언을 수용하지 못하는 육군 수뇌부의 일반적인 분위
기를 보여준다. 결국, 전쟁의 진정한 교훈은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영국은 지난 전쟁의 전훈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전쟁의
전훈을 다룬 공식적 연구가 너무 늦게 출범된 사실, 전쟁에서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의
적 왜곡, 우호적으로 표현된 육군의 업적은 올바른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악화
시켰다 (Travers 1987, 203-249). 결정적으로 전차를 이용한 전장의 승리보다 전통적인 방식의
승리에 주안점을 두고 전훈을 해석함은 전차의 가능성에 주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2. 영국 전차의 운용발전 방향
군사혁신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군사력을 구축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군사혁신은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근욱 2010, 140). 미래에 대한 논의 중 미래의 기술적 측면 이
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에는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느냐 하는 점이다. ‘전차’ 그 자체보다는
전차를 이용하여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고 목표할 것인지를 논의하
는 것이 핵심적이다. 이 지점에서 영국은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에 실패했다.
풀러(John Frederick Charles Fuller)의 ‘작계1919(Plan 1919)’에서 제시된 전차를 이용한 마
비전(痲痹戰)은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미래 전쟁에서의 군사력 운용 방안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
이었다. 하지만 영국육군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훈을 전통적 방식의 고수로 결론지었다. 여기에
기존 병과인 보병과 포병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와 자신의 전통적인 입지를 고수하려는 기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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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이 더해져 기갑을 중심으로 하는 전력을 구축한다는 개념이 완강히 거부되었다. 또한, 영국
육군의 보수적 조직 성향과 자신들의 의견대로 기갑 중심의 전력을 구축하지 않는 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던 군 개혁가들과 군 수뇌부 사이의 갈등은 기계화전을 향한 혁신을 더욱 더디게
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미래를 위한 중대한 사상과 그것을 창안한 인재를 얻었음에
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혁신을 방해하는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1, 2차 세계대전 전간기(戰間期)에 CIGS
인 밀른에 의해 혁신을 시도되기도 했다. 그는 부족한 육군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 기
갑전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기갑전력의 가능성을 알아본 안목이 있는 지휘관이었
는데, 1927년도의 연설에서는 ‘영국육군이 모두 기갑전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Murray 1984, 85).
이에 상응하듯 1928년 영국의 기병연대가 처음으로 기계화되었다. 그러나 기병연대의 보수
주의와 유럽의 대공황, 계속되는 국방예산의 감축이 이어진 탓에 나머지 기병연대들이 기계화되
기까지는 10년이 더 소요되었다 (윌리·허드슨 2018. 42). 보수적인 군 내의 성향과 육군에 비
호의적인 정치적 상황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기갑중심의 전력이 보여준 가능성과 소수의 군 개
혁가들에 의한 진취적인 의견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였다. 1927
년에 기갑전 이론을 실험하기 위해 실험 형태로 창설된 기계화 부대는 1931년까지 예산 부족으
로 인해 해체된 상태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현실이었다 (Murray & Millet 1996, 26).
더불어 밀른 이후의 CIGS들은 전차의 잠재능력 파악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휘
관은 기갑전력의 발전을 보병 및 기병과 전적으로 연계시키고 있었다. 여전히 전쟁의 중심은 보
병과 기병, 포병이며 기갑전력은 오로지 이들을 조력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영국육군은 보
병, 포병 및 기병에 의한 전쟁 수행 그리고 연대적 사상의 범주 안에서 속박되어 있었다. 전차는
아직 “보병의 종속물”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영국은 보병 지원과 기병의 기동성을 대체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상이(相
異)한 전차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개념에서 만들어진 것이 보병부대의
선두에 나서 철조망이나 토치카를 파괴하고, 참호를 뛰어넘어 보병의 돌파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보병전차’였다. 한편 영국군은 보병전차와 함께 보병지원 이외의 모든 전투에 참가하는 ‘순
항전차’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이것은 예전의 기병과 같이 기동력을 살려서 적 부대를 추격
하거나, 진지나 전선의 측면 후방으로 돌아가 기습이나 혼란을 일으키는 전차이다 (오나미 아츠
시 2011, 16). 마치 보수적인 군 장교들과 군 개혁파의 대립을 방증하듯, 영국은 양 진영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전차의 개념을 이분(二分)하였다.
정리하면 제1, 2차 세계대전 전간기, 영국육군은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에 전차를
주축으로 하여 기동성이 우수하고 기계화된 전력을 전장에 투입하는 기동실험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풀러와 리델하트 같은 영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장차 지상전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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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과 보병과 포병 중심의 영국육군을 전차부
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군 구조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풀러와 리델하트의 요구는
대부분의 육군 장교에게는 자신들의 존재 기반인 육군의 기본 조직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위협하
는 과격한 제안으로 여겨지면서 많은 반대에 직면하였다. 결국, 1930년대 후반 2차 대전 발발
직전까지 영국육군은 전차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계화전에 대한 교리나 기갑사단의 전력구조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자신들이 개발한 신무기 기술의 군사혁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Murray &
Watts 1995).
영국은 통일되지 못한 혁신 방향 및 예산 부족에 의해 전차 운용발전 방향에서 진취적인 성
과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독일이 영국의 기동훈련에 영감을 받아 전차사단의 아이디어를 얻는
등 영국은 군사혁신에서 선두를 빼앗겼다.

