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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반도의 비전통적 안보위협 예측

:육군의 집단지성 플랫폼 운영 결과를 중심으로

Forecasting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 Korea
 :by Republic of Korea Army collective intelligence platform operating result

조상근*, 정민섭**, 문상준***, 박상혁****

Sang Keun Cho*, Min-Sub Jung**, Sang Jun Moon***, Sang-Hyuk Park**** 

요 약 COVID-19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군사･초국경적으로 발생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더

욱 높아지고 있다. COVID-19로부터 발생한 국가적 피해 규모와 강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은 다양한 집단지성 플랫폼을 통해 미래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예측하는 노력을 강구

하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사회변화 및 기술발전으로 인해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다양화될

것이다. 특히, 도시화율, 인터넷 보급률 및 대륙과 해양의 대기가 충돌하는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

가해질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군･산･학･

연의 집단지성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주요어 : 비전통적 안보위협, 집단지성 플랫폼, 범정부 차원, 예측

Abstract COVID-19 pandemic brings attentions to the nonmilitary and transnational non-traditonal security 
threats, as the scales of such damage by these threats are beyond expectation. The Republic of Korea Army 
tries to forecast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 which may be occurred in Korean peninsula by using collective 
intelligence platform. In coming years, climate change, social chang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diversify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 Considering urbanization, internet 
distribution rate, and geopolitical location where atmosphere from continent and ocean meet, Korea would may 
face the most lethal ones compared to those of other countries may face. Therefore, to predict such threats in 
pangovernment scale using collective intelligence platforms which embrace civil, public, military, industry, 
academy and research center is the most important than anything.

Key words :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 Collective intelligence platform, Pan-government,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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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안보위협은 크게 ‘전통적 안보위협’과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위협이

고, 후자는 전통적 안보위협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형

태의 위협을 의미한다[1]. 전통적 안보위협은 다시 현존

위협과 잠재적 위협으로 세분화된다. 현존위협은 우리

와 대치 중인 북한으로부터 야기되고, 잠재적 위협은

한반도 주변국으로부터 야기된다[2]. 또한, 비전통적 안

보위협은 비군사적 위협과 초국가적 위협으로 구분되

며 비군사적 안보위협은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비군

사적 수단, 자연재해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군

사력 이외의 위협을 말한다. 초국가적 위협은 국경을

초월하는 비군사적 위협의 한 형태이다[3]. 이와 같은

안보위협의 구분은 주로 군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자연재해, 감염병, 사이버 테러, 마약밀

매, 난민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를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몰아넣은

COVID-19로 민간 분야에서도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

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Ⅱ. 육군의 미래 비전통적 안보위협
예측 노력

미래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간에서

의 연구도 이제야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군

(軍)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군이 존재하는 이유

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거리

에 있으면서 어떠한 위협에도 신속대응태세를 갖춘 육

군의 미래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예측하기 위한 노력은

눈여겨볼 만하다. 현재 진행 중인 육군의 노력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육군은 집단지성 학습조직인 육군혁신학교를

운영하여 미래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예측하기 위한 아

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육군혁신

학교는 장군, 영관, 위관, 부사관, 군무원, 과학기술병

등 육군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육군의 대표적인 집

단지성 플랫폼이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들은 미래 비전통적 안보위협

이 기후변화, 사회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 세 가지 요소

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촉발될 것으로 보았

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융･복합되어 정부 부처 최초의

2050년 비전인 육군비전2050 전략환경분석의 주요 내
용으로 발전되었다[4].

표 1. 비전통적 안보위협
Table 1.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구 분 비전통적 안보위협 종류

기후변화

폭염, 열섬, 열돔, 열대야, 미세먼지, 황사, 더스트
돔, 산불, 강풍, 전염병, 탄저병, 병충해, 녹조, 메
뚜기떼, 지진, 해일, 폭우, 폭설, 우박, 태풍, 토네
이도 등

사회변화

복합테러, 사이버 테러, 인프라 타격, 가짜 뉴스,
해킹, 정전, 대형화재, 마천루 화재, 지하공간 화
재, 싱크홀, 마약, 밀수, 인신매매, 불법체류, 밀입
국 등

과학기술
발 전

AI 통제 불능, 무인체계(MEMS･초소형드론･군
집드론) 활용 범죄, 드론 기동체 충돌

출처 : ROKA TRADOC(2020).

