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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차 산업혁명 내 표출되는 다양한 종류의 과학기술들은 인류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냄과 더불어 거대한 파괴력과 위험성을 내포하는 대표적인 이중용도(dual-use)기
술1)이다. 또한, 새롭고 다양한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융합 및 통합 현상은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
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 기술동맹 확장의 연장선에서 2021년 5월 한미정
상회담 및 2021년 6월 G7 회의에서 과학기술의 안보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흐
름에 힘입어 2020년 12월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주제 지식안보전략 TF를 가동하여, 2021년 12
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의결하였다.
국가의 안보와 생존을 책임지는 국방 분야에서의 발전은 이러한 과학기술 특징들에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가 간의 경쟁을 평등시대로 이끌 것이며, 전장의 판도를
일거에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의 변화 또한 예상된다. 하지만, 군사 과학기
술의 발달은 아군 능력 증대와 동시에 적군 치명성을 증대시키는 이중성을 포함하고 있고, 새로
운 전투수행개념과의 조합으로 비대칭적인 싸우는 방법을 창출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 내 과학
기술 그 자체의 발전과 동시에 과학기술의 사용자인 인간, 사회 및 국가의 책임 있는 활용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과거 군사과학기술이 사회를 주도(lead)하는 것과 다르게 현시대
1)

일반적으로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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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민간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이 스핀온(spin-on) 방식으로 국방분야에 유입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의 국방 과학기술을 민간분야와 군사분야 활용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민-군 겸용기
술임과 동시에 신흥 및 기반 기술(EFT, Emerging and Foundational Technology)일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기반하여 본 글은 미래국방의 모습과 관련 미래 국방과학기술 혹은 국방R&D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민수부처 및 민간분야(일반시민 포함)에서 전망하는 미
래 유망 과학기술과 이러한 과학기술의 국방분야로의 접목 및 연결고리에 분석을 통해, 미래국방
의 모습을 살펴보며, 미래국방 과학기술 전망 및 우선 순위화를 진행하려고 한다. 특히, 사회(국
민)이 요구(demands)하는 과학기술(과학기술 혁신으로 인해 진행될 R&D)과 군사안보 소요
(needs)에 기반한 과학기술의 융합을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단순 국방 과학기술의 모습만이
아닌 사회(국민)이 원하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발전될 미래국방 및 과학기술을 살펴보고자 한
다.

2. 미래 시나리오 프레임 도출
2.1. 시나리오 기법
시나리오 기법은 다양한 미래의 모습과 전망을 특정 핵심동인의 변화에 기반하여 보여줄 수
있다(Ringland & Schwartz, 1998).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
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법이다. 우선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1950년 허
만 칸(Herman Kahn)을 중심으로 무기발전과 군사전략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개발하였
으며,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다국적 석유기업인 로얄더치쉘(Royal Dutch Shell)이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을 사전에 예측하는데 성공하였다. 시나리오 방법은
사회변화 현상을 주목하여, 트렌드(trend)를 포착하고,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의 모습을
예측한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시나리오 기법의 선구자인 피터 슈와츠(Peter Schwartz)는 시
나리오 기법을 “무언가 미래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미래에 변화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평
쳐질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도구”라고 정의하였다. 즉, 그 본질은 미래를 예상할 때, 단순 일어날
만한 미래만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둘러싼 정황상 내 일어날 만한 일련의 인과관계와
이미지 도출에 방점을 찍는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 기법 도출을 통해 불확실성이 존재
하는 미래에 대한 대비 및 대응 역량 향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시나리오를 사용하며 미래를 그리고 있다. 예
를 들어,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정보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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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장기적 미래를 예측하는 기관으로, NIC는 1997년 4년마다 20년 후의 미국의 전략환경과
제반 요소들을 분석하여 ‘글로벌 트렌드(global trends)’를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의 목적은 새로
운 정권출범 초기에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기 위함
이다. 20년 후 인구, 환경, 경제, 기술 분야의 변화 양상과 발생 가능한 5가지의 세계질서 시나리
오를 전망하였다.

2.2. 2x2 미래이미지 및 시나리오 프레임 도출
호라이존 스캐닝(Horizon Scanning)과 같은 환경스캐닝 기법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
이 부족하기에, 본 글은 저자가 2021년 대한민국 국방 미래비전2050 작성을 위해 (집필진으로
참여) 국방부 내에서 수행했던 “2050년 국방의 모습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군의 미래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변수 및 요인을 도출하였다.
“2050년 국방의 모습에 대한 설문조사”는 국방부 주관으로 ㈜ 케이스탯리서치가 수행한 조
사로 2021년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3,060명에 달하는 국방 구성원(간부, 병사, 군무
원·공무원, 후보생·생도, 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이다. 본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시나리오의 주요 핵심동인, 사분면을 구분해줄 X축과 Y축을 각각 (1) 2050년 미래 국방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외부영향)로의 “과학기술의 변화”, (2) 2050년 미래에 바라는 국방의 모습
(내부의지)의 “사회와 국민으로부터의 인정과 지지”로 구분하였다. (하기 그림 1 참고) 즉, Y축의
과학기술의 활용과 비활용의 구분은 군이 얼마만큼 과학기술을 국가안보와 국방력에 활용할 것
인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이 과학기술 활용을 못했을지라도, 민간부분 혹은 적대세력
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X축의 의미는 국방 과학기술의 사회 내의 threat과
opportunity 측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군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변화의 가장 중요
한 측면은 사회가 군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추론했으며, 군의 미래경로가 어떻
게 진화하는지는 일반 국민에 의해 평가될 것이고 이러한 평가에 따라 군의 가용자원 및 군의 과
학기술 활용 효과가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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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x2 미래이미지 및 시나리오 프레임

본 프레임 내 각 사분면은 미래이미지를 표현하며, 추후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기본 가정들을
표시한다. 군의 현 위치, 현 추세가 군을 어디로 안내할지, 미래의 다른 위치에 대한 상대적인 만
족도가 표현이 가능하며, 현재(혹은 가까운 미래) 군이 취하는 행동 혹은 전략이 다른 미래로 가
는 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표시할 수도 있다. 즉, 군의 역량은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상기 시
나리오 내 추구하고 싶은 긍정적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역량을 확보하며, 부정적인 부분
을 제외하기 위한 대비 역량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2.3. 2x2 프레임 기반 시나리오 도출 (Three Horizons 기법의 결합)
앤드류 커리(Andrew Curry)와 엔소니 호지슨(Anthony Hodgson)에 의해서 고안된 쓰리 호
라이존(Three Horizons) 기법은 현재에서 미래까지의 시나리오와 경로 또는 궤적을 고안해 대안
적인 미래비전을 고려하고 비교하며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프로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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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 현재(present)와 가능한 미래 이미지들(10년 뒤의 모습을 상상)의 특성 정의 (2) 현재부
터 미래까지의 가능한 경로 탐색 (3) 평가 및 선호·대안 미래 세부 사항에 대한 결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Three Horizons 모델의 호라이존(horizon)의 종류는 First, Second, Third Horizons로 구분될
수 있다. First Horizon은 현재시간(present time)에 대한 특징을 의미하며, 추후 Third Horizon으
로 귀결된다. 즉, 기술 발전과 사회 진화에 따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First Horizon의 적합성이
감소되고 (하기 그림 2), 현재에서 10년 뒤 미래로의 진화 및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Third Horizon은 선호·대안 미래 세부사항을 나타내며, Second Horizon은 중간 시점에 전략적
적합도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상기 2개의 horizon의 중간 시간, 즉 가교적인 역할을 의미한다.
[그림 2] Schematic of the Futures-Oriented Three Horizons Model

X축 : 시간을 의미하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미래의 시간을 의미
** Y축 : 외부환경 대비 군 전략의 적합한 정도
자료 : Curry & Hodgson (2008), Seeing in multiple horizons: connecting futures to strategy

2x2 프레임은 실질적으로 미래이미지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본 글은 Three Horizons의 결합
을 통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려고 한다. Three Horizons 기법을 통해 현재에서 10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로의 경로를 탐색 및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적으로 시나리
오의 도출 프로세스를 보자면, 총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상기 사분면에서 현재(First
Horizon) 위치 확인한다. 보통 이럴 경우 미래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원점에 대상 조직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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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다. 둘째, 사분면 내 가능한(possible) 다수의 미래 지점 도출한다. 이러한 지점을 선택하
여, 현재와 각 미래 간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도출하며, 가능한 미래 지점별 문제점 및 창출될
기회를 확인한다. 즉, 사분면 중 선호 미래 및 비선호 미래 선택 및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다. 프
레임상에서 조직이 원하는 방향은 1사분면, 즉 군이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와 국
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기에 원하는 미래의 모습은 1사분면이다. 하지만, 2, 3, 4
사분면들은 원하지 않거나 혹은 피해야 할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 셋째, 상기 미래들로 귀결될
다양한 시나리오 경로들을 도출한다. 가능한 미래 지점별 군의 임무를 위해 과학기술이 수행할
역할을 시나리오 경로상에서 탐구한다. 우선, 비선호 미래에 대해서, 기술이 어떻게 예방할 수 있
는지 및 그 경로를 방지하거나 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분석하며, 선호 미래에 대해서, 기
술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및 그 경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선
호·대안 미래를 가기 위한 (혹은 비선호 미래를 방지하기 위한) 비전, 목표, 발전전략 및 분야별
추진전략을 도출한다. 본 글에서는 이 마지막 단계를 전략이 아닌 국방 과학기술의 우선 순위화
도 대체하려고 합니다.