Ⅲ. 군사혁신 실패 환경
1. 반전(反戰)과 해군 중심의 문화
혁신의 성공은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과거 경험의 해석으로 결정된다. 영국의 조직적·
정치적 환경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이 겪은 경험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쳤다. 영국 국민
에게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훈은 정치적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전쟁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반전(反戰)으로 연결되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 후반까지 영국에서는 반(反) 군사적인 분위
기기가 지배적이었고, 영국육군은 이러한 비협조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당시 영국의 모든 민주
정당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이와 거리를 두려 했다 (Murray &
Millet 1996, 9).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영국인이 전장에서 희생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 대부분이 육군으로 참전하여 전사하였다는 사실은 영국에서 전쟁을 혐오하는 분위기를 조성
하였고 이에 특히 지상군, 육군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정치 환경이 조성되었다. 영국은 예산과
인력의 측면에서 영국 공군과 영국 해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던 영국은 이 피해의 원인을 영
국이 전통적인 전쟁 수행방식에서 벗어난 형태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해군력
이 주축이 되는 전통적인 군사력 건설 및 운용과 달리 영국이 제1차 세계대전 중 지상군을 투입
해 직접 개입함으로써 독자적인 정책 및 전략 수행방식을 상실했다고 전훈을 도출한 것이다. ‘전
쟁 자체가 문제임과 동시에 영국이 기존과 다른 전쟁 수행방식을 띤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전훈
을 지지하는 대중(大衆)과 이에 부응하는 정치권은 결국 육군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전
쟁의 경험에 반응하였다.
영국의 정치가들은 육군의 역할을 축소하며 육군의 목적을 식민지(植民地)를 통치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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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으로 설정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육군에 제한된 몇 가지의 역할을 부여했다. 외세의 침입으
로부터 영국의 도서(島嶼)를 지키며, 무역항로를 경비하고, 대영제국의 경찰전력으로 기여하며,
앞에서 나열된 3가지의 역할이 모두 충족될 때 영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의 방어를 위해 공
조한다는 것이다 (PRO 1938a). 전쟁 경험의 부정적인 해석에 의해 영국 육군은 당대의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1930년대 중반부터 영국 육군은 최대의 잠재적 적국이 독일이라는 점, 그리고 유럽대륙에서
다시금 독일과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대륙에 지상군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파악하
고 있었다. 그러나 육군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던 대중적·정치적 분위기는 육군이 자
각하고 있던 내용에 동조하지 못했다. 오히려 개혁적인 군사사상가들이 전면에 등장해서 대륙 개
입을 차단하려 시도했다.
20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군사사상가 리델 하트(Basil Henry Liddell Hart)의 경우 1932년 발
간한 저서 『영국의 전쟁방식 (The British Way in Warfare)』에서 “제한적 형태의 책임(Limited
Liability)”이라는 논리를 주장했다 (Liddell Hart 1932). 그는 영국이 수행한 전쟁을 분석하여 전
쟁의 접근 방식에 대한 영국의 전통적인 시각을 도출했다. 그가 제시한 핵심은 ‘해군력을 중핵
(中核)으로 하는 전쟁 수행’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대규모 지상군을 대륙의 전선에 투
사하여 직접 개입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거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영국은 자국의 식민지와 변방을 보호할 목적에서 해상을 제패할 수 있을 정도의 해
군력과 소규모의 육군을 유지하였다. 16세기 말 이래로 영국은 해양국가로서 힘을 키워왔고, 타
국과의 경쟁에서도 해군력을 이용해 해안 봉쇄 및 전략적 요충지를 기습 점령하는 방식으로 군
사적 우위를 유지해 왔다 (이내주 2013, 242).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중 과도한 개입 탓에 독
자적인 정책 및 전략 수행방식을 상실하고 프랑스나 러시아와 같은 동맹국의 요구에 응할 수밖
에 없었으며, 그 대가로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고 리델 하트는 주장했다
(MacMmillan 1995, 33-34).
그의 주장은 영국인들에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의 지옥과도 같았던 상황을 다시 겪
지 않도록 겪지 않도록 해주는 매력적인 방안으로 보였다. 이로 인해 당시 영국의 지식층(知識
層)에서는 대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및 전쟁 자체를 배격하는 자세가 만연해졌고, 이는 국가적
차원의 고립주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1)
리델 하트는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간접접근 이론을 내세우며 영국육
군의 대륙 전개를 반대했다. 1937년도 9월 출범한 체임벌린(N. Chamberlain) 행정부는 ‘제한적
형태의 책임’이라는 리델하트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1937년 실질적 위협으로 부상한 히틀러의

