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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이 가져온 전쟁 양상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
응하기 위한 미국의 미래전 대비전략을 분석한다. 특히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군사적으로 적용되어 자율무기체계가 확산되고 결심중심전(decision-centric warfare)
으로의 군사작전 변화가 현실화될 때, 이러한 변화가 억제와 위기고조 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지 논의한다.
미래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의 중요
성을 강조해왔다. 역사적으로 기술혁신은 해당 국가의 군사력 제고에 기여해왔고, 전투공간을 확
장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 간 힘의 균형도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상쇄전략 변화와도
맞물려 살펴볼 수 있다. 핵 및 중거리 미사일 개발, 미사일 방어 체계구축을 통해 미국은 유럽
전구에서 소련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상쇄할 수 있었고, 스텔스 기술, 장거리 센서, 정밀유도무
기의 개발은 미국과 여타 강대국 간 국방기술력의 간극을 확대시키며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중심
의 단극적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공유, 그에 따른 정보우
위를 전투력으로 전환시키는 기술의 발전은 미국의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centric warfare)
을 가능케 했으며,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전쟁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의 기술혁신은 결심중심전의 맥락에서 그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율무기체계와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아직 강한 인공지능(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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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을 탑재한 자율살상무기체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 국방부는 이미 20,000여 종류의 자
율무기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이들을 운
용해 왔다.1)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술혁신은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선, 기술혁신은
전장에서의 우위를 가져다줄 수는 있으나, 전쟁에서의 승리를 필연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
다.2) 기술 결정론의 관점은 기술 혁신을 통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술
혁신만으로 전쟁의 승리가 담보되진 않는다. 예컨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살상력을 높인 무기
체계가 도입되어 전쟁 수행방식의 변화가 있었으나, 병력을 분산시키고 살상 무기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시켜 이러한 변화를 극복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기술혁신이 반드시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3) 다만 기술의 발전은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과 행위자를 변화시키며 군사전
략의 변화를 가져온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특히 억제와 위기고조의 맥락에서 군사전략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지 논의한다. 역량-취약성 역설(capability-vulnerability paradox)의 개
념이 보여주듯, 네트워크화된 전장에서 작전 수행을 위해 디지털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수록, 적대국에 대한 억제력과 강압수단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적대국의 선제공격 유인도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위기안정성은 더욱 낮아진다.4) 요컨대 억제가 어려운 방향으로 전장이 변
화하며, 네트워크화된 전장에서의 전략적 안정성은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전쟁양
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수행주체와 전투공간의 변화 관점에서 전쟁양상의 변화를 살펴
본다. 또한 최근 미국이 제시한 결심중심전의 개념을 논의하며, 그러한 변화를 현재의 지정학적
맥락에 접목시켜 강대국 간 전략적 안정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본다.

II.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과 군사적 적용
1. 4차 산업혁명 주요 신기술과 쟁점
기술혁신으로 진일보한 무기체계는 군사력 제고에 기여하지만, 전쟁에서의 승패는 이러한

1)
2)

3)

4)

Brian K. Hall, 2017. “Autonomous Weapons System Safety,” Joint Forces Quarterly Vol. 86.
Michael, C. Horowitz and
Casey Mahoney, 2018.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Military:
Technology is only half the battle,” War on the Rocks (December 25); Peter Hickman. 2020.
“The Future of Warfare will continue to be human,” War on the Rocks (May 12).
Stephen Biddle, 2006. Military Power: Explaining Victory and Defeat in Modern Battl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Jacquelyn Schneider. 2016. “Digitally-enabled Warfare: The Capability-Vulnerability Paradox.”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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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를 어떻게 전장에 적용하는가에 달려있다. 기술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무기체계란 결국
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며, 이는 결국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소개한 최근의 연구들은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결심 중심전으
로의 군사작전 변화를 가능케 할 주요 기술들을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오핸론(O’Hanron)은 [표
1]에서와 같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 데이터 전달 및 공유를 위한 컴퓨팅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그리고 발사 수단 등으로 기술 유형을 나누어 기술 발전 속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향후
20년간 전력화할 수 있는 주요 기술 가운데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특히 빠를 것이
라 주장한다. 이러한 기술혁신 속도는 결국 전쟁 양상의 변화 속도 역시 빨라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표 1] 전력화 가능 주요 기술의 발전 속도 예측 (2020-2040년 기준)
기술 유형 / 기술

중간

발전 속도 예측

높음

매우 높음

· Optical, infrared, and
UV sensors
Sensors

· Sound, sonar, and

· Chemical sensors

motion sensor

· Biological sensors

·Magnetic detection
· Particle beam
·Computer
hardware/software
·Offensive cyber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Radio Communication

