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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 승리를 위한 한국형 AICBM 기반 융·복합

전투개념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Convergence and Combined Combat Based 
on South Korean-style AICBM for the Victory of Future War

정민섭*, 이웅**, 박상혁***

Min-Sub Jung*, Woong-Lee**, Sang-Hyuk Park***

요 약 본 연구는 첨단과학 기술이 전투개념에 미치는 영향과 AICBM 기술을 접목한 미래 육군의 전투를 새롭게 개

념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투개념’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다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첫째, 적

을 분석 하여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미군이 ‘공지합동전투’를 ‘다영역작전

(Multi-Domain Operations)’으로 발전시킨 경우를 들 수 있다. 둘째, 전투개념의 변화를 이끄는 ‘과학기술’이다. 세계

1차 대전시 육상과 해상에서의 화력전이 항공기의 출현으로 인해 세계 2차 대전에서 ‘공중전’으로 발전된 것이 대표

적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군은 ‘미래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한

싸우는 개념과 미래 군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도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기회로 활용하여 미래

전투개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미래의 전쟁은 첨단과학기술이 전쟁을 수행하는 개념 발전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며, 이는 4차 산업혁명을 근간으로 한 AICBM 기술이 초연결ㆍ초지능ㆍ초융합의 형태로 국방운영에서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첨단과학 기술이 전투개념에 미치는 영향과 AICBM 기술을 접목한 미래

육군의 전투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주요어 : 미래전, 한국, 전투개념, 승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cept the future battle of the Army, which combines the effects 
of advanced technology on the concept of combat and the AICBM technology. The "war concept" changes with 
the times, and can be seen through the following two examples. First, it is a concept that achieves relative 
superiority by analyzing enemies. A case in point is the U.S. military's development of a "public joint battle" 
into a "multi-domain operation." Second, it is 'science and technology' that leads to a change in the concept of 
combat. A case in point is that the firepower warfare on land and sea in World War I developed from World 
War II to "air warfare" due to the emergence of aircraft. In this regard, the U.S. military is focusing on the 
concept of fighting in line with the future operational environment based on high-tech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onstruction of the future military through the creation of the "Future Command." Therefore, our 
military needs to utilize the major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an opportunity to develop 
the concept of future combat, and the future war will greatly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carrying out war, as AIC technology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promote innovation in defense operations in the form of super-connected, super-intelligence and super-integration. 
Therefore, this study will present the impact of advanced technology on the concept of combat and the concept 
of battle of the future Army incorporating the technology of AICBM.

Key words :   Future War, South Korean style, Battle Concept,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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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AICBM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Artificial Intellegence(인공지능), 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Could(클라우드), Big data(빅

데이터), Mobile(전화기)로 개념화할 수 있다. 본 연구

가 본질적으로 다루는 전투의 개념은 전쟁을 수행하는

피아간의 군사행동이며, 교전과는 상대적 관점에서 더

높은 수준의 무력충돌로서 전쟁의 일부로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전투는 무력충돌의 강도와 범위

가 전쟁에 비하여 작고 교전에 비해서는 크며, 지속기

간은 전쟁에 비해 짧고 교전에 비해서 길다. 이러한 전

투는 통상 부대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수행된다. 또한. 미래의 전쟁은 첨단과학기술이

전쟁을 수행하는 개념 발전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

며, 4차 산업혁명을 근간으로 한 AICBM 기술이 초연

결ㆍ초지능ㆍ초융합의 형태로 국방운영에서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여기서 논하는 ‘초융합’이란 모든 모바

일과 유ㆍ무선망은 위성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전투원과 지휘통제본부간 양방향

정보가 공유되고, 정치ㆍ군사ㆍ경제ㆍ사회ㆍ인프라ㆍ정

보 등 분야가 하나로 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을 근간으로

한 AICBM 기술이 초연결ㆍ초지능ㆍ초융합의 형태로

국방운영에서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며, 첨단과학 기술

이 전투개념에 미치는 영향과 AICBM 기술을 접목한

미래 육군의 전투개념을 제시하는 데 있다.

Ⅱ. 전투개념 이론고찰

1. OODA-Loop 이론

OODA는 ‘Observe(관측), Orient(상황판단), Decide

(결심), Act(행동)’의 약자로서, 美 항공전략가 존 보이

드(John R. Boyd)가 제시하였다. 존 보이드는 적 전투

기를 빨리 발견하고 빠른 판단을 통해 적 전투기 후미

를 장악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던 6·25전쟁에서 실전경

험을 바탕으로 1996년 1월『The Essence of Winning

and Losing』연구보고서를 통해 ‘OODA-Loop’ 이론을

제시하였다[1]. <그림 1>은 하나의 전투 사이클로서 전

투력의 구성요소인 유ㆍ무형 전력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전투행동 전반을 관측(Observe)하고, 상황

을 판단(Orient)하며, 대응책을 결심(Decide)한 후, 전투

행동을 실행(Act)하는 연속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2].