3. 2x2 시나리오 프레임 기반 사분면별 미래 이미지
시나리오의 변수가 2개 이상이 되면 더 많은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어 더욱 많은 다양한
미래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 가독성이 떨어지면 시나리오 기반 함의성과 전략도출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 역량에 기반하며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내부적 요소들만 고려를 하여
본 시나리오를 설계하였으며, 정치·외교·국방과 같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외적 요소들
은 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활용하지 않았다.

3.1. [1사분면] 국방은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사회·국민으로부
터의 인정과 지지 습득
군은 국가안보와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숙달·숙련하고 사용하며, 이
러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선도 국방의 모습을 1사분면은 보여준
다. 최신 과학기술은 국방의 군사적 역량을 증가시키며 또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소통하는데 다
방면으로 사용된다. 소통하는 국방을 통해 사회는 국방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국
방이 활용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및 자부심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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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사분면] 군과 과학기술은 긴밀히 연결되나 사회(국민)은 과학기술의
혜택으로부터 소외
군은 발전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권력화 및 정치화된다. 사회 내 모든 정보를 군이 통제 및
감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회와 국민은 군이 활용하는 과학기술을 신뢰하지 않으며, 사회 내
속해 있는 개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을 감시하는 도구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군이 보유하는 과
학기술은 특정 권력집단의 전유물이 되며, 국민은 국방과 안보가 특정인(ex. 대기업, 부유한 자)
을 위해 만들어진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사회 내 약자(e.g. 중소벤처기업 포함)들은 군이 보
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충분한 접근이 불가하다.

3.3. [3사분면] 군은 민간 과학기술에 종속되며, 사회(국민)은 안보·국방
을 민간기업에 의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군 조직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과정 내 사회 및 국
민 내 약자는 소외되고 군의 기능인 안보와 국방을 민간기업에게 의지하게 된다. 거대 민간 과학
기술 아래에서 적대세력들은 (e.g., 해외국가, 비국가 행위자) 군을 능가하는 과학기술을 수용한
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발전 속도는 매우 빨라서, 군이 추진하고 도입하려는 과학기
술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렵다. 군의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대중의 기대 (예: 텔레비전과 영
화에서 보여준 내용)와 현실 간의 괴리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무능력한 군의 역할과 국방·안보
기능에 대한 사회(국민)의 반감은 쌓여가고 있으며, 안보 민영화 및 자경단 기반 도시 스스로의
국방·안보 기능이 활성화된다. 전통적인 군의 기능들이 민간기업에게 이전되고 있으며, 사회는
국가보다 민간권력에 의해 좌우된다. 대부분의 국방·안보 기능은 민간으로 이전되며, 공공 안보
개념이 희석된다.

3.4. [4사분면] 군은 첨단 과학기술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는 못하나, 국가
보유 과학기술에 대한 간접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사회(국민)이 원하는 변형
된 공공행정의 역할을 수행
사회(국민) 수요에 기반한 안보·국방 기능을 (e.g., 치안, 재난재해 대응 및 안전분야) 국방이
수행하고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 및 운영하는 조직으로 변모된다. 이를 통
해 사회(국민)와는 과학기술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며, 사회(국민)은 군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지
지를 표출한다. 국가전역에 펼쳐져 있는 군조직은 치안, 재난재해 대응 및 안전분야를 가까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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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담당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 군으로 변모한다. 군 내 과학기술 역량 부족으로 인해 국방
및 안보 기능은 민수부처에서 담당하게 되며, 민간과 민수부처에서 보유한 최첨단 국방 과학기술
역량은 군 조직없이 적대적 행위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인공지능(AI)기반 슈
퍼컴퓨터가 드론 부대(e.g., 최첨단 지휘통제체계(C4I)를 기반으로한 통합 병력)를 조정하며, 슈퍼
솔져(super soldier)를 기반으로 한 소수의 병력만이 군에 남게 되어,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특수
한 임무에만 집중한다.

4. 미래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작성
상기 미래이미지를 분석해봤을 때, 1사분면은 국방분야와 군이 원하는, 즉 선호 미래이미지가
분명하며, 3사분면 같은 경우는 가장 원하지 않는, 즉 비선호 미래이미지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
한 2가지 선호와 비선호 미래이미지를 중심으로 군과 국방이 미래에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
리오를 그려본다. 도출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추후 다음 장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혹은 거부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사분면별 미래이미지를 중심으로 군이 선호하는(preffered) 미래와 비선호(avoidable) 미래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하기와 같이 선호 시나리오 2개 및 비선호 시나리오 3개를 도출할 수 있
다. 즉, 2개의 변수인 (1) 미래 국방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외부영향)인 과학기술의 변화, (2)
2050년 미래에 바라는 국방의 모습(내부의지)인 사회와 국민으로부터의 인정과 지지의 변화
(+,-)를 기반으로 5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려고 한다. 추가적으로, 본 시나리오 작업은 기회와
위험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에, 현재에서 1사분면으로 즉각적으로 이동하는 군이 궁
극적으로 선호하는 미래전망은 다음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표 1> 5가지 시나리오
선호 미래이미지
중심(1사분면) 2가지

Ÿ

[#1: 현재→2사분면→1사분면] 과학기술 기반 군사·안보 역량 제고 후, 그 성과
를 활용하여 국민의 지지를 회복·획득하는 군

Ÿ

[#2: 현재→4사분면→1사분면] 사회와 국민의 군사·안보 수요를 우선적으로 확

비선호 미래이미지

Ÿ

인한 후, 수요기반 과학기술을 개발·체화하는 군
[#3: 현재→2사분면] 사회와 국민이 소외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군

중심(3사분면) 3가지

Ÿ

[#4: 현재→3사분면] 민간 과학기술 및 국방안보 서비스에 의존하는 군

시나리오

Ÿ

[#5: 현재→4사분면] 군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 내 군 공무원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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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가지 시나리오