· Laser communication

operations

· Quantum computing

·Systems of
systems/Internet of thing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 Missiles
Projectiles,
Propulsion,

and

Platforms

· Fuels
· Jet engines
·

Internal-combustion

engines
· Ships

· Explosives
·Battery-powered
engines
· Rockets
· Armor

·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

· Stealth
· Satellites

출처: Michael O’Hanron, Forecasting Change in Military Technology, 2020-2040 (Washington D.C.:
The Brookings,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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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보유한 지적 능력을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기술, 소프트웨어, 시
스템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인공지능의 차원과 범위에 따라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weak AI)으로 나눌 수 있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 인간의 인지능력 전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
라 구체적인 문제해결이나 추론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인 반면, 강한 인공지능은 기계의 인
지능력과 육체능력을 높여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이성적으로 사고, 행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을 의미한다.6) 예컨대 미국 국방부의 메이븐 프로젝트(Project
Maven)는 이슬람국가(ISIS) 격퇴를 위해 글로벌 호크(Global Hawk), 혹은 그레이 이글(Gray
Eagle, General Atomics MQ-1C) 등 드론을 운용하며 테러리스트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영상 및
이미지를 수집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빠르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메이
븐 프로젝트의 경우 전송된 데이터에 기록된 위협적인 행위자 및 관련 군사시설을 식별하는 데
인공지능을 사용했을 뿐 이들에 대한 공격 결정의 임무까지 인공지능에게 맡기진 않았다.7) 즉,
관측(observe)-방향설정(orient)-결심(decide)-행동(act)의 ‘OODA 루프(OODA loop)’ 의사결정
과정 프레임을 통해 메이븐 프로젝트를 평가해본다면, 미국은 현재의 인공지능의 자율성 확대 수
준을 유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교전의 결정은 인간의 선택 영역에 남겨둔 셈이다. 그러나
메이븐 프로젝트로 인해 미국 정부 내 다른 부처들 역시 유사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다. 이는 러시아 및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고려해볼 때, 이들과의 경쟁
에서 미국이 경제 및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부 내 전방위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
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2017년 합동인공지능센터(Joint
AI Center)를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인공지능전략보고서(AI Strategy)를 발간하였다. 향
후 인공지능은 정보·감시·정찰, 정보전, 지휘·통제, 반자율·자율주행, 자율살상무기체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메이븐 프로젝트의 사례에서와 같이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수집된 정보의 분석 및 처리, 공유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최근 논의되고 있
는 전영역(all-domain warfare) 혹은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수행에 기여할 뿐 아니라 결
심중심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로보틱스의 경우, 이미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량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전
장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예컨대 미 육군의 윙맨(Wingman) 사업은 자율주행기술을 전술 차
5)

6)

7)

[표 1]에서 기술 발전 속도 예측 가운데 ‘중간’ 카테고리는 향후 20년간 속도, 사용 범위, 살상력등의
측면에서 약 10% 전후의 발전이 예측된다는 것이며, ‘높음’의 경우 50-100%, ‘매우 높음’의 경우 현
재의 전장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작업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 즉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발전이 있으리
라 판단한다. 각각의 기술별 구체적인 예측은 다음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chael O’Hanron,
Forecasting Change in Military Technology, 2020-2040 (Washington D.C.: The Brookings,
2018).
김상배, “인공지능, 권력변환, 세계정치: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 조현석, 김상배 외, 『인공지능, 권
력변환과 세계정치』 (서울: 삼인, 2018)
Kelsey D. Atherton, 2018. “Targeting the future of the DOD’s Controversial Project Maven
Initiative,” C4ISRNET (July 28); Jack Shanahan, 2017. “Project Maven Brings AI to the Fight
Against ISI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December 21).