출처 : Cebrowski, Artur. K. & Garstka, John. J. (1998).

그림 1. OODA-Loop 이론의 전투 사이클

Figure 1. OODA-Loop Theory of Combat Cycle

즉, ‘OODA-Loop’ 이론의 핵심개념은 일련의 전투

행동 과정에서 OODA의 순환주기가 빨라지면 적의 판

단을 혼란시키고,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하게 만들기 때

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3]. 따라

서, ‘OODA-Loop’ 이론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첫째, ‘OODA-Loop’ 사이클이 돌아가는 속

도이며, 둘째, 전투 행동의 완전성 부분이다. 먼저, 속도

와 관련해서는 공중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 전투

기를 보다 빨리 발견하고 한 템포(tempo) 빠르게 대응

해야 한다는 존 보이드의 실전 경험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투행동의 완전성과 관련해서는 초

정밀·초장거리 타격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감시·정

찰자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적을 이길 수 없으며, 이

는 ‘관측(Observe)-상황판단(Orient)-결심(Decide)-실행

(Act)’에 필요한 능력을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OODA-Loop’ 이론은 현재 공중전뿐만 아니라, 전쟁

전반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세브로스키(1998)의 네

트워크 중심전(NCW)의 美 전략사에서 제시한 신속 결

정작전을 미국 육군에서 최초 제시한 다 영역 전투

(Multi-Domain Battle) 적용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로 ‘OODA-Loop’의 순환속도를 초고속화시

킬 수 있기 때문에 ‘OODA-Loop’ 이론을 초연결·초지

능·초융합된 미래의 다 영역 전장에서 전승의 요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3].

2. 한국형 전투개념 이론

한국형 주요 전투개념은 부대와 전투원을 방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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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지속지원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적을 ‘먼저 보고

(先見), 먼저 결심(先決)하며, 먼저 타격(先打)하여 전투

에서 승리’하는 전투의 개념이다. 이러한 전투개념을 실

제 해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해군에서는 함정 부대

의 전투 임무수행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투체계(Combat

System)로 정의하고 있으며[4],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2. 전투체계

Figure 2. Combat System

이는 즉,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투체계의 정의는

효율적인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해 획득한 모든 전술 자

료를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지휘 결심과 지휘 통제를

용이하게 하며, 효율적인 무장통제(기동·화력)를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육군의 전투개념을 ‘선견

체계, 선결체계, 선타체계, 방호체계, 지원체계가 유기적

으로 상호작용하는 복합체계(System of Systems)인 전

투체계가 극적인 전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운용하

는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5].

전투개념을 보다 쉽게 설명하면 적보다 우세한 선견

체계-선결체계-선타체계-방호체계-지원체계를 상호결

합하여 적의 중심을 무력화하여 최단기간에 최소의 피

해로 전쟁을 종결하는 전투수행 방식이다. 따라서 전투

개념 구현을 뒷받침하는 전투체계는 앞에서 살펴본

‘OODA-Loop’와 연관성이 높다. 아래 <표 1>과 같이

OODA의 ‘Observe(관측)’은 ‘선견체계’와, ‘Orient(관

측)·Decide(상황판단)’은 ‘선결체계’와, ‘Act(행동)’은 ‘선

타·방호·지원체계’와 연계된다.

표 1. OODA-Loop와 전투체계의 상호 연계성

Table 1. OODA-Loop and interconnection of combat systems

Ⅲ. 혁신적인 전투개념 적용 사례

1. 세계를 재패한 몽골 징기스칸 군대

몽골군은 정보입수를 위해 정찰에 송골매를 활용하

고, 시력이 좋은(유목민의 평균시력 3.0) 전투원을 선발

하여 정찰병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적의도 파악 및 표적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었다. 몽골

기병은 전투부대 100여명 단위로 중간리더를 선발하여

그룹을 통제하고, 지휘관은 중간리더들에게 빠른 연락

체계(전령ㆍ역참제도)를 통해 지침을 하달하고 보고받

는 형태의 지휘 결심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계획수립

에 치중하기보다 임무와 현장을 중시하는 전략을 선택

하였다.