4.1. 선호 미래이미지 중심 (1사분면) 2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민지지 획득] 과학기술 기반 군사·안보 역량 제고 후,
그 성과를 활용하여 국민의 지지를 회복 및 획득하는 군
본 시나리오는 영화 ‘터미네이터’ 주인공 모습에서 착안하였으며, 과학기술의 최정점의 군
사·안보 능력을 발휘하는 군사용 무기를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간
(사회)의 교감이 부각되며, 사회 내 지지를 획득하는 군 병력의 모습을 그렸다. 특히, 시나리오
#2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2사분면에서 1사분면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과학기술의 도
입으로 군은 첨단무기를 보유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와 국민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드린
다.
이 시나리오의 주요 특징으로는 현재 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을 먼저 개발한 후, 사
회를 위해 활용한다는 점에 있다. “2050년 국방의 모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장
병들은 전투영역의 변화 중 사이버 공간으로의 확장을 가장 중요한 변화로 뽑았으며, 싸우는 방
법의 변화에서 사이버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즉, AI와 데이터로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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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는 사이버 안보 관련 과학기술의 습득이 가장 선제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군은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특히, AI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적대적
비국가 행위자의 행동을 감시하며, 사이버 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한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ex.
비디오, 위치, 생체 측정)를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보문제 예측, 군사 도발징후 감시, 그
리고 선제적 타격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데이터 가용성이 데이터 가용성이 높아짐에 따
라 보다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활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군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 군장병들의 핸
드폰 사용에 대한 허가로 인해 군은 데이터 보안 및 분석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또한, 데이터 활용을 강점으로 둔 군은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올바른
군사·외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출하며, 소문과 잘못된 정보의 범람을 방지한다. 소
셜미디어는 군이 과학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 및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주요동인이며 이러한 과
학기술 기반 군의 발전모습을 사회와 국민에게 이해시켜줄 주요 매개체임이 분명하다. 특히, 소
셜 미디어를 활용한 과학기술 관련 테러 및 재난 대응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국민 개개인에
게 국가안보와 관련한 책임의식 함양이 가능하다.
군이 실질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3D 모의전쟁 및 AR/VR을 활용한 통합 버츄얼 기동훈련
역량은 메타버스(metaverse) 기술과 합쳐져서, 사회 내 디지털 더블, 디지털 트윈 기술로 발달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군의 보유한 과학기술은 사회와 국민을 위한 보편적 기술(general
technology)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군은 주도적으로 군사·안보 과학기술을 사회와 국민에 적용하기 위해 주도적이며 윤리적으
로 법·제도 수정 진행한다. 즉, 사회 자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법 및 규
범 개발하며, 빅데이터 분석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과거”데이터의 오류를 감안한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 완충 지대 방비에도 힘쓰게 될 것이다.
본 시나리오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회 내 수요와 같은 현안에 집중한 나머지 도전적이며
선도적인 과학기술 개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또한, 군이 추진하는 AI, 데이터 중심
사회와의 연결방법은 더 많은 사회에 대한 감시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내용은
시나리오5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시나리오#2: 국민지지 획득 후 과학기술 개발] 사회와 국민의 안보수요를 우선적으로 확인
한 후, 수요기반 과학기술을 개발·체화하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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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나리오는 서민들 편에 서서 정의로운 동지들과 함께 거대한 악에 다양하고 번뜩이는 기
술 및 전술로 대항하는 영화 ‘로빈후드’에서 착안하였다. 군은 기본적으로 사회와 국민의 국방·
안보 수요와 요구 이해하고 수용해, 관련된 선별적 과학기술 개발하고 활용한다.
이 시나리오의 주요 특징으로는 단순 과학기술 활용이 아닌 과학기술-사회와의 연결고리 및
사회 영향 분석(social impact assessment)에 대한 부분이다. 즉, 무분별한 과학기술 습득이 아
닌 수요기반의 과학기술을 수용하고 그 영향력까지 예측해보는 부분을 포함한다.
우선 군은 내부 문화와 시스템을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로 개선하여 사
회 및 국민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기반 군으로 도약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군은 국방영역 내의
역량만으로 사회와 민간의 과학기술 수준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자각하였기
에, 국방 참여자, 민간기업, 국민 등과 같은 네트워크 구성원의 협조를 기반으로 사회 내 네트워
크 구조, 참여자 정보 공유 및 목표 해결을 위한 협업 시스템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상기 네트워
크 기반 수요기반 군사안보 서비스 중심의 군을 더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예
측된다. 네트워크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학기술은 센서, 6G와 같은 초연결 기술일 것
으로 예측된다. 즉,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존재하는 정보를 추출하고, 빠
른 속도로 필터링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지능형 에이전트가 개발될 이다. 즉, 사회와 국민의 수
요를 가장 중요시하기에, 상기 우선 순위화를 통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 및 투자가 가능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국민)의 영향은 외부 거버넌스 뿐만이 아닌 국방 내부의 거버넌스의 변화가 가져
올 가능성이 크다. 군은 네크워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인력 영입을 통해 군 역량 및 역
량의 다각화(diversification) 진행할 것이며, 현재 징병제, 사관학교 및 임관제도를 통한 부사관
및 장교 병력 운영 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다양한 개방적 직위 제
도, 겸직 군인 제도, 임시 군인 제도 도입 또한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사회와 국
민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군은 다양한 법 집행 기관들, 외교·안보 및 재난재해 대응 기관들을 연결하는 협조기관
(coordination agency)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보스가 아닌 협조기관으로서의 리더쉽 필요하
며(협조 프로세스 정립), 파편화된 외교, 안보, 통일, 치안, 안전, 재난·재해 대응 조직들 간의 긴
밀한 협조가 추구될 것이다. 특히, 위기상황 시,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협력적 조력자로서
의 역할 또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시나리오는 정보 및 통신 과부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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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및 극단적인 기술적 실패 가능성과 같은 위험 또한 존재한다. 네트워크의 중심인 군 내 공
격 발생 시, 전체 시스템의 몰락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취약성 존재)

4.2. 비선호 미래이미지 중심 (3사분면) 3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3: 과학기술 습득 후, 국민 지지 획득 실패] 충분한 과학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사회와 일반 국민을 위해 과학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군
본 시나리오는 영화 ‘엘리시움’에서 착안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을 군이 보유하
고 있으나, 소수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만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군의 모습을 그린다. 즉, 시나리
오 #1의 부정적인 현상으로 과학기술을 확보되었으나, 군의 과학기술 오용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회와 국민을 지지 획득에 실패한 시나리오다.
무분별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무기체계 도입(ex. 장비, 전략, 전술)으로 인해 군의 중앙집권
화, 권력화, 정치화 그리고 비대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 Big Brother 화) 전투와
사회질서와 개념이 혼재되어 사회는 더욱더 비정상적으로 혼란스러우며, 자국 내 보호와 폭동 진
압 임무 수요 증가로 인해, 군은 더 이상 군사·안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균등한 군사안보 과학기술로의 발전보다, 한쪽으로 치우진 과학기술이 등장되며,
즉, 국민 보호보다 및 사회를 억압하는 용도로 과학기술이 인식되기 시작한다. 첫째, 혼돈의 사회
속에서 정부에 반하는 국민을 억합하기 위해 생명 과학기술이 군사안보와 결합될 것이다. 테러율
을 낮추기 위한 생명 과학기술 (ex. 뇌과학) 도입 및 테러 용의자 교정이 진행 (ex. 뇌·심리교정
치료, 화학적 거세)되며, 이 과정은 사회적 합의와 관계없이 진행되며, 그 과정 가운데 인권문제
가 부각될 것이다. 군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 혹은 자주적 테러 용의자들 또한 군에 대항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군비 및 과학기술 경쟁 시작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 증
가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안전 양극화로 인해 보호의 공백을 겪는
일반 국민이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람들의 과학기술 활용역량이 군을 뛰어넘을 시, 사회 전
복 및 무질서 상태 초래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군은 거대 과학기술 기반 권력을 유지하기 위
해, 우주 기반 정보통신 기술 및 GPS 기반 통신기술 R&D에 더욱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이다.
셋째, AI에 기초한 로봇공학 자율 시스템은 수많은 군장병 실직자를 발생시킬 것이며, 이러한 실
질자가 군대, 준군사조직, 용병단체, 범죄집단에서 활용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지역사회의 소외현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군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와 국민의 지지는 부족
해질 것이다. 국민의 자발적인 준수보다는 무력으로 진압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군의 정통성이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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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되는 등 여론의 반발이 지속적이 발생되며 (국민 지지를 잠식), 지나치게 간섭적인 기술을 포
함하여 대중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무분별한 국방 과학기술이 도입 및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국방물자 및 장비·도구 관련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군수 산업의 활
성화가 예상되며, 보호 관련 장비·도구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안전 양극화로 인한
보호 공백을 국민 개개인이 무기 구매를 통해 해소할 것이다. 단, 무분별한 사업화로 인해 기술
도입에 대한 안정성 및 타당성이 결여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나리오 #4: 과학기술 습득 시도 실패 및 국민지지 획득 실패] 과학기술을 포함하여, 사회
와 국민의 지지 철회로 인해 군사·안보 기능조차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군과 국방
본 시나리오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착안하였으며, 군의 부족한 군사·안보 능력으로 인
해 국방 기능을 민간에게 이전하게 되는 시나리오이다. 본 시나리오의 특징은 과학기술의 늦은
발달, 사회(국민)의 신뢰하락, 예산부족, 개발동력 상실이라는 일련의 악순환으로 인해 국방의 기
능이 점차 상실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군은 과학기술 역량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였으나, 특정 사건 혹은 극단적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실패를 경험하고, 과학기술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개발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군은 개발되지 않고 미흡한 과학기술 사용으로 인해 사회 및 국민들은
더 이상 군을 과학기술 ‘선도 혹은 보유’ 기관을 인식하지 않으며, 군에 대한 신뢰도와 믿음이 저
하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과거부터 군은 특수한 조직으로 생각하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보
유하기를 원해왔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국방 과학기술 선도국가의 우주 국방기술, 로봇 국방기
술이 개발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결과, 그 기대와 한국 국방의 과학기술의 괴리를 너무 크
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국방의 과학기술에 대한 실망으로 사회는 점점 더 국방과 거리를 두게
될 것이다.
사회와 국민의 지지가 저하됨으로 인한 자금지원 부족 및 군 조직 내 부패 만연될 것으로 예
상된다. 빠른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부족
한 자원으로 인해 군 내 부패 위험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공공” 역역에 대
한 사회 및 국민의 신뢰도 저하 및 국가의 국방 기능의 마비는 국가·도시의 몰락 가능성으로 점
쳐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일시적 국방 분야 내 과학기술 도입(e.g., 해외 무기계약)은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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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세력의 출몰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분야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른 반면에 국방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다양한 이유(e.g., 관료화, 달성하기 어려운 무기체계
작전운용성능)로 인해 더딘 실정이다. 또한 네트워크 기반 다수의 분산된 테러 조직의 경우, 군이
라는 단일 조직과 대결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문제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리는 군
내부의 과학기술 역량(전문인력 양성)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지속해서 존재한다.
[시나리오 #5 - 과학기술 거부, 수요기반 공공 안전보호 서비스로 국민지지 획득] 과학기술
활용 실패 혹은 거부로 인한 기존 안보 기능에서 벗어난 생활 및 안전 서비스 중심 군
본 시나리오는 영웅 중심의 군대 관련 영화들에서 (e.g., 태양의 눈물, 고지전) 착안하였으며,
과학기술보다 전통적인 개개인 군병력의 역량으로 전투와 전쟁에 임하는 군의 모습을 표현한다.
본 시나리오의 특징은, 민간 과학기술의 발달로 군은 더 이상 과학기술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대안적 군의 정체성과 역할을 찾는 부분이다.
전쟁의 감소로 인해, 국민의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국방분야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감소하
고 있다. 또한, 민간 과학기술의 발달로 군 내부적으로 과학기술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
배하며, 군의 내부적인 문제(e.g., 자금부족, 잘못된 관리, 연관성이 적은 기술 수용)들로 인해 군
은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수용에 대해 포기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 기반 시
대와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채용, 전통적인 교육, 상명하복 기반 실행 프로세스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빠르게 만들 것이다. 사회 내 혹은 민간부처의 과학기술 역량 및 전문지식은 지속적으로(혹
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군의 역량만으로 추격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대안적 역
할 확대에 따른 과거 군의 군사·안보 역할은 민간부처가 활용하는 AI 기반 컴퓨터에게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AI와 딥러닝 기술로 인해 AI가 인간 사고의 상당 부분을 대신하고, 생활의 많은
부분을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추론 지능형 시스템이 개발될 것이다. 국방분야 내 과학기술 역량
부족으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민간부처에게 통신과 보안을 포함한 안보기능을 아웃
소싱(out-sourcing)하게 된다. 특히, 국방인력에 대한 훈련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로봇에
게 주입할 것이기에, 이를 위한 소형 베터리, 반도체 기술을 민간분야에서 지속해서 개발할 것이
다.
사회와 국민은 빠르고 파괴적으로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인정하고, 군에게 다른 대안
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사회와 국민은 단일 공공조직은 절대 민간 및 다수의 지능형 테러
행위자 (혹은 안보 저해자)를 막을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사회 및 국민
요구에 따라 유동적이며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방자치군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중앙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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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국방부는 군인력의 투입이 꼭 필요한 대외 특수임무를 수행하며, 지방에 퍼져있는 군부대들
은 지방 고유의 안전 서비스 중심 군으로 변모할 것이다.
군 자체의 협업 도구화를 통해, 군은 외교, 안보, 안전, 보호, 치안, 과학기술 및 사회(국민)을
연결하게 해주는 가교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적·기술적 요소 통합) 강한 공권력이 아
닌 부드럽고 대화와 소통에 기반한 안보와 안전 요건을 확립할 것이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생
활·안전·돌봄의 영역까지 군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군은 대화를 통해 국민의
우려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듣고 대응하는 진정한 civil servant (시민의 종) 역할에 충실하게 된
다.