4/22

량에 탑재하여 전장에 투입한다(Udvare, 2018). 자율주행가능 탱크인 립소(Ripsaw)의 경우, 미
육군 주도하에 장갑차와의 기동훈련을 이미 진행했다고 알려졌다(Osborn, 2020). 미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역시 다양한 무인함정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으로부터 해군에게 인도된 무인수상
함 ‘시 헌터(Sea Hunter)’는 대잠전에 특화된 무인함정으로서 3개월간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미 해군은 연안전투함과 함께 해양에서 정보수집, 기뢰제거 및 스워밍(swarming)
등 작전을 수행할 다수의 무인수상함 개발도 고려하고 있으며(Osborn, 2018), 이러한 개발과 발
맞춰 ‘유령함대(Ghost fleet)’ 작전개념을 발전시켜 항모타격단을 지원하기 위한 무인수상함을 추
가 배치할 뿐만 아니라 제 3함대를 중심으로 “무인 시스템의 해상전투 통합 계획 21(unmanned
systems integrated battle problem 21, UXS IBP 21)”을 서태평양에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US Navy, 2021).
마지막으로 연결성(connectivity)의 속도 역시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과 자율무
기체계 등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데이터 전송 및 행위자간, 사물간,
시스템 간 커뮤니케이션 모두를 포함한다. 전장에서 전투원 간 커뮤니케이션 및 상황인지 속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전력 자산 상태의 실시간 확인을 통해 작전 효율성이 배가 될 것이다.
예컨대 F-35 전투기의 빠른 연결성과 정보처리능력은 지상 전투원들로 하여금 적대행위자보다
먼저 교전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Osborn, 2021). 또한 연결성에 기반한 자율무
기체계는 결국 원거리 적대행위자와의 간접적 교전(indirect confrontation)을 가능케 한다. 이는
전장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정치지도자의 국내 정치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
이나, 그러한 이유로 오히려 간접적 교전의 빈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은 논쟁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첫째, 인
공지능에 기반한 자율무기체계가 과연 인간과 같이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제까지 인간에 의해 인식되어왔던 전장 환경, 표적 확인, 위협 여부의 판단, 무기발
사 결정 등의 작업을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무기체계가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같은 맥
락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인공지능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넘어서 데이터를 스스로 찾
고 행동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인간-기계 협업
(human-machine teaming)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인간-기계 협업의 경우,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으로부터 도출된 개념으로 중국의 서태평양 역내 반접근/지역거부에 대한 기술적 극복을 목적으
로 수행되었으며, 미국 국방부는 현재 인간-기계 협업을 위해 인간과 자율무기체계 간의 신뢰
(trust)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도 시도하고 있다(Konaev and Shahal, 2021). 위에 제기된 문
제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인공지능이 약인공지능(narrow AI)에서 강한 인공지능(general AI)
으로 진화함에 따라 자율무기체계의 자율성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맞물려있다.
그러나 2014년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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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전체가 참여하는 자율살상무기 정부전문가그룹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Lethal
Autonomous Weapons)의 논의가 수년째 자율살상무기의 규제의 범위와 적법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국가 간의 상이한 입장 차는 당분간 좁혀지기 어려울 전망이
며, 이에 대한 국제규범 확립의 속도는 기술혁신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경쟁은 강대국 경쟁을 배경으로 더욱 격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7년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계획> 발표 이후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며
동시에 전장에서의 정보수집 및 의사결정 시간 단축을 위한 결심중심전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Sayler 2020; Kania 2017). 이는 중국이 대미 재래식 군사
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군민융합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대
학, 연구소, 기업, 군과 중앙정부 사이의 경계를 없애며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 미국·중국과의 기술격차는 매우 크지만, 2025년까지 모든 군사 장비
의 30%를 로봇화하겠다는 국방현대화 전략에 따라 2018년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과 유사한
목적의 고등연구재단(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를 설립하며 신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의 인공지능 기반 자율무기체계의 경우 특히 스워밍 전술 수행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또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정보전, 프로파간다 확산 차원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할 것이라고 알려졌다(Polyakova, 2018).
결과적으로 강대국 경쟁을 배경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은 전쟁 양상의 변화
로 이어질 것이다. 2014년 공개된 미국의 3차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은 이러한 신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기반한 강대국 경쟁,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의 우위를
형성하려 하며, 방어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공격적 전략 구사를 통해 경쟁국이 방어에 좀 더 비
용을 지불하는 구도를 형성해야한다는 주장으로도 이어지기도 했다(설인효, 박원곤, 2017).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혁신이 가져올 수 있는 전쟁 양상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2. 전쟁 양상의 변화와 억제·위기고조 개념으로의 함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군사적 적용은 일차적으로 교리, 조직 등에 있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인공지능 기반 자율무기체계의 확대는 우선 병력 밀도 감소에 기여할 것이며, 부대 단
위와 편제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율무기체계를 운용하는 병사들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임무를 지원하는 교리와 교범, 훈련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조현석, 2018).
이와 같은 외형적 변화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은 전쟁 양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자율무기체계와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개전 결정의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