몽골군은 당시 창을 들고 싸우는 적들과 달리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싸웠으며 특히, 전투원은 개인당 말

8필 이상을 보유하여 기동성(Speed)을 중시한 전략을

구사하였고 활도 단궁(단거리)과 장궁(장거리)을 보급

하여 타격 대상과 거리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개인

전투원은 가볍고 방탄 기능을 보유한 비단옷(비단 6겹)

을 보급하여 기동성과 생존성을 보장하였다. 당시 유럽

군 전투원은 철갑옷을 입고 전투에 참여하여 신속한 대

응이 불가하게 되어 몽골군에게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했다. 몽골군은 원정작전과 장기전에 대비하여 전투

원 개인당 말 한 마리 분량의 육포를 지급하여 전투원

들은 1달 동안 별도의 식량 지원 없이도 단독작전과 임

무수행이 가능한 군수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투

에 집중할 수 있었다. 몽골군은 당시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신속·기동성에 중점을 두고 전투체계를 발전

시켰고, 이것들을 통합ㆍ운용하여 상대가 생각지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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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습을 달성하는 초원의 기동전을

수행하였다.

2.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한 대영제국 해군

인구나 재정 등 국력 측면에서 부족했던 영국이 당

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스페인 무적함대와 싸워 어떻

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의 강ㆍ약점을 사전에

파악 후, 작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신들의 약점을 강점

으로 활용한 비대칭 전투개념을 발전시켜 스페인 함대

를 격파할 수 있었다. 이에 전투체계 측면에서 세부사

항은 다음과 같다.

전쟁 이전 스페인 무적함대의 설계도가 담긴 책자를

입수하여 함정의 강ㆍ약점을 철저히 분석하였고, 스파

이ㆍ정찰부대를 통해 스페인 함대의 이동 경로와 보급

계획을 입수하여 작전계획과 대응전략을 철저히 수립

할 수 있었다. 정찰선(병)을 활용하여 스페인 함대의 이

동대형과 경로를 사전에 입수하고, 유인작전을 통해 스

페인 함대가 영국 근해까지 이동시켜 적의 전투 피로도

를 높인 후, 영국군이 원하는 장소와 방법으로 전투를

실시하였다. 당시 영국 왕실에서는 스페인의 공격에 대

비하여 무장 함선을 소유한 해적선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군력을 보강할 수 있었다.

영국군은 화력은 좋으나 사거리가 짧은 청동 대포를

사용한 스페인 함대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영국군은 사

거리가 긴 주철대포(제작단가 저렴하여 다량 보급가능)

를 주타격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무게가 가벼운 주철대

포를 대량으로 탑재하고 적 함정에 불이 나도록 탄약에

신 화약을 장착하여 공격하였다.

결국, 영국군 대포 공격으로 스페인 전함은 화재가

발생하여 침몰하였고, 대다수 스페인 병사들은 익사하

였다. 당시 스페인 함대는 백병전이 우수한 육상전력을

배에 태우고 원정작전을 하였는데, 바다에서 전투간 갈

고리를 이용하여 적선을 고정시킨 후, 전투원이 이동하

여 백병전을 하는 형태로 작전을 수행하였다. 영국군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원거리 화력전으로 적을 공격하여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3.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는 美. I2CEWS 대대

美. 육군의 다 영역 작전의 핵심은 지상, 공중, 해상,

우주, 사이버ㆍ전자기 등의 영역에서 지속적이며 통합

된 공격을 통해 적을 마비시키는 것이다[6]. 미군은 다

영역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견체계-선결

체계-선타체계-방호체계-지원체계’의 우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I2CEWS 부대를 1군단예하 17화력여단으로 창

설하여 시험평가 중이며, 이는 기능별 4개 소대와 1개

직할반으로 구성되어, 장거리 타격, 해킹, 재밍, 신호능

력 등을 보유하여 우주 작전까지 수행하는 다 영역 부

대이다.