5. 시나리오 및 Three Horizon 기법 기반 국방 과학기술 미래전망 (우선
순위화)
5.1. 수요기반(사회) 과학기술과 소요기반(군) 과학기술의 융합
상기 시나리오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가야할” 미래와 “가지 말아야 할” 미래를 탐색적
(explorative)으로 도출했으며, 그 과정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문제(위험)를 과학기술
을 중심(규범적 측면, normative aspects of scenario)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정부
차원에서 AI, 데이터,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국가의 미래먹거리로 선정하고 국
가 총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정보화 혁명 과정 가운데서 겪은 “성공의 신화”를 과
학기술을 통해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깊은 열망 또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한민
국의 시각에서 미래국방을 염두에 두면서 수요기반 과학기술과 군소요기반 과학기술의 효과적인
융합이 꼭 필요하다.
수요(demands)와 소요(needs)의 융합 및 일치화를 통해, 미래국방은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
기술 확보 및 기술 독립성 강화를 추진하며, 국방 전력의 질적 향상과 노후 장비로 인한 전력공
백 방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민수부처와 민간의 수요를 확인하여 방위산업 육성
을 지원하며, 민관 역할분담, 즉 일반 무기체계 개발은 민간 주도를 확대하고, 정부는 첨단 국방
기술개발과 미래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인프라, 거버넌스 및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
을 것이다.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 미래국방의 과학기술 전략은 국방과 군이 필요로 하는(소요,
needs) 과학기술과 사회(국민)이 원하는(수요, demands) 과학기술이 일치하였을 시, 그 시너지
를 발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과학기술 기반 선도적 미래국방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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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군 소요와 사회 수요가 만나 국방 과학기술은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일치되었
을 때 국가 총 과학기술 역량을 증가시켜 국가경쟁력과 국방경쟁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5.2. 대한민국 과학기술 역량에 기반한 미래 과학기술 우선 순위화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방과학기술 분야는 다양한 정치적·외교적 요소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와 더불어, 진행되는 저출산 및 국방 예산감소와 같은 대한민국 미래 사회적 이슈로 인해 복잡
한 불확실성 또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 파트에서는 국내외 미래 국방과학기술(군소요 측면)
및 수요기반 과학기술(사회수요)의 매칭 작업, 즉 글로벌 국방과학기술 추세 및 대한민국 과학기
술 역량과 같은 기확정된 미래 과학기술 추진전략의 매칭에 한정하여(외부적 불확실성 제외), 대
한민국 미래 국방과학기술 도출 및 우선 순위화를 진행하려고 한다.
[수요기반 과학기술]
우선 순위화의 의미는 장기적인 안목을 기반으로 현재에 필요한 혹은 현 역량을 기준으로 추
진 가능한 과학기술을 선정하는 것, 즉 선정된 과학기술들의 미래부터 현재까지로의 순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우선 순위화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기 시나리오 내 미래국방의
중요 요소인 수요기반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 및 전략, 즉 2021년 12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 참여)에서 도출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에
기반하여 선정하려고 한다 (과학기술장관회의, 2021).
국가 필수전략기술은 글로벌 불확실성(미-중 기술패권경쟁, 기술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
술과 산업, 공급망·통상, 국방 등을 따로 발전시켜온 관성에서 벗어나 국익 관점(수요기반)의 통
합적 기술 육성·보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제시된 기술들을 의미한다. 본 국가 필수전략기술은
전략적 중요성(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육성 관점)과 가능성·시급성(국가역량 집중 시
기술주도권 확보 가능성 및 現 글로벌 동향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기준)으로 AI,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 사이버
보안 등 총 10개 기술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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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출처: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2021), 과학기술장관회의 (재인용)

[소요기반 국방과학기술]
국내외 미래국방 과학기술 분류(군 소요기반) 및 도출된 시나리오 기반하여 상기 국가R&D 및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에 연결될 수 있는 국방 과학기술을 하기와 같이 요약 및 선정하였다.
(표4 참고)
AI 기반 지휘통제시스템 (빅데이터 및 클라우딩 기반 정보분석 및 자율의사결정)
무인시스템(범위, 기능 및 속도가 향상된 통신 기반 드론·로봇 운용, 소형화·지능형 미사일
을 포함한 무인 발사체)
에너지 및 신추진체계 (소형원자로, 고출력 전기동력, 수소에너지, 우주발사체, 레일건)
강화인간 (바이오 변형 슈퍼휴먼, 신재료 기반 소형화, 3D 프린팅 기반 맞춤형·경량화 장비)
사이버 전자전 (사이버 공격·방호, 비살상공격 포함)
합성훈련환경 (VR/AR기반 Synthetic Training Environment, 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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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외 미래국방 과학기술
Ÿ

자율·AI 기반 감시정찰 분야, 초연결지능형 지휘통제 분야, 초고속·고위력정밀타격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기반 플랫폼 분야,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분야, 첨단기

분야

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분야, 사이버 능동 대응 및 미래형 방호 분야 미래형 첨단 신기
술 분야

국방부

Ÿ

전력체계혁신 8대
핵심기술 및

재생에너지, 사이버
Ÿ

10대 군사능력

매일경제·서울대

전략적 육성형: AI(자율비행, 스마트팩토리, 차세대IoT), 메타소재(스텔스), 수소연료(에
너지혁명)

Ÿ

선정 밀리테크4.0
10대기술

10대 군사능력: 고위력, 초정밀, 무인/유무인복합, 소형·경향화, (극)초음속, 스텔스,
비살상·전자전체계, 초연결·네트워크, M&S·사이버, 신추진

Ÿ
학교 공과대학

8대 핵심기술: 첨단센서, AI/빅데이터, 무인체계, 신추진, 신소재, 가상현실, 고출력/신

추격형: 퀀텀컴퓨팅(사이버공격, 스마트시티, 지휘통제장비), 레이저(레이저무기,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스텔스, 생화학무기,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Ÿ