다. 물론 이러한 점이 전쟁의 빈도를 높인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예컨대 높은
수준의 공군력을 보유한 적대적 행위자를 강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격용 드론은 상당히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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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며, 특히 공격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교전을 시도할 수 있기에
드론 보유국가는 위험 감수(risk-taking)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Horowitz, 2020;
Horowitz et al, 2016; Zegart, 2018). 같은 맥락에서 드론전(drone warfare)이 개시될 경우 쉽
게 위기고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Boyle, 2013). 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이와 관련한 여론 악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반대로 일회용 첨단 장비
및 드론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위자들 간의 전력차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세적 전략보다는 방어에 치중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Barno and Bensahel, 2018). 또
한 드론과 같은 무인기 공격은 유인기의 경우보다 위험도가 낮아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고조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개진되었다(Schaus and
Johnson, 2018).
둘째, 전쟁의 목표와 전쟁 승리의 의미가 변화한다. 근대전은 영토 점령과 정권 교체 등
물리적 공간에서 상정할 수 있는 전쟁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면,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체계의 등장
이후 전쟁에서의 승리란 사이버 및 우주 공간의 “선점,” “지배”의 형태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및 우주 공간에서의 전투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전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
히 미국의 경우 육·해·공군 모두 네트워크에 의존한 지원, 통신체계, 및 발사수단을 운용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사이버-키네틱 공격도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셋째, 인공지능 기반 자율무기체계가 보여줄 빠른 속도의 정보처리 능력은 인간으로 하여
금 전쟁 결심 및 전쟁수행 속도를 높이게 될 것이며, 동시에 선제공격 유인을 높일 수 있다. 먼저
자율무인체계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해 전장 상황의 실시간 정보·감시·정찰이 가능해지고
특히 원거리 전장 상황에 대한 파악도 쉬워짐에 따라 적대국보다 좀 더 빨리 결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빠른 정보처리 속도는 행위자로 하여금 더욱 위험을 감수하
며 공세적 전략을 택할 가능성을 높인다. 즉 적대국의 기술혁신 속도를 압도하기 어렵다면, 공격
우위의 군사전략 및 무기체계 구축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요컨대 기술혁신은 정보전달, 교전 결심의 속도와 자율무기체계의 자율성 확대, 인명피해
를 줄일 수 있는 자율무기체계의 운용 확대 등으로부터 전쟁 양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변화는 국가 간의 억제와 위기고조(crisis escalation) 작동방식도 변화할 수 있을 것
이다.
일반적으로 억제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1) 억제 행위자가 공언한 처벌의 위협을
실제로 수행할만한 역량(capability)과 의지(resolve)를 갖고 있는가, 2) 억제 행위자가 공언한 처
벌의 위협이 적대 행위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는가(communicated)가 역시 중요하다. 더욱이 확
장억제의 경우, 이러한 역량과 의지가 동맹국에도 전달되어 안심(assure)시킬 수 있는지도 중요
하다. 최근 랜드연구소가 진행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무인체계의 작동과 이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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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다룬 워게임 결과는 향후 미래전에서의 억제가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지 그 단초를 보여
준다(Wong et al, 2020). 본 워게임의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반 자율무기체제는 유인 주둔
병력과 마찬가지로 억제의 신호를 적대국에게 전달했다. 또한 보장(assurance) 차원에서도, 미국
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병력을 자율무기체제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동맹국
보호 및 지역 안정유지를 위한 공약과 억제력 유지라는 신호는 동맹국에게 전달되었다. 다만 이
러한 보장에 대한 만족도는 1) 자율무기체계의 기술력 수준과 2) 미국이 실제로 이 자율무기체계
를 신속히 작동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자율무기체계 확대배치는 미군 병력의 희생
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역내 공약은 유지될지라도 보장에 대한 동맹국들의 만족 수준은
위 두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위기 고조란, 행위자들이 처한 갈등이 질적 변화를 일으키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Morgan et al, 2008). 위기고조 가운데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우발적
상황악화(inadvertent escalation)이다. 기존의 억제 관련 연구들은 기술의 복잡성이 기술적 오류
를 가져오며 위기고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다 (Wong et al, 2020). 또한 위기
고조를 목표로 하지 않은 행위라 할지라도 이것이 상대편에게 위기고조의 행위로 인식될 가능성
이 있다. 이러한 경우 상대편이 선제 공격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더욱 위험은 고조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워게임에 있어서도 자율무기체계의 작동으로 인해 위기고조가 발생하였는
데, 예컨대 워게임에서 시험한 시나리오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자율무기체계는 이를
격추시켰을뿐 아니라 대포병 반격(counterbattery fire)를 함으로써 역내 위기를 고조시켰다
(Wong et al, 2020). 이러한 결정은 실제 미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선택지
였다는 점에 있어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의사결정 방향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자율무기체계의 발달로 인해 전략적 안정성 역시 약화될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예컨대
해저 드론, 혹은 장거리 비행가능 드론이 2차 공격능력을 보유한 적대국의 핵잠수함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보복공격에 대한 우려 없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Kaspersen et al.,
2016).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억제 및 위기 고조 동학의 변화는 자율무기체계의 자율성을 얼마
나 용인할 것인가, 또한 인간-기계의 협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따라 또한 그 추이가 달라
졌다.