둘째, 육군은 민･관･군･산･학･연이 연계된 집단지성

회의체인 ｢Korea Mad Scientist Conference(KMSC)｣를

개최하여 미래 메가시티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탐색

하고 있다. 지난 7월, 육군교육사령부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메가시티의 미래와 안보’라는 주제로 제3회

KMSC를 개최했다. 이때 미래 메가시티에 집중될 수

있는 이상기후,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을 활용한 테러,

PMESII 요소가 초밀집된 메가시티 자체의 위협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

되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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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uXLPKEbb4MY&t=25225s
그림 1. 메가시티의 미래와 안보
Figure 1. Future and Security of Megacities

셋째, 육군은 앞서 언급한 두 집단지성 플랫폼으로부

터 발굴한 미래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방대학교와 함께 군(軍) 내･외

전문가들과 POL-MIL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

월 연습에서는 한반도에 비전통적 안보위협 발생 시 육

군의 대응 방안과 범정부 차원에서 육군의 역할을 탐색

했다. 이를 통해,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로 사회 안정성이 파괴된다면 곧바로 국가

안보위협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한,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상

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육군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

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육군은 다양한 집단지성

플랫폼을 운용하면서 미래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예측

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육군이 미래의 모든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예

측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집단지성 플랫

폼을 운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축적해나간다면 미

래의 불확실성도 점차 제거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육

군이 운영하는 집단지성 플랫폼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

대하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AI, IoT,

Cloud, Big-data, Mobile)을 접목한다면 보다 체계적으

로 미래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예측하고 대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Ⅲ. 육군 집단지성 플랫폼으로부터
도출된 미래 비전통적 안보위협

육군의 미래조직인 미래혁신연구센터 연구원들은 앞

서 언급한 집단지성 플랫폼으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아

이디어를 융･복합하여 미래 비전통적 안보위협 4가지

를 선정하였다[6]. 여기에는 미래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4가지가 범정부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됐다.

1. 신종 감염병

감염병은 세균ㆍ바이러스ㆍ인플루엔자ㆍ기생충 등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병이다. 인간의 감

염은 음식의 섭취, 호흡, 다른 사람과의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 대부분의 병원체는 인체에 들어

오면 면역체계가 작동하여 퇴치되나, 독성이 강한 바이

러스나 다량의 병원체 또는 새롭게 출현하는 감염병(신

종)에 노출되면 그 감염증상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2000년 이후, 신종 감염병 발생사례를 보면, 전 세계

적으로 2003년 발생한 사스(SARS)는 29개국 8,098명이

감염되었고, 2009년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는 13만여

명이 감염되었으며, 2015년 발생한 메르스(MERS)는 12

개국에서 1,049명이 감염되었다. 특히,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경우 2020년 11월 기준

4,650만 명이 감염되고, 120만여 명이 사망하였다.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은 2009년 신종인플엔

자는 76여만 명의 감염자와 41명의 사망자를 기록하였

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MERS)에는 16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38명이 사망하였다. 2020년 진행 중인

COVID-19의 경우, 22,936명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468명에 이른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 COVID-19

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막대

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7].

신종 감염병은 21세기 초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확산

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보건안보로 다뤄지게 되었다.

또한, 감염병 위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증가하면서

국제보건기구나 주요 국가들의 대응에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이것을 예방하거나 처치하는 등의 조치는 미흡

한 실정이다.

미래에 예상되는 신종 바이러스는 최소 32만 종이

넘고 대다수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8]. 또한,

인류의 우주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주로부터 신종

및 변종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지구로 유입될 가능성

도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지구 온난화로 북극과 시베

리아의 빙하가 녹고 있어, 그 속에 쌓여 있던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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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초국가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존재

했던 것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치명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인류는 이번 COVID-19 상황을 통해 앞서 언급한

신종 감염병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특히,

COVID-19 확산 속도와 치명성은 인류를 공포의 도가

니로 몰아넣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

제사회의 모든 활동은 마비되었고, 사회 각 분야에서

마찰과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종 감염병은

앞으로 인류가 직면하게 될 가장 치명적인 도전

(Challenge) 중 하나가 될 것이다.