상용화 목표형: 5G(자율주행, MoT), 센서(자율주행, IoT, 무인로봇), 나노소재(스텔스,
첨단의료기기), 사이버보안(스마트시티, 지휘통제장비, 무인로봇)

Ÿ

핵심기술:

Deep

learning

manned-unmanned
미국 국방부 3차
상쇄전략

systems,

systems

human

operation,

machine

assisted

coordination,

human

operations,

network-enabled etc.
Ÿ

5대 핵심군사역량(주요무기체계): 무인(공중급유 무인기), 장거리공중(차세대 장거리 폭
격기), 저피탐 공중(B2 스텔스 폭격기, 6세대 전투기), 수중작전(무인잠수함, 항공모

2018년 미국

Ÿ

함), 복합체계통합(GSS 네트워크)
美안보에 중요한 14개 신흥 기술분야: 바이오기술, AI와 머신러닝 기술, PNT 기술,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 첨단 컴퓨팅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양자 정보 및 센싱 기

산업안보국

술,

수출관리

로지스틱스

Brain-Computer

규정(EAR)

기술,

Additive

Interfaces,

Manufacturing(3D

Hypersonic,

Advanced

프린팅),

로보틱스,

Material,

Advance

surveillance 기술
Ÿ

Technology Focus : Advanced Electronics, Materials and Manufacturing
Processes, Energy and Power Technology

Ÿ

Focus

:

Air

Platforms,

Space,

Cyber,

Sensors

and

Processing, Ground and Sea Platforms (G&SP), Electronic Warfare, Autonomy

미국 국방부

(Autonomy Pilot Research Initiative),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and

Community of
Interests

System/Capability

Intelligence (C4I), Human Systems, Weapons Technologies
Ÿ

Mission Focus : Armed Services Biomedical Research, Evaluation, and
Management (ASBREM)

Ÿ

Alumni

(network)

Engineered

Resilient

Systems

(ESR):

Counter-WMD,

Counte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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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방과학기술 우선 순위화]
하기 파트에서는 각 국방 과학기술 별, 어떻게 일반 과학기술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며, 대한민
국의 시각에서 미래국방을 염두에 두면서 각 국방 과학기술에 대한 미래를 전망해볼 것이다.
우선 순위화를 위해 먼저 그림 4에서 제시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가장 큰 10대 국가 필수
전략기술인 “사이버보안”과 “우주”를 중심으로 (1) 사이버(cyber), (2) 극한기술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범용기술인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그리고 “첨단·로봇제조”를 기준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3) AI 기술, (4) 인간시스템(human systems), (5) 자율무인체계(autonomy)를 차
례대로 선택하였다. 특히, 위험과 기회부분을 표현하여, 국가안보를 포함한 사회 내에서의 국방
과학기술의 미래의 역할 및 민간 혹은 타정부부처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R&D가 무엇인지 분석
하고자 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범용적인 특성상, 국방 과학
기술이 신산업을 창출하는데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며, 이는 현재 R&D 민관협력, 군
수산업 촉진 등과 같은 일련의 국방개혁 분야와 많은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 수요 및 군소요 기반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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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 국방과학기술
6.1. 사이버(Cyber)
본 파트는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초연결된 환경을 배경으로 한 ‘시스템 전체’의 사이버-물리
연결, 사이버 공격·방호, 비살상공격 포함하는 사이버 전자전 및 전술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실시
간 통합 모의 가상공간 훈련을 포함한 합성훈련환경(STE)을 포함한다. 우선 사회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확장 혹은 인간사회 내 사이버 지배화(cyber dominance)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IoT
기술은 인간사회의 아날로그, 즉 물리적 요소들을 사이버화 시킬 것이다. 또한 가상(VR)-증강현
실(AR) 및 메타버스 등장으로 인한 아날로그의 디지털 가속화 현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연결 기반 국방 분야의 사이버-물리 시스템]
사이버-물리 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s)은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사이버 시스템이
통신망을 통해 물리 세계의 다양한 시스템을 원하는 방식으로 제어하는 통합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칭한다기보다는 소프트웨어, 물리 시스템, 통신망 3요소를 갖추고 있는 인
공시스템(Engineering System)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존 임베디드 시스템
(Embeded System)의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DGIST, 2021). 사이버-물리 시스템은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하는 IoT를 기반으로 컴퓨팅을 이용한 사이버 세계와 물리 세
계가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미래 전장은 정보지식 기반의 첨단 혁신 전력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향후 전력구조를 통합하
여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C4I 체계를 구축하고, 생존성과 통합성이 향상된 전장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네트워크중심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계중읍 외, 2015). 따라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감시정찰체계 (영상정보 처리, 표적탐지 등), C4I 체계(상호운용성, 데이터링크,
지능형 통신체계) 그리고 타격체계를 연결시켜주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무기체계 자체의 가치창출 이외에도 IoT 기반 센서는 다양한 무기체계 및 각종 부
품에 삽입(install)되어, 무기/지원체계 고장 여부 사전 진단·예방 및 유지·보수·관리를 효과적
이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전 진단·예방 기능은 ‘스마트 군수
서비스’와 통합되어, 부품 적기 조달 혹은 선제적 군수조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과정상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기술은 물리적 세계를 사이버 세계 내 충족시킬 것이며, 새로
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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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방호, 비살상공격 포함하는 사이버 전자전]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봤을시, 국방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시작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잠재적으로 커다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를 포함한 사이버·정보 공간
의 전장화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전자전은 공격주체와 실시간 피해 규모 및 범위 파
악 곤란, 적절한 대응 등이 제한되는 비대칭전력으로 불시에 적대세력을 재앙적 수준으로 마비시
킬 수 있다. 따라서, 동적 정보 환경에서 사소한 움직임을 포착하려면 방어·대응적 자세에서 네
트워크 이동을 분석하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조치 또한 지속적
으로 국방 과학기술에 등장할 것이다. 또한, 군사와 국방 분야에서는 사이버보안 및 대응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사이버 공간의 통제역량을 증강 및 통제되지 않는 가상공간의 감소에
대한 유도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실시간 통합 모의 가상공간 훈련을 포함한 합성훈련환경(STE)]
VR/AR 및 메타버스의 등장은 경제문화를 넘어서 인간 삶의 확장으로 해석되기에 국방분야,
특히 군사훈련, 병력운용 측면으로 실질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우선, 도시화로 인한 훈련장 부족,
잦은 민원, 안전사고 우려, 장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실제 기동 및 실사격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VR/AR 및 메타버스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합성훈련환경 기술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
다. 즉, VR/AR 및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 컴퓨터 워 게임(war game)만이 아닌 병력들이 가상전
투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가능해질 것이며, 이러한 실감형 과학화 훈련체계를 구축해 '상
시 실전형 훈련'이 가능해질 것이다. 군장병들이 실제 투입 이전 여러 차례의 실전적 가상전투를
체험함으로써 생존율과 전투기술을 향상시킬 것이다.
합성훈련환경 도입은 과거보다 좀 더 나은 과학적 훈련방법을 찾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적인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등장에 따른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육훈련을 혁신하게 될 것이다. 훈련을 통해 도출되는
자연스럽게 교육훈련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버에 통합되어 축적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
으로 가상환경에서의 훈련패턴과 행동의 학습을 통한 높은 수준의(e.g., AI 기반) 지능형 에이전
트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실기동 훈련체계를 가상환경(혹은 메타버스)과 통합하여 실제 훈련의
행동과 패턴을 비교분석하면 지능형 에이전트의 행동은 보다 현실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가상대
항군들을 지능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훈련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지능화된 지능형 에이전
트 혹은 가상인간(virtual human)이 현실화되면 교육훈련 종료 시 맞춤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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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교관(intelligent tutor)의 구현 또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다양한 전장 상황 하에서의
가상훈련을 통해 다양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방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
적하여 AI와 지능형 학습체계를 고도화시켜 궁극적으로 교육훈련을 자동화, 지능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워 게임 기반 모의훈련와 같은 군의 특화된 가상훈련 분야를 사회 내 위기대응
훈련 및 위기대응 필요 R&D 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메가시티에서의 감염병 등
재해와 사회적 재난,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메가시티에 대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
상메가시티 대상 재난대응 훈련 또한 가능하다.
온라인 가상현실의 영향력 확대는 개인의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
장병들에 핸드폰 보급 및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활동의 증가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분야 R&D를 통해 병력의 정체성과 incentive 유도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내 증강·가상 현실에 대한 연구 또한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6.2. 극한기술(science & technology in/for space, deep seas, the
polars)
본 파트는 우주, 심해, 극한지와 같은 극한환경에서 활용 및 응용될 수 있는 국방 과학기술의
미래를 그려보려고 한다. 극한기술이란 극한적인 환경을 발생시키고 응용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극저온·초고온·초고압·고진공·초청정 등 5대 분야가 있다. 이들 극한기술은 반도체ㆍ핵융합
등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의 개발 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비닉형 미사일
및 지능형 발사체와 같은 추친체계 및 관련 추진동력(모듈형 소형원자로, 고출력 전기동력, 수소
에너지) 그리고 지휘통제시스템(C4I)과 무인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GPS, 우주상황인식,
PNT(위치, 항법, 시간), 위성통신, 미사일 경보·방어 등 우주통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서술될 것
이다.
[우주통제 시스템]
군은 내비게이션, 조기 경보 시스템, 감시, 정보 수집, 군사 통신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우주
기반 자산을 사용할 것이다. 우주기반 자산들은 무인 항공 센서, 장거리 통신 드론, 전통적 극초
단파(microwave)를 사용하는 지상 시설들과 융합될 것이다. 특히, 우주자산들은 전자기 펄스무
기, 위성항법장치(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에 대한 공격, GPS 방해장치를 포함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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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통신 교란과 정보 가로채기(spoofing), 위성 공격 무기와 같은 신종 비전통적 무기의 등장
을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극한 환경에서의 필요한 간편식량개발(우주식량), 장구류(우주의복),
제한된 공간 운영 시스템(잠수함)의 발전은 국방 우주기술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
다.
[발사체 추진동력]
우주, 심해, 극지방과 같은 극한지 내 중요 분야는 에너지와 관련 추진체계이다. 또한, 이렇게
발전되는 에너지 추진체계는 자율무기체계 및 인간강화 기술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학
기술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우주, 심해, 극지
방과 같은 극한지 내 에너지 공급 및 활용기술은 계속적으로 연구될 것이고, 국방 분야 또한 이
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옵션을 보유할 수 있다.
소형원자로는 발전량 300MW 이하 원자로를 의미하며, 공장에서 제작·조립이 가능하여, 이
른바 공장식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전설치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모듈형의 경우 비교적 소
형화되어서 다양한 장비와 기계에 설치가 용이하다. 미국은 국방부 전략능력국 주도로 2020년부
터 민군협력을 통해 군사용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배치 후 3일 이내 작동 및 일주일 안에 철
거 가능, 출력용량 1~5MW)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7월에 착공된 한국원자
력연구원의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메카로 소형원자로를 개발할 것이다.(2025년까지 6500억원
투입) 이러한 모듈형 소형원자로는 항공모함, 순양함, 잠수함을 문론이고 지금까지 원자로 설치
로 운영되는 것을 꺼려왔던 (추락가능성 및 무게) 항공기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극한환경에
서 운용되는 주둔지 베이스캠프의 발전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에너지 저장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그 출력 또한 상당하여서 미래 레이저, 레일건, 슈
퍼휴먼, 로봇 등과 같은 高 에너지를 사용하는 무기체계 전력이 도입될 전망이다. 미래 국방장비
및 무기체계의 Low-High Mix로 일부 재래 무기체계들은 석유 등을 사용할 것이나, 미래 주 무
기체계전력으로 사용될 레이저, 레일건, 슈퍼휴먼, 로봇 등은 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으로 화
석연료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높은 토크와 신속기동을 가능하게 하는 하이
브리드 엔진이 우선적으로 개발(e.g., 재래식 추진체계 내 하이브리드 동력)되며, 추후에 소형원
자로 및 수소에너지 등을 활용한 신규 추진체계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수급로 확보 혹은 대체 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개
발 및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집중이 필요하다. 전투함, 군용차량, 전투·수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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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대한 개선은 항력(抗力)을 더욱 감소시켜 에너지 소비율까지 개선 필요하다.