8/22

[표 2] 인간-기계 협업과 위기 고조 양상의 변화
의사결정
인간 병력
전장 배치
무인 병력

인간
낮은 위기고조,

자율무기체계
높은 위기고조,

오인의 높은 비용
낮은 위기고조,

오인의 높은 비용
높은 위기 고조,

오인의 낮은 비용

오인의 낮은 비용

출처: Wong, Yuna Huh et al, 2020. Deterrence in the Age of Thinking Machines (California: The
Rand Corporation), p. 64.

[표 2]는 인간-기계 협업과 역할 분담에 따라 위기고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예컨대 인간이 의사결정과정을 주도한다면 비록 의사결정과정의 시간은 많이 소요될지
라도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은 낮다. 또한 인간이 적대국의 신호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할 가능성
또한 위기 고조의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면 자율무기체계의 전장배치는 오인으로
인한 위기고조시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인명피해의 위험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다루프(OODA loop)에서 인간이 ‘결심’ 영역을 당분간 주도할 가능성이 있
음을 보여지만, 현재의 기술혁신 속도와 자율무기체계의 자율성 용인 수준에 대한 국가 간 합의
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자율무기체계를 운
용하는 국가들의 서로 다른 전략문화와 가치규범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도 투영될 경우, 위험 감
수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요컨대 기술혁신으로 인한 전쟁 양상의 변화는 외형적인 군사 조직과 교리의 변화뿐만 아
니라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의 동학 역시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체
계의 등장은 전쟁의 비용과 속도, 전장의 확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해되어왔던
억제와 위기고조의 개념도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기술에 내재한 전쟁 수행 및 결심의 속
도는 사실상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의 안개’로서 우발적 상황악화의 원인이자 안보딜레마를 심화
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Posen, 1991). 2000년대 미국의 군사혁신
(RMA)를 통해 전쟁의 안개를 거둘 수 있었다는 주장은 이미 그 적실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국의 네트워크전에 활용된 정보통신 및 지위통제체제는 적대국의 그것과 비교해 비대칭
적이었기 때문에 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었으나, 지금의 네트워크 환경은 대칭성을
넘어 초연결의 상태로 진화하고 있기에, 오히려 초연결의 상태 속의 인공지능 기반 자율무기체계
가 가져올 변화는 새로운 ‘전쟁의 안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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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장 확대와 군사전략의 변화
1. 전장의 확대: 우주와 사이버 공간
앞서 언급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혁신은 군사전략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군
사전략 변화의 지정학적 배경에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대항하는 지역패권 경쟁이 존재한다. 특
히 중국과 러시아의 현상변경 시도와 보복주의(revanchism) 목표가 상존한 가운데 이들과 미국
과의 기술격차 축소, 또한 이슬람국가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접근
성 제고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질적·양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지배할 수 있는 전투공간이 불가피하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이러한 공간 수호에 있어 도
전도 커짐을 보여준다. 지리적 의미로서의 영토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 예컨대 사이버 및 우주
공간에 대한 수호가 도전받고 있다.
특히 우주와 사이버 공간 활용 기술 발전은 5차원 공간으로 확장되는 전장 환경을 형성
하고 있으며, 미국이 양 공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적 우위로 인해 잠재적인 적대적 행위자
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교차영역 처벌 억제(cross-domain deterrence by punishment), 이를
위한 다영역 우위 확보,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먼저 확대된 전장으로서의 사이버 공간은 전자기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한 컴퓨터 기술로
인해 만들어진 공간이며, 군사적 차원에서 제5의 전장으로 재조명 되는 ‘발견된 공간’이다 (이민
우 외, 2021). 전세계가 이미 편입되어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해지는 비동적 (non-kinetic) 공
격의 유형은 다양하다. 예컨대 사이버 침해, 첩보, 사이버 심리전 뿐만 아니라 전자폭탄, EMP 등
전자기장 발생을 통한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통해 국가 통신 인프라, 금융 시스
템 등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대적인 행위는 대부분 전통적 군사력과
병행하여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2010년 이스라엘의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대한 스턱스넷
공격 사례 및 2020년 동 시설의 원심분리기 화재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사이버
-키네틱 공격도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키네틱 무기체계와의 연계야말로 추후 논
의될 전영역 작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사이버 공격의 경우 귀속(attribution) 문제, 즉 사이버 공격 행위자를 신속히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억제가 쉽지 않다. 특히 사이버 공격의 경우 행위자가 국가라는 집단일 수도 있
지만 개인 혹은 소규모 집단일 가능성도 존재하며, 인터넷 프로토콜을 우회하는 공격방식이 일반
적이기 때문이 공격 원천을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공격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격을 시도할 때 자국의 사이버 정보력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에, 반격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사이버 공간은 공격 우위의 구도가 형성되기 쉽다. 앞서 언급한 귀속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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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려 생각해볼 수 있는데, 공격자는 적은 비용과 자원으로 방어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
할 수 있다(김종호, 2016). 즉 공격자는 방어자의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하나 이상의 취약점을 찾
아낼 수 있다면 공격에 성공할 수 있으나, 방어자는 모든 취약점을 검증하고 지속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격자의 선제공격 유인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으며, 방어위
주의 군사전략은 사이버 전장에서 그 설득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공격우위의 전
장에서 ‘억제’를 시도하기란 어려워질 것이다. 다만 사이버를 포함한 교차영역 처벌 억제
(cross-domain deterrence)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Gartzke and
Lindsay, 2019).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거부 억제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체제의 구축하
여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자를 식별하고 이들의 공격 행위를 예방하는 방어 중심의 방안을 의
미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거부억제와 처벌억제를 절충한 관여 및 기습 억제(deterrence by
engagement and surprise)가 제시되었다. 궁극적으로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이버 공격 직
후 공격자를 식별하여 단시간 내에 처벌한다는 개념이다. 거부억제와 처벌억제로 양극화된 사이
버 억제전략을 절충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본 대안은 결국 강한 인공지능으로의 진화를 전제로
한다 (Chen, 2019).
[그림 1] 사이버 억제전략의 유형화