1)

1933년 2월 9일, 당대 영국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옥스포드대 학생들이 ‘this
House will in no circumstances fight for its King and Country(그 어떤 경우에라도 국가와 국왕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옥스퍼드 결의(Oxford Oath)는 이러한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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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군에 대비해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유럽대륙에 파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리델 하트
는 육군장관 호어-벨리샤(L. Hore-Belisha)에게 ‘영국군을 무장시키지 말라’라고 조언한 바 있었
고, 이러한 논의는 체임벌린 정부의 국방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심지어 당시 영국에서는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유럽대륙에 영국육군을 파병하는 것은 안 된다’는 내용의 논문들이 군 관
련 잡지에 연속해서 게재되고 있었다 (Mearshiemer 1988; Murray & Millett 1996, 10).
1939년도 봄 체임벌린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대륙에서의 전쟁에 영국
이 지난 전쟁(제1차 세계대전)과 동일한 전선에서 싸울 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
는다. 분명 영국은 다른 방안을 강구(講究)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영국육군의 기여는
제한되어야 한다. 다음에 있을 독일과의 전쟁을 영국 독자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가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거대한 육군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과 동맹
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체임벌린은 영국 또한 대규모 지상군을 투사해야 하는 상황을
수용하지 않았다 (PRO 1937, 18).
1937년, 체임벌린은 국방예산을 규제하여 육군 예산을 삭감했다 (PRO 1938b) 그 결과 근대
화된 형태의 탱크를 생산하는 목적의 설계작업이 전면 중단되었다. 영국육군은 생산 중인 탱크가
전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Murray & Millett 1996, 10). 1930년대에 기갑전력의 건설과
관련된 영국육군의 구상이 역설적으로 기계화전을 주장한 리델 하트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전쟁 경험에 대한 영국의 해석은 전차의 가능성을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거
나,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대중과 정치권이 움직이는 것이었다. 일부 군 개혁가들의 진
취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보수적인 육군의 환경과 상충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영향으로는 육군
의 입지가 좁아지며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받지 못하게 되었다. 영
국은 군사혁신을 위한 방향에서 대립과 제한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