6.3.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AI 기술은 감시·정찰, 군수, 사이버 작전, 정보 작전, 지휘통제, 자율 살상 무기 체계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며, 미래 국방시스템과 자율무기체계(Autonomous Weapon System, AWS)에 기
반기술로 성장할 것이다. 또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이 결합된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 및 스마트 국방은 국방 지휘통제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판단-결심-대응’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무기체계(Autonomous Weapon System, AWS)]
※ 드론, 무인기동체계, 미사일, 로봇 내 적용되는 자율무기체계와 자율무기체계 내 필수요소
인 에너지 및 소재 적용부분은 다른 파트에서 설명하며, 본 파트는 AWS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서 분석
AWS란 인간 운용자가 무기체계 운용을 우선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작동이 된 후, 인간의
추가 개입 없이(혹은 인력) 대상을 선택하고 교전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의미한다 (US DoD,
2020). 따라서, 완전한 자율성의 핵심은 휴먼 인터페이스(human interface) 없이 사람이나 사물
을 식별, 대상화 및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 조작자는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작동 또한 할 수 있다. 물론 완전히 자율적인 시
스템은 결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며, 시스템 설계자 혹은 운영자는 적어도 특정 매개변수에 따
라 기능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Schmitt & Turnher, 2012).
자율무기체계는 군이 유인 무기체계와 관련된 많은 운용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
다 (Boulanin & Verbruggen, 2017). 첫째, 자율성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속도이다. 자
율성은 무기 시스템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른바 OODA (관측
Observation – 사고 Orient – 판단 Decide - 행동 Act)의 고리(loop)를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율성은 무기체계가 인간이 (복잡성, 규모 또는 속도 측면에서) 할 수 없는 방식으
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지휘통제 수준에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주기의 질과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두 번째 장점은 민첩성
이다. 자율성은 인간과 계속적으로 접촉할 필요성을 줄이기 때문에 지휘통제 관점에서 무기체계
를 훨씬 더 민첩하게 규정할 것이다. 세 번째 장점은 자율성이 무기체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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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효과적이고 차별적인 방법으로 군사력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정확도가 향상
되면서 파괴 반경이 큰 무기 탑재체를 사용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부수적 피해의 위험을 줄인
다. 네 번째 장점은 자율성이 무기체계의 지속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적지에서 방공, 장기 감
시 임무, 대어뢰 작전 또는 군수작전과 같은 소위 따분하고 더럽거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무
기체계의 성능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인지적 및 물리적 한계(예: 피로, 지루, 배고픔
또는 두려움)로 인해 악화될 수 있으나, 자율성은 이러한 제한을 없앨 것이다. 자율성의 다섯 번
째 장점은 사정거리이다. 원격제어 무인체계가 신호상의 문제로 도달할 수 없는 지역 (e.g., 극한
지, 심해, 우주 등) 혹은 유인체계가 들어가기 위험하고 가혹한 작전지역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자율성은 무인체계가 인간 운영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통제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협력적·구조화·전략적 방식으로 대규모 군집 운용(e.g,, Swarming) 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협력 작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3차 상쇄전략 내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서 AI를 선정하였으며, 2018년에 국방
부 내 합동인공지능센터(Joint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를 설치하였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제19차 당대회 보고문 (2017년 10월 18일)에서 AI 군사화’를 언급한 후, 중국군의 AI 무기 수준
이 빠르게 진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청소년 영재를 선발해 AI 무기 개발에 투입
하고 있고, 베이징 공대는 지능형 무기 시스템 개발에 투입할 31명의 인재를 5000여 명의 지원
자 중에서 선발했다. 중국군은 2035년까지 완전한 현대화를 의무 추진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미군과 동일한 수준의 AI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AI 기술 기반 의사결정 관련 C4I]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미래 전장에서 인간의
인지·확정 능력을 초월한 의사결정 속도를 제공해줄 것이다. 즉, 각종 데이터 수집·분석을 기
반으로 C4I를 지원하는 ‘지능형 데이터 통합체계’ 혹은 인간의 인지능력을 보강해줄 수 있는 “빅
데이터 기반 실시간 AI 의사결정시스템”이 구성되어, 우주, 사이버, 바이오, 전자기 등 확장된 전
장 영역에 대한 상황인식과 다양한 정보 융합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러한 합동체계는 군별 분리
되어있는 데이터와 C4I 체계를 통합시킬 것이며, 핵을 포함한 전 전장 영역에서의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다양한 대응수단 및 전력을 제공하여 국가 및 군 지도부의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지원
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의 합동작전 개념은 전영역 정보자산(surveillance & sensor)과 타격자
산(shooter)의 유기적인 연결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신속한 지휘결심을 AI 기술 기반으로 제공
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초연결성과 고도의 신뢰성을 갖춘 차세대 합동 C4I를 기
반으로 추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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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의 Joint all-domain command & control 내 명시된
실시간 의사결정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 과학기술
초연결 격자망: 사물인터넷화된 모든 전투원, 정보자산, 무기체계와 의사결정 노드를 단일 네트워크에 상
시 연결하고, 정보-상황인식-지휘결심을 실시간으록 공유하여 전투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킨다.
첨단 전투관리체계: 각종 센서로 수집된 정보를 AI 및 기계학습을 통해 처리 융합하여 전영역 작전상황도
를 제공하고,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의사결정 우세”와 “비대칭적 이점”을 확보한다.
첨단 네트워킹: 높은 복원성을 갖춘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킹 환경을 통해, 말단(edge) 실행 노드로부터
최상위 의사결정 노드에 이르기까지 실시간 데이터 게시, 처리, 공유 환경을 제공한다.
효과의 융합: 전 영역의 물리적, 비물리적, 살상, 비살상 효과를 신속히 융합하여, 적의 대응속도와 대응능
력을 초월하여 표적을 타격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