출처: Jim Chen, 2017. “Cyber Deterrence by Engagement and Surprise” PRISM Vol. 7, No. 2.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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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2008년

포괄적

국가

사이버

안보

이니셔티브

(Comprehensive National Cybersecurity Initiative)를 수립한 이래 2010년부터 사이버사령부 운
용하고 있으며, 물리적 공간과 접점을 이루는 사이버 공간의 특징을 활용하며 군사적 기동 개념
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민우 외, 2021). 특히 사이버 공간 내부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사이버 공
간으로부터의 다영역 기동을 통해 육·해·공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우주 공간 사이의 동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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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도하려 한다.
한편, 우주안보의 개념은 [표 3]에서와 같이 국방과 안전의 개념이 중첩되어 존재하며,
국가별로 우주안보의 어떤 영역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는지, 그리고 우주역량의 수준 차이에 따
라 개념화가 달라지고 있다.
[표 3] 우주안보의 영역
우주 안보의 분야

공공(민간) 영역

안보를 위한 우주

- 궤도 및 주파수 선

(outer space for
security)

우주에서의 안보
(Security in outer
space)

점
- 우주교통관제

- 비의도적 위성충돌
- 우주교통관제

공공(민간) 및 국방
공통 영역
- 위성활용
- 발사체 사용
- 우주상황인식

국방 영역

- 우주 지향성 무기

- 사이버 보안
- 우주기상
- 우주쓰레기
- 우주상황인식
- 전파교란

-의도적 위성충돌
-우주간 무기

- 사이버 보안
우주로부터의 안보

- 소행성 충돌

(Security from outer

- 우주물체 추락

space)

- 우주교통관제

- 우주기상
- 우주상황인식

-지구 지향성 무기

출처: 임종빈, “우주안보 개념의 확장과 국방우주 중요성 증대 시대의 우리의 대응자세,” SPREC Insight (세
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

미국의 경우, 상업적 우주 산업도 활발할 뿐만 아니라 통신, 지휘, 감시, 정찰 등 국방 차
원의 우주 의존도도 매우 높다. 그 어떤 국가보다 미국의 비대칭적 전력 우위가 유지되는 공간이
기에 미국은 우주를 고도의 작전영역이자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발간
된 국방우주전략(Defense Space Strategy) 보고서에 언급되어있듯, 중국과 러시아는 위성공격
무기 시험발사 등을 통해 미국의 우주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주 역시 강대국 경쟁의 전장
이 되어가고 있다 (US Department of Defense, 2020).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가우주위
원회(National Space Council)를 부활시켰고, 뒤이어 우주군 창설, 국가우주전략 보고서 및 국방
우주전략 마련, 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시스템 구축, 우주교통관리 (Space
Traffic Management) 체계 마련 등 미국의 군사자산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
주 안보 레짐 및 국제규범 마련을 위해 유엔체제 및 다자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개진하고 있
다 (유준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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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의 전방위적 노력은 미국의 우주자산이 그 어떤 경쟁국가보다도 압도적이며,
이러한 비대칭성으로 인해 기존의 전략적 안정성 개념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어려운 배경이
존재한다. 즉, 미국의 우주자산이 선제공격을 받아 그에 대한 보복공격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미
국의 피해가 이미 훨씬 크다. 미국의 보복공격 대상이 선제공격 국가의 우주 자산에만 국한된다
고 가정할 시 더욱 그러하다. 미국은 우주 공간 내 배치된 미국의 군사 자산의 생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하는데, 이는 우주 군사 자산들은 지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미국의 승리
를 보장하고 적의 능력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조홍제, 2019). 이러한 점에 있어
미국의 2020년 국가우주정책 보고서는 미국 혹은 미국 동맹국의 우주자산에 대한 공격 혹은 의
도적인 방해가 있을 시 ‘미국이 선택하는 시간, 장소, 방식, 영역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 언
급하고 있다 (The White House, 2020). 즉 다영역 관점에서 ‘교차영역(cross-domain)’ 처벌 억
제전략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차영역 처벌 억제전략은 잠재적 공격 국가가 우주
공간 내 미국의 자산을 공격할 유인을 낮출 것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처벌의 위협이 얼
마나 신뢰도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주 공간 내 선제 공격에 대한 귀속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에서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며, 특히 레이저와 같은 비동적(non-kinetic) 공격의 경우 귀속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
하기 어렵다 (Langeland and Grossman, 2021). 또한 처벌 억제뿐만아니라 거부 억제를 실행하
기 위해서는 우주 공간에서의 ‘적법한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국제적 규범 및 행동 지침 마련
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우주 공간에 배치된 군사자산은 공격우위 혹은 방어우위 여부 구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행위의 적법성마저 판단하기 어렵다면 거부 억제 전략을 마
련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주안보 제고를 위한 다차원적인 도전은 궁극적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국들의 협력을 요청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미 우주사령부가 전략사령부로
부터 넘겨받은 ‘Operation Olympic Defender,’ 즉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우주협력 이니셔티브
뿐만 아니라, 2022년 3월 미국과 파이브아이즈(Five Eyes) 국가들이 제시한 연합우주작전비전
2031(Combined Space Operation Vision 2031)은 미국의 통합억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요컨대 미국은 육·해·공의 전통적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5
차원적 전 영역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물리
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통합하고, 기존의 무기체계와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를 통합시켜 전영
역 위협으로부터의 승리를 담보하기 위한 전영역 작전(all-domain operation)을 합동전투개념으
로 제시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전영역 작전과 함께 네트워크전이 진화한 결심중심전에 대해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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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영역작전과 결심중심전의 등장
미국의 전영역작전 개념은 애초 공해전(air-sea battle) 및 다영역전투 개념으로부터 시작
된 합동전투개념이다. 과거 공해전의 개념은 분쟁 초기 군사적 위기 고조 속도를 급속도로 높여
강대국, 특히 중국과의 핵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비판하에 지구적 공유재에 대한 접근과
기동개념(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Global Commons, Jam-GC)로 대체되
었다. 2016년 제시된 다영역전투 개념의 경우 이후 2018년 다영역작전 개념으로 진화하였는데,
[표 4]에서 언급되어있듯 다영역작전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접근/지역거부 역량이 미국의 동아시
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력 전개 및 투사 능력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며 수립되으며,
2018년 <미 육군 다영역 작전 2018(The US Army in Multi-domain Operation 2018)>이 발간
되며 공식화되었다.
[표 4] 미국의 전영역 작전 개념 정의와 관련 개념 비교
명칭