2. 영국육군의 보수적 성향
전술(前述)한 반전 분위기 및 해군중심 환경과 더불어 조직적 성향이 영국의 군사혁신에 영향
을 미쳤다. 영국육군 특유의 보수성과 당대 장교단의 반지성적 문화는 혁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전후 영국군의 사고구조와 문화적 측면에서의 자세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과 크게 다르
지 않았다. 영국육군은 1914년 이전과 동일하게 연대(聯隊) 중심적 체계에 고착되어 있었다
(Howard 1966, 61).
연대 중심적 체계에서 기인한 폐쇄성은 영국육군 장교들의 자세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는
데, 통상 사고의 한계를 연대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지나친 연대적 단결심을 고취하는 형태를 띠
었다. 일부 장교들은 연대를 벗어나 캠벌리(Camberly)에 위치한 참모대학에 진학하려는 초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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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도망자’, ‘연대의 배반자’ 또는 ‘지나치게 야망적인 사람’ 등으로 간주하는 행태를 보였다.
심지어 캠벌리의 교육과정은 학생장교들의 지적 확장을 고무시키거나 제1차 세계대전의 전술
적·작전적 교훈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Bond 1980, 37). 연대 수준을 상회하
려는 지적 노력을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본 영국 육군 장교들의 뒤틀린 사고는 초급 장교들로
하여금 대대 수준 이상의 군 작전을 이해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다. 또한, 영국군의 군사교육은 연
대급 이상의 군사적 지식에 대한 장교들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당대 장교들의 반지성적 문화 역시 문제였다. ‘군인’이라는 직업이 여타 전문직종 이상의 심
도 있는 지적 노력과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직분(職分)이라는 점을 망각한 장교들이 많았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장교들과 비교하였을 때, 1920년대부터 1930년대의 영국육군
장교들은 이전의 장교단보다 연구 및 군사학 공부를 경시하는 성향을 보였으며, 풀러(John
Frederick Charles Fuller)와 같이 독서를 향유했던 장교들은 오히려 정상적인 군인이 아니라는
인식을 받게 되었다. 당시 영국육군 장교단의 문화는 이처럼 지적 탐구와 연구를 비하하는 경향
이 있었다 (Murray & Millett 1996, 23).
전통을 고수하는 영국육군의 보수적 성향 또한 혁신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 제1차 세계대
전 이후 풀러는 1918년에 영국으로 복귀하여 왕립전차군단(Royal Tank Corps)을 창설하는데
기여했으나 (군사학연구회 2014, 274-275), 기계화의 주 대상이었던 기병은 이러한 과정이 자
신들의 정체성과 전통이 희석되는 것이라 여기며 기계화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반
적인 장교들 또한 기존의 보병과 포병 위주의 전쟁 수행방식을 고수하며 자신들의 역할이 줄어
들 것을 경계하였다.
1920년대에 영국육군은 기갑전력에 대한 기동실험을 실시했다. 특히 1927년과 1928년의 기
동실험에서 육군은 기갑전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인식했다. 기갑 장비 중심의 대형이 보여준
기동·화력에서의 전술적 이점과 전통적인 보병 및 기병 대형에 주는 기갑 장비의 충격력은 영
국군에게 주목할만한 점이었다. 그러나 1928년 이 기동실험이 실행되던 남부사령부의 사령관은
몽고메리(Bernard Law Montgomery)였다. 그는 기동연습에서의 결과가 전통적인 병과에 미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전차라는 신무기로 구성된 전력을 만들어냄은 옳지 못한 방향’이라고
기갑전력에 의한 전투 대형의 효과성을 일축하였다 (Murray & Millett 1996, 26).
1939년 2차대전 개전 초 이집트 전선에서 제7기갑사단 창설을 준비하던 퍼시 호바트(Percy
Cleghorn Stanley Hobart)가 자신의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기갑병과 동료들이 ”전쟁과
연대의 전통에 대해 너무나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과거의 관행이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Macksey 1967, 159). 이와
같이 곳곳에 만연한 영국 장교단의 보수성은 기계화전을 주창하던 군 개혁가들에게 비판의 대상
이 되었다.
그러나 풀러와 리델 하트로 대표되는 군 개혁가들은 장교단과 장군들을 설득하거나 격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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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조롱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 1930년대에 풀러와 리델 하트는 육군의 지휘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갔는데, 이들의 의견에 호의적인 육군의 고위급 인사들의 도움이나, 진취적
인 사고를 견지한 전통적 병과의 몇몇 장교들의 제의마저도 거절했다. 그 결과 이들은 영국육군
의 혁신과 사고 과정에 점차 개입하지 못하며 영향력을 잃어갔으며, 영국 육군의 지휘관과 장교
단은 군 개혁가들에 의한 혁신적·진취적 개념을 수용하지 않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고적으로 고착되고, 조직 문화적으로 경직되었던 영국 육군의 상황과
군의 보수성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고수했던 군 개혁가들의 태도가 얽혀 군사혁신의 진행에
걸림돌이 되었다. 특히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실패한 것은, 영국 육군이 혁
신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Ⅳ. 결론
상술한 것처럼 군사혁신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군사력을 구축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과 사고를 넘어서는 창조적이고 과감한 실험정신,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조직의 문화
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군사혁신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쟁은 새로운 무기, 새로운
전술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에 따라 막연하게 어떤 방향성을 점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
나 그런 예측을 현실에서 구체화 시키고 실전에서 완벽하게 활용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다. 특히, 새로운 군사기술의 적용과 도입은 기존의 군사조직에 가장 큰 위협과 도전으로
여겨진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저항은 그 기득권이 클수록 강하고 따라서 기존의 강한 군대일수
록 군사혁신이 어려운 역설이 나타난다. 게다가 기술적 측면의 군사혁신에 성공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새로이 변하는 전쟁의 양상과 위협에 적합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신성호 2019, 70).
영국의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경험 이후 반전 여론이 조성되었고, 지지받지 못하는
육군은 예산을 삭감당하며 혁신의 추진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해군을 지
향했기 때문에, 육군의 혁신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 또한, 육군
지휘부의 보수적인 성향과 군 개혁가의 파격적인 성향 간의 충돌은 군 내부의 의견을 통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 통합적인 군사혁신을 이룰 수 없는 기저로 작용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군
사혁신은 민·관·군 모두의 지지와 의지가 통합되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
다. 나아가 군 내부의 고수(固守)와 변혁(變革) 사이의 충돌을 최소화하거나 상호 간의 비난을 방
지해야만 원활한 혁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경험에 대한 올바른 해석도 중요하다. 영국육군은 1918년 7월부터 8월 사이의 기갑전력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승리보다 1918년 8월 이후 행해진 전통적인 전술에 의한 승리를 더
높게 평가하며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옳다는 착오를 범했다. 풀러와 같이 미래를 정확하
게 직시했던 인물이 있는 반면, 기갑이라는 새 병과와 역할이 생겨남에 따라 입지가 줄어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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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 병과의 장교들은 다가올 미래조차 자신들이 믿고 싶은 방향으로 왜곡하여 인지하였다. 미래
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올바르게 직시하지 않
는 것은 혁신의 방향을 미래로 지향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영국육군은 각 병과의 역할이 특정되고 강조된 ‘분할된 형태의 전쟁’을 탈피하지 못했다. 육
군의 지휘관들은 전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병, 포병, 기병 등 전통적인 병과의 굴레에서 벗어
나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은 기갑전 경험이 있는 지휘관이 기갑사단을 지휘하는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존의 시각을 탈피해서 새로운
것을 수용적으로 바라보는 조직적 유연성이 있어야 혁신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영국이 혁신에 실패한 근원적인 이유가 ‘통합되지 못한 혁신’ 때문이라는 점은 한국군에게도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한국군은 미래를 지향한 혁신 방향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혁신 환경을 조
성해야 한다. 군을 지지하는 국민, 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정부, 통합된 의견과 수용적
인 조직성으로 군사혁신을 이루어가는 군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성공적인 군사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보다 통합된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11/13