AI 기술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지만, 적대국에게 다양한 공격 옵션 또한 제공해준다. 따라
서 AI 기반 공격에 대비한 방어체계 구축 또한 필요하다. 즉,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보화 무기 통
제·감지 체계확보를 통한 비전통적 공격 사전 무력화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AI 기술은 기본적
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저장시스템을 근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
트도시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결정체이다. 인구, 공업, 자본, 병원, 대학 등이 집중되어있고 그물
망처럼 얽혀있는 도시의 네트워크는 외부 충격에 약하기에, AI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
취약할 것이다. 따라서, 군은 사이버 및 네트워크 보안기술, 데이터센터 방호보호 기술 개발에 국
방R&D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술 중심 STE]
AI 기술은 또한 합성훈련환경 구축에도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지에서
의 동시 가상훈련, 가상 대항군 묘사를 위한 SAF(Semi Automated Force)의 구현, 지형 표준화
등의 핵심 요소들은 AI를 기반으로 가상 자율군(Computer Generated Forces)과 행동모델링
(Behavior Representation modelling) 등의 다양한 분야의 기술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향후, 1과 0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퀀텀 비트'(쿼트)에 의존하는 양자컴퓨터의 개발이 도
래된다면, AI 힘과 활용 응용성은 기존의 상상적 개념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통적
인 작업 관념에 도전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인간의 목적에도 도전할 수도 있기에, AI 채택률은 문
화의 영향을 받고, 정책의 지배를 받으며, 상업적 발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AI는 인간을 대신
하여 점점 더 많은 기능과 결정을 맡게 될 것이기에, AI R&D를 추진할 시 인간가치에 대한 윤리
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고려와 사전적 대응 전략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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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인간시스템즈(Human systems)
본 파트는 바이오 변형 슈퍼솔져(super soldiers), 신재료 기반 소형 및 경량화 장비 개발
(e.g.,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즉각적이며 맞춤화된 3D 제조 기술)로 인한 강화인간 관련 과학
기술에 대해서 서술하려고 한다. 이러한 인간강화 (human/augmentation/enhancement) 기술은
전투원 능력향상(e.g., 작전지역의 확대, 생존성 및 치명성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병력자원
의 감소에 대한 대체효과 발휘가 가능하다. 추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부족현상과
같은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인구 일자리 내 사회문제 해결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국방 분야에서 등장하는 슈퍼솔져 개념은 인간강화를 통해 진행되는 전투
발전의 의미이며, 이는 전투원 능력강화기술 발전과 적용의 결과로 현재의 전투 능력을 초월한
미래 전투원 개념을 의미한다. 2019년 10월에 발표된 미육군 현대화 전략 (Army Modernization
Strategy)에 따르면 2035년을 목표로 다영역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분석, 전략설정,
중점사업영역 등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으며, 그중 중·장기적으로 인간 능력강화 기술의 적용이
가장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는 중점사업 영역은 ‘Soldier Lethality (병사 치명성)’ 분야로
선정하였다 (국방기술품질원, 2020). 병사의 생존성과 첨단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수요가 증가
함에 따라, 유전자 편집, 물리 및 인지 보형물, 제약 증진을 포함한 인간 강화 기술의 발전은 인
간의 작전 및 전투 수행의 한계를 크게 넓혀줄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오 변형 슈펴솔져]
전투원 성능향상(peak soldier performance) 기술은 신체 및 인지적으로 강화된 전투원을 양
성하고 적합한 장비를 제공하여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전공학 및 생물공학과
같은 의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생물학적 무기가 지속적으로 출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자 편집
(e.g., 전장에서 식량 자급이 가능한 인간의 세포 조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일부
공감능력의 제한, 인간과 기계의 원활한 결합을 위한 유전자 편집 기술 등), 물리 및 인지 보형
물, 제약기술 기반으로 슈퍼솔져를 창조 해 낼 수 있는 인간강화 기술은 병사의 생존성과 첨단전
수행능력 강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6.5. 자율무기체계(Autonomy)
본 파트는 범위, 기능 및 속도가 향상된 통신 기반 드론·로봇 운용 및 소형화·지능형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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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포함한 무인 발사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e.g., 나노페인팅, 스텔스기술 등)의 미래
에 관해서 서술할 것이다.
[무인시스템]
인간에 의해 수행되었던 많은 전투기능이 기계와 무인시스템(e.g.,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 등), 드론, 무인잠수함, 무인육상로봇 등)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
병력의 육체적인 역량과 조종사와 같은 오랜 기간의 훈련과 숙달 능력이 첨단 과학기술로 대체
되며, 병력 전투력과 기계 내 과학기술을 조정·운영하는 조정·지휘 체계의 기술 중심의 군운영
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한 무인시스템로 직접적인 공격을 하거나
유인 플랫폼과의 원격교전을 위한 레이저 지시 또는 생화학 무기, 방사성 물질 투발 수단으로서
의 선택지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정찰용 무인수상정,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 등 4차 산업혁명에 부합된 첨단 미래기술로 다양한 사회 내 과학기술과의 융합이 진행되
며, 국방이 보유하고 있는 R&D의 특성(e.g., 수요보장, 장기간 연구개발 가능)은 민간 분야의 관
련 기술 R&D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화 드론: 대규모 및 저렴한 가격]
과학기술의 보편화로 대규모 자동화 드론과 같은 지능적이고 저렴한 군집 파괴 능력이 증대
되고, 첨단기술과 인공지능을 가진 저가(대량생산 가능)의 무인시스템이 고가의 체계를 능가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 기술은 자율무인체계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예를 들어,
드론을 사용한 스워밍(swarming) 드론 무기체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은 정해진
알고리즘에 의해 학습하고 움직임을 조정하는 AI 기술이다.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은 군사시설 및 부대, 중요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표적을 공격하는
데, 국사 및 상업용 무인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무인시스템은 특히 민간 및 국가차원
에서 성능과 신뢰성·생존성이 진일보되었으며, 특히 드론은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특징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드론을 중심으로 하는 무인시스템은 기
존 플랫폼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공격 및 방어작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인식 및 센싱 알고리
즘과 통신의 능력이 향상되어 AI와 자율비행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적대적 행위자들은 센서와 통신 범위 확장으로 단일 영역뿐만 아니라 지상 및 해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격할 수 있으므로, 무인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운용에 대해 경고하고 잠재적인
위협으로 식별된 무인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감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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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스템이 개발 및 적용될 것이다. 또한, 해킹프로그램이나 전자전 장비를 사용하여 드론 운
용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방식 (e.g., jamming, spoofing 등) 및 가용한 무기를 이용하여 요
격하는 등 물리적 대응 방식 (e.g., 레이저 무기체계, 고출력 전자기파 체계, 요격드론 등)이 개발
및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화 무기체계를 위한 효율성]
또한, 자율무인기술에 기반한 소형화된 무인시스템이 운용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에 더 많
은 과학기술 역량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유사 탄소 물질, 나노 복
합 물질 등 기술적으로 진보된 소재를 사용하면 마찰을 10~50퍼센트 줄여 훨씬 더 큰 효율성의
향상을 얻을 수 있으며, 새로운 공기역학과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항공기(극초음속)는 마하 5에
서 마하 9로 비행할 수 있으며, 우주 기술을 상용화된 목적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놀라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무기체계를 구성하는 냉정하고 극단적으로 논리적인 기계의 계산은 전쟁에서 열정, 용맹,
용기 같은 감정적 요소 및 자아, 자만심, 민족주의 정서의 제거가 가능하며, 국가가 경솔한 결정
을 내리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과 정서의 제어는 군사적 행위로 인한 치
명적 결과에 대한 둔감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방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와 신뢰를 쌓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이 필요하며, AI 지원 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파트너 및 제휴사와 함께 기술, 법률 및 윤리적 프레임워크 개발 필수적이다.