정의

다영역 전투

-미 육군이 2025-2040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영역 – 우주, 사이

(Multi-domain Battle)

버, 공중, 지상, 해양-에서 경쟁국에 대항한 전투 개념
- 미 육군의 개념으로서, 미래전은 모든 영역에서 발발할 것이라는 가

다영역 작전

정하에 합동성을 강조; 주요 목적은 미국이 반접근/지역거부 혹은 반개

(Multi-domain

입(counter-intervention)역량을 보유한 경쟁국에 대한 미래 합동작전

operation, MDO)

구상으로서, 다영역 전투의 전술적 수준을 넘어 작전적, 전략적 목표까
지 포함; 그레이존에 대한 접근방식도 포함.

다영역 지휘통제
(Multi-domain
command and
control, MDC2)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JADC2)
합동 전영역 작전
(Joint All-domain
operation, JADO)

- 미 육군의 다영역 작전에 준하는 미 공군의 개념; 영역중심 정보를
단일 지휘통제 체제 하에서 분석·공유하며 모든 영역 및 수준에서의
전쟁을 지원
- 육·해·공군, 해병대, 우주군 등 전군의 모든 센서를 연결하여 단일
네트워크화 시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 분석하며 결
정권자를 지원
- 지상·해양·공중·사이버·우주

5개

영역과

전자기

스펙트럼

(electromagnetic spectrum)을 포함한 전영역에서 전략적 우위와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속도와 규모를 구축하며, 합동군에 의한 계획·
수행의 통합을 목표로 함.