[참고문헌]
군사학연구회. 2014. 『군사사상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데이비드 윌리, 이안 허드슨. 2018. 『탱크 북: 전차 대백과사전』, 김병륜 옮김. 서울: 사이언
스북스.
신성호. 2019. “군사혁신, 그 성공과 실패 : 한반도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국가전
략』 25권 3호, 69-96.
오나미 아츠시. 2011. 『도해 전차』. 문우성 옮김. 서울: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이근욱. 2010,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군사혁신의 두 가지 측
면". 『신아세아』 17권 1호, 137-161.
이내주. 2013. "근대 영국의 전쟁방식과 전략문화: 리델 하트의 "간접접근" 테제를 중심으로".
『영국연구』 30호. 237-265.
홍희범. 2013. “전차 이야기 <8> 대규모 전차공격, 敵 방어선에 큰 충격 안겼다”, 『국방일보』
(2013.2.27.).
Bond, Brian. 1980. British Military Policy between the Two World Wars. Oxford:
Clarendon Press.
Howard, Michael. 1966. “The Liddel Hart Memoirs.”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111(641): 58-61.
Public Records Office (PRO), 1937. “Meeting of the Cabinet”(5.5.37.). PRO CAB 23/88,
Cab 20 (37),
PRO. 1938a.

"The Organization of the Army for its Role in War"(19.3.38.). PRO CAB

24/275, CP 72(38).
PRO. 1938b. "The State of Preparedness of the Army in Relation to the Present
Situation" (19.12.38.). Memorandum by the CIGS. PRO CAB 53/43, COS 811,
Liddell Hart, Basil Henry. 1932. The British Way in Warfare. London : Faber.
Macksey, Kenneth. 1967. Armoured Crusader A Biography of Major-General Sir Percy

Hobart. London: Hutchinson.
Macmillan, Alan. 1995. “Strategic Culture and National Ways in Warfare: the British
Case,” The RUSI Journal 140(5): 33-38.
Mearsheimer, John J. 1988. Liddell Hart and the Weight of Histor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urray, Williamson. 1984. The Change in the European Balance of Power, 1938-39:

12/13

The Path to Rui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urray, Williamson and Allan R. Millet. 1996. Military Innovation in the Interwar Peri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urray, Williamson and Barry Watts. 1995. “Military Innovation in Peacetime”, OSD Net
Assessment Report (January 20, 1995).
Travers, Tim. 1987, The Killing Ground: The British Army, the Western Front and the

Emergence of Modern Warfare, 1900-1918. Winchester, MA: Allen & Unwin, Inc.
Travers, Tim. 1992. How the War Was Won: Command and Technology in the British

Army on the Western Front, 1917-1918. New York: Routledge.
Winton,

Harold

R.

1988.

To

Change

an

Army:

General

Sir

John

Burnett-Stuart and British Armored Doctrine, 1927~1938. Lawrence, KS: Kansas
University PRess.

1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