<표 3> 바이오의 정의 및 주요 분야 정리
바이오 기술: 특정 제품의 생산을 위해 유기체 및 생물체계를 사용하는 기술
정의

바이오 산업: 고령화, 감염병, 식량문제 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신사업을 창출하는 미래
선도 산업
합성생물학: 유전자분석+공학의 융합, 기존생명체를 모방하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은
인공생명체를 제작 및 합성하는 기술
바이오에너지: 바이오기술+에너지 소재의 융합, 동식물과 이로 파생된 모든 물질을 원료
로 생성하는 에너지

주요분야

뇌-기계 인터페이스: 뇌과학+기계공학의 융합, 인간의 생각만으로 외부기기 및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
디지털헬스케어: 의료+ICT의 융합,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의료정보 분석을 통해 정밀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나노바이오 공학: 바이오기술+나노기술의 융합, 나노생체분석, 나노 생체소재, 나노바이
오센서, 나노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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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유전공학 및 생물공학과 같은 의학기술은 적대적 행위자들에게도 쉽게 사용
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파력이 큰 감염병을 비닉용 그리고 전략적인 무기로 활용할 가
능성이 크다. 특히, 유전자 편집기술의 경우, 국방 생태계를 급격히 변화시키거나, 대량의 혹은
무분별한 인명살상을 유발하는 등 전통적인 생화학무기를 뛰어넘는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다
(Frost & Sullivan, 2019). 특히, 민간분야에서 주도되는 기술의 진보에 따라 유전자 편집의 진입
장벽과 생산활용비용이 낮아지며, 사전감지 및 차단이 어렵고, 은밀한 연구 및 비닉적 사용이 가
능하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악성국가 및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방 행위자가 악용시에는 안보적 문
제를 유발할 수 있다 (US DoHS, 2020).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과 군은 슈퍼솔져를 위한 의학
기술뿐만이 아닌 응급의료 역량 및 범용백신, 해독제, 치료제 개발 역량을 확보할 것이며, 바이오
무기 대비 간이 휴대용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제조업에 큰 혁신적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2011년 기사에서 영국의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3D 프린터가 내연기관과 컴퓨터를 뒤이어, 미래 제조산업을 이
끌 주요한 혁신기술이 될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Filton, 2011). 선진국의 국방 및 군수산업에
서 3D 프린팅을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0년 2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3D 프린
팅으로 제작하는 국방용 부품의 규격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 3D 프린팅 기술은 특징은 가볍고,
유연성이 강한 재료를 활용해, 이른 시간에 섬세하고 맞춤형 소형화된 장비를 만드는 데 있다.
따라서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국방 부품들을 국내에서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3D 프린팅 강소기업과 방산기업의 신규사업 참여를 촉진해 민군협력을 촉
진하고 그동안 생산 중단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해외 국방 부품들을 조달하는 데에도 크게 도
움이 될 것이다. 즉, 컴퓨터 지원 설계와 3D 프린팅을 활용하면 개발 및 생산 시간을 빠르게 단
축하여 군사 장비 제작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품의 조달에 주안점을 주었던 3D 프린팅 기술은 인간강화 측면에서 더욱더 다양
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군장병에게
즉각적으로 각막·간·피부·혈관·심장 등을 만들어 이식할 수 있게 해주어, 생존율을 향상시
킬 것이다. 또한, 3D 프린팅은 전투병력에게 즉각적으로 경량화되고 맞춤화된 장비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분야 내 인간강화의 가장 큰 이슈는 편이성을 동반한 기동성의 확보이다.
인간강화에 사용될 경량화되고 맞춤화된 장비들은 이러한 부분을 많은 부분에서 해소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무인화·자동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 인력의 감축이 크게 환영받는 우리 국방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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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을 인간강화 기술 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한다면 바이오, 로봇, 의학, 센서 등이 융합된 인간
강화 기술은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하여 민·군의 협력적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3D 프린팅 및 인간강화 기술의 잠재적 응용과 위험을 이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우
선, 3D 프린팅 제조 기술은 적대적 세력의 위협 또한 키울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가
무기를 밀수하거나 폭발물을 가지고 국경을 넘나드는 대신 현지에서 3D 프린터로 다기능 무기와
사제폭탄 제작이 가능하다. 3D 프린팅과 분산 제조를 기반으로 무기 제조 및 생산장소가 분산되
고, 현지화(소비자 근처에 위치)될 수 있다. 정부는 초국가적 범죄조직과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에
기동의 자유를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통제되지 않는 가상 공간의 감소를 유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와 국방전력 내에서 인간강화 기술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도덕
적, 윤리적, 법적 기준이 정의되어야 하기에 글로벌 국방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설정에 대한 선제
적 대응이 필요하다.

7. 결론
본 글은 다양한 미래연구기법을 연결 및 활용하여, 총 5가지의 시나리오 기반 다양한 미래국
방의 모습과 관련 미래 국방과학기술 혹은 국방R&D 분야 도출 및 우선 순위화를 실시하였다. 수
요(demand) 측면, 즉 민수부처와 민간분야(사회 및 일반시민 포함)에서 전망하는 미래 유망 과
학기술과 군사·안보 소요(needs)에서 필요로 하는 국방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총 5개의 미래 국
방과학기술, 즉, 사이버(cyber) 관련 기술, 우주·심해·극한지 극한기술, AI 기술, 인간시스템
(human systems), 그리고 자율무인체계(autonomy)를 도출하여 본 순서대로 우선 순위화하였다.
추가로 상기 도출된 5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방과 대한민국 국민이 선호하는 미
래와 연구한계를 작성하여 본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7.1. Preferred Futures (대한민국 국방이 원하는 미래)
군은 사회와 국민을 최첨단 과학기술 활용을 통해 사회(국민)을 내외부의 적(정부 혹은 비정
부 조직)으로부터 지키며, 국민의 신뢰와 사회의 지지받는 조직으로 변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군은 군 내부의 조직, 체계의 대대적인 혁신을 이루어 (e.g. 육군, 해군, 공군과 같
이 특정 지형에 기반한 조직이 아닌 과학기술 기반 조직 및 인력 구성) 상기 언급된 핵심 과학기
술을 습득 및 운용하고, 그 과학기술을 윤리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회와 국민을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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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즉, 2021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 과학기술 혁신은 단순 군 소요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 미래지향적이며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군은 자체적으로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주도적으로 민간 국방R&D 분야를 선도하
며, 더욱 수용적으로 최신 민간기술을 국방과 사회를 위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군은 제한된 공간과 열악한 상황에서 혁신 과학기술 (e.g., 로봇 및 컴퓨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고, 물리적 공격·방어와 함께 사이버 전력을 더 강화하며, 컴퓨터가 자동으로 사이버 공간 내
위험요소 및 요인을 처리할 것이다. 즉, 인간(e.g., 군병력)과 조화롭게 운영되는 과학기술이 국방
의 주요기능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방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R&D를 집결하여, 과
거 미국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ARPA)와 유사한 형태로 (미국 The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의 전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 간의
cross-R&D agency가 설립하고 관련 R&D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해야한다.
또한, 발달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군은 지속적인 사회 노출 및 지역사회 지원(community
outreach)을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유한 과학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하며, 사회
와 국민 내 군 팬덤(fan-dome) 구축을 통해 시민 자발적인 군 홍보로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
것이다. 이러한 적용방법은 국민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사회와 국민의 필요와 요구에 맞춰 추진하
고, 군은 사회 및 국민과의 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혁신적인 과학기술 실현 및 구현을
통해 군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의 선도자로서 군
은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R&D 및 산업과의 제휴 확대하며, 최신 상태의 과학기술 역량 유지를 통
해 지속적으로 군 내부의 군사·안보 역량 입증 및 유지가 필요하다. 즉, 군 주도로 민간과의 역
할 분담을 통해 군사·안보 사업의 확장 및 개발된 첨단 R&D 기술을 사회와 국민 실생활에 적
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양날의 검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여론의 신뢰를 유
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과학기술, 사회 및 국내 헤게모니(hegemony) 주도 군으로
인한 사회 내 반발감 및 적대적 경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군 중심으로 발전되는 과학
기술 역량 및 사회와 국민 내 영향력으로 인해 군의 위치는 과도하게 상승할 수도 있다. 국민은
군의 과도한 역량에서 도출되는 관련 부작용에 염려를 표할 수도 있으며, 타 정부 부처들의 경쟁
심리로 인해 패권 다툼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방과 국방 과학기술의 미래는 한쪽으로 지
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이며 균형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치우치게 되었을 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자가 진단 및 회복 기제 구축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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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연구한계
연구예산 및 기간의 한계로 인해, 설문조사 및 인터뷰와 같은 1차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으며
(2차 자료 중심), 외부 불확실성(정치 및 외교) 및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 사건(extreme event)
보다는 내부 역량과 의지를 중심으로 시나리오 작성 및 미래국방 과학기술을 도출하였다. 추후,
다양한 1차 자료를 활용하여 본 시나리오 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
가 있으며, 다양한 신흥안보 요소들을 (e.g., 환경, 외교, 인구 등) 고려하여 미래국방 과학기술의
범위와 그 유용성을 타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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