출처: James Black et al, 2022. Multi-Domain Integration in Defense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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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영역작전은 경쟁-무력분쟁-경쟁으로의 복귀라는 순환 메커니즘 속에 존재하는 국제분
쟁에서 미국이 가상의 적국을 상대로 다영역 전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서술한 작전 개
념으로서, 궁극적으로 전쟁을 단기간에 종결하고, 거부 공간을 대결공간으로 변화시켜 적의 전역
을 격퇴하고, 유리한 여건에서의 경쟁으로 회귀하는 목표를 갖는다.
2021년 6월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서명한 미국의 합동전투개념은 전영역작
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 합동전투개념이 승인되자 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
키기 위한 전략지침(strategic directive)가 하달되었다 (정한범 외, 2021). 그 중 하나가 바로 <합
동 전영역 지휘통제 전략>이며, 이는 전 영역에서 형성되는 데이터를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
할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5G를
포함한 네트워크 기술이다 (윤웅직, 심승배, 2022). 이러한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전략>을 구현
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미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모자이크전>, 미 공군의 <ABMS
(Advanced Battle Management System)>, 미 육군의 <Project Convergence>, 미 해군의
<Project Overmatch> 등이 존재한다. 특히 모자이크전의 경우 인간지휘-기계통제(human
command and machine control)을 통해 분산된 미군 전력의 신속한 구성과 재구성을 수행하여
미군에게는 전투의 융통성을, 적에게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부과한다. 즉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
계의 통제 역할의 핵심은 전장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 전력
의 수많은 대안을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인간에게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이며, 실제 미국 국방부는 전군이 사용
할 수 있는 전사 클라우드 사업으로서 JEDI 사업(Joint Enterprise Defence Infrastructure, JEDI)
을 전장 클라우드 중심의 JWCC 사업(Joint Warfighter Cloud Capability)으로 전환하며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와의 연계성을 강화, 데이터 중심 지휘통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요컨대 JWCC 사
업에서 알 수 있듯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와 <전영역작전>의 경우 데이터 중심 지휘 통제를 위
한 전장분야 인공지능 기술 적용, 그리고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연결성, 예컨대 5G 네
트워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모자이크전은 결심중심전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앞서 논의했듯 모자이크전은 인공지능,
5G 등을 활용하여 군사작전을 소모중심에서 결심중심으로 전환하고, 네트워크화된 다양한 전력
을 분산하여 전장 상황에 맞게 조합,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쟁수행방식을 의미한다 (남두헌 외,
2020). 또한 모자이크전은 적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빠르게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ISR, C4I, 그리고 타격체계간의 분산을 통해 중앙의 지휘통제체제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지
속적인 작전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는 중국의 체제파괴전, 그리고 러시아의 신세대전(new
generation warfare) 시도에서와 같이 단 한번의 공격으로 시스템 전체가 파괴되는 상황을 방지
하기 위함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기존의 대규모 플랫폼을 소형화하고 자율무기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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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많이 활용함으로써 분산된 작전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력의 분산 운용과 적응력을
극대화한 탄력적 전력 재조합은 적에게 새로운 딜레마를 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있어 모자이크전은 기존의 네트워크중심전과의 차이점을 갖는다. 네트
워크중심전의 경우 적이 ‘집중화된’ 네트워크에 전자전 공격을 감행한다면 지휘관의 상황인식과
통제능력에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모자이크전은 이러한 연결성 단절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
과 전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네트워크중심전은 의사 결정의 효율
성에 방점을 둔 접근법이라면, 결심중심전은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체계를 통해 의사결정의 분권
화를 추진하여 아군의 의사결정시간을 줄이고, 적에게 결심의 질과 속도를 저하시키는 방안인 것
이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중
국의 경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에서의 네트워크 중심전을 목격한 이후 C4ISR체
제의 개발에 집중해왔으며, 이러한 역량이 미래전에서 모든 군사영영게서의 전투 효용성을 높일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Johnson, 2018). 특히 중국은 통합네트워크 전자기전
(Integrated Network Electronic Warfare) 작전개념 수립을 통해 전장에서의 비대칭적 정보우위
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뒤이은 2015년 국방백서에서 다영역 전쟁
수행능력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의 C4ISR 의존도 증가뿐만 아니라 양자컴퓨팅, 레일건, 스텔스 기술, 로보틱스 등 자
율무기체제에 대한 군사기술 개발 노력과 경쟁은 강대국 경쟁, 특히 미중 관계의 안정성을 오히
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중국은 위기고조로부터의 위험, 피해, 의도하지 않은 위험 등
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에 더욱 우려되고 있다 (Tellis, 2012). 특히 사이버전에
대해 중국인들은 상대국의 C4ISR을 공격하기 위한 저비용, 비대칭적이며 저위험의 수단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며,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기술혁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되며, 궁극적으로 이로 인한 우발적 상황악화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기
술혁신 과정 속 강대국간 기술 경쟁은 기존의 억제와 위기고조의 작동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국가별로 이러한 기술에 대한 서로다른 접근법과 위협인식의 수준으로 인해 국가간
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에 기반한 신기술, 특히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체계의
도입으로 인해 전쟁양상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억제와 위기고조의 개념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이러한 기술혁신의 추이와 맞물려 합동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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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쇄신하고 있으며, 이를 전장에서 수행하기 위한 동맹국들과의 훈련도 개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결정론의 관점에서와 같이 이러한 기술혁신이 전장에서의 우위를 달성하
여, 궁극적으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의 기술혁신은 미국과 미국의 경쟁국 모두가 공히 달성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네트워크중심전에서와 같이 비대칭적 정보우위 확보를 통한 효과
적인 전투수행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지금은 미국과 중국 모두 기술혁신을 빠르게 달성하는 가운
데 상호 취약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취약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선제
공격의 유인이 높아진다는 ‘역량-취약설 역설’의 상황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강
대국 간 안정성은 점차 약화될 공산이 높다. 이러한 불안정성의 확대는 결국 미중경쟁의 무게중
심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에게도 공유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은 위기고조에 대한 국
제적 이해와 규범확립을 시도하며 강대국간 군사기술혁신이 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상쇄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차별적 기술혁신 속도와 안보딜레마로 인해 규범제정 및
공유의 속도는 기술혁신의 속도보다는 당분간 느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장의 불안정성과 불확
실성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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