표 2. I2CEWS대대 편성과 예하 부대의 과업

Table 2. I2CEWS Armed Forces a Member of an Organization Mission

구 분 과 업

정보소대

(Intelligence)

정보분석에집중, 작전환경에대한세부정

보 제공으로 작전을 주도

정보작전소대
(Infomation Operation)

러시아ㆍ중국의 정보작전을 벤치마킹, 민

사ㆍ공보, 정보보호 작전수행, 심리전과

선전ㆍ선동, 유언비어 유포 포함

사이버ㆍ전자전소대
(Cyber & Electronic Warfare)

적의해킹과재밍에취약한전술네트워크

(무선) 보호를 위한 사이버ㆍ전자전 강화

우주ㆍ신호소대

(Space & Signal)

정찰ㆍ인공위성과 신호정보로부터 정보

ㆍ데이터를 추출하여 제공

장거리 센서반
(Long range sensoring)

모든 데이터를 융합, 정보화력, 지원화력,

방공 및 미사일 방어를 지원

또한, 인공위성 기반 다양한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장

거리 표적에 대한 데이터 수집ㆍ융합하여 통합된 표적

정보를 타격수단에 제공한다. 기존에는 지대지ㆍ지대함

ㆍ장거리 미사일 등이 자체 감시자산을 운용하여 동시

ㆍ통합 대응이 어려웠으나 정찰자산 통합으로 취약점

을 극복하였으며, 장거리 센서부대를 활용 모든 정보

데이터를 융합하고, 정밀화력, 지원화력, 방공 및 미사

일 방어자산에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여 지휘관의 결

심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패트리어트, 대공무기 등 각

각 개별의 레이더(RADER)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적

표적에 대해 동시ㆍ통합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타격

수단에 직접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표적도 실시

간 타격이 가능하다. 신호정보와 정찰인공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한 후 적의 중심을 선별적으로 타격하여

조기 작전을 종결시킨다.

Ⅳ. 미래 AICBM 기반 융·복합 전투

미래 전쟁에서는 누가 먼저 적의 의도를 파악하고,

표적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쟁의 승

패에 관건이 될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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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적의 의도파악과 표적 정보를 신속하게 입

수하기 위해 정찰위성과 다양한 무인정찰기를 활용하

여 감시정찰의 공백을 없애야 할 것이다. 둘째, 정찰자

산에 에너지 하베스팅(Harvesting) 기술과 원거리 에너

지 전송시스템을 장착하여 원하는 지역에는 소형 감시

정찰 장비를 고정 배치시켜 24시간 가능한 감시정찰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자산의 스텔스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 정보전파

가 가능토록 발전해야 할 것이다.

작전지속분야의 경우 AICBM에 추가하여 3Dㆍ4D프

린팅과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면 작전 지속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무인 수송차, 사족형 로봇, 무인기로

군수물자를 수송하여 무인기를 이용한 택배기술은 군

수지원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작전하는 전투원에게 획

기적인 보급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3Dㆍ4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식량과 전투물자를 현장에서

제작하고, 정비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는 정찰 장비

가 필요할 경우 소형정찰용 무인기를 프린팅을 이용하

여 제작할 수 있고, 필요한 총기도 제작할 수 있으며,

장비 고장 시 현장에서 긴급정비도 가능하게 될 것이

다. 셋째, AI와 IoT 기술은 전투원이 물자를 요청하기

전에 보급한다. 넷째, 전투원이 부상시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혈액공급과 의료로봇을 이용한 원거리 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결국, 지속지원 분야의 발전은 전

투원의 생존능력과 작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켜 미래 육군은 합동군의 일부로서 AICBM 기반의

전투체계를 전쟁 전투의 양상과 유형에 관계없이 위협

이 발생하는 즉시 그 주변의 다 영역자산을 동시 통합

하여 상대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서에서 허를 찌르는

전 영역 동시 통합작전(All-Domain Operations)을 수행

할 것이다.

Ⅴ. 결 론

우리 민족에게는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혁신의 DNA가 존재한다. 이미 한국은 스마트폰

ㆍ반도체 등 첨단과학의 영역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

고 있으며, 전 국민이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

터를 손에 익히면서 첨단장비들과 친숙한 스마트 강국

이다. 몽골ㆍ영국ㆍ미국이 국민의 특성과 강점을 잘 활

용하여 강대국으로 발전하였듯이, 우리의 군대도 과학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전투개념에 접

목시킨다면, 다 영역에서 전장을 지배하는 세계 최고ㆍ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미래 지상작전 전

투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

술 발전과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군대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전자기 등의 영역에서

전통적 위협분만 아니라, 비전통적 위협까지 대응 가능

한 AICBM 기반 융·복합 전투개념을 발전시켜야 할 것

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한 싸우는

개념을 개발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군대

건설에 집중해야 한다. 결국, 우리의 군대는 군사과학기

술 발전과 더불어 한국군의 독자적 전투개념의 개발을

통한 과감한 군사혁신을 감행함으로써,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적에게 강요하고 기존의 취약점을 상쇄시

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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