2. 기상이변

기후변화는 기온, 강수량, 일조량, 건습현상, 홍수 및

가뭄 등의 날씨 현상의 변화를 말한다. 과거에는 기후

변화 주기가 60∼80년으로 일생에 한 번 정도 경험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변화 주기가 10년 이내

로 단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변화의 폭과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조건의 급격한 변화는 기상이

변을 촉발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자연 생태계와 인체 건

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

운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인 기상이

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폭염 피해이다.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는 52℃, 이라크는 54℃, 2017년은 중국

이 52.5℃라는 유례없는 높은 온도를 기록하였다. 지구

관측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0년(1906∼2005년)간 지표

면의 기온은 0.74±0.18℃ 상승하였다. 미래학자들은 과

거 2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폭염이 미래에는 2∼3년

주기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폭우 피해이다. 2020년 7∼8월간 한반도 전체

에 장마전선이 역대 최고 기간인 54일간 정체되는 진기

록을 세웠다. 당시 폭우는 게릴라성 물벼락 형태로 시

간당 100mm 이상이 쏟아져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

고, 이와 같은 경향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태풍ㆍ홍수 피해이다. 2000년 이후, 10회의 태

풍 피해를 분석해보면, 일일 최대강우량이 870mm를 기

록하는 등 엄청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

들은 앞으로 한반도로 접근하는 태풍의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집중호우의 양도 예측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폭설 피해이다. 최근 들어 폭설의 발생

빈도도 급증하고 있다. 그림 2는 2030년과 2050년의 최

대 적설량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최소 125cm에서 최대

337cm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향후 남해안에 적설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Source: Woodward(2019).

그림 2. 2030년∼2050년 폭설 예측
Figure 2. Snowfall forecast for 2030-2050

앞서 언급한 폭염, 폭우, 태풍ㆍ홍수, 폭설 등의 기상

이변은 예측이 제한되어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하다. 또

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될수록 대륙과 해양기후

가 충돌하는 한반도의 대기가 더욱 불안정해져 기상이

변의 빈도와 강도는 향후 훨씬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 내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예측불허(豫測不

許)의 기상이변은 한반도가 직면하게 될 가장 위협적인

도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3. 미세먼지

미세먼지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대기오염물질이다. 미세먼지는 크게

직경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직경이 2.5㎛

보다 작은 ‘초미세먼지( PM2.5)’로 구분된다. 이것들은

호흡기 염증, 폐 질환, 천식, 협심증, 심장마비 등 심혈

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서는 미세먼지를 건강에 해로운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

였다.

이러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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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보일러 등에서 연료를 태워 발생하는 배출물질이

다. 특히, 난방용 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미세

먼지의 발생량이 많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유

입된 오염물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년 2백만 명 이상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공기 오염에 의

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국가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국이 25.14μg/㎥ 수준으로

OECD평균 농도(12.5 μg/㎥)의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였

다[13]. 이와 같은 수치에 비추어 전문가들은 장기적으

로 한국의 미세먼지에 의한 질환 발생 및 사망률이 급

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9].

여기에 주변국의 미세먼지 위협도 가중되고 있다. 중

국은 내륙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2,000개에 달하는

공장과 화력발전소를 2013년부터 동쪽 해안으로 이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

지를 포함한 오염물질이 대륙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

입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

는 베트남의 산업화가 진전된다면 주변국으로부터 유

입되는 미세먼지 위협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118173804414

그림 3. 중국발 미세먼지 위성사진
Figure 3. Satellite image of extra fine dust originated from China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메가시티도 수도권 이외

동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과 중부권(세종･대

전･충남･충북)에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증가할 것이고, 앞

서 언급한 것처럼 주변국의 미세먼지까지 유입된다면

미세먼지는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

을 위협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와 강도

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COVID-19 상황이 안

정된 후 국내･외의 경제활동이 가속화된다면 미세먼지

는 더욱 치명적인 위협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4. 지능형 복합테러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전 세계는 초연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테러조직들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비물

리적 공간인 사이버 영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가능해

졌다. 그 결과, 세계 곳곳에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범

죄, 해킹, 테러 등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심화

되면서 국가와 개인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의 격전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범아랍

권, 그리고 대한민국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통신인프라

가 고도로 집적되어 있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우

리나라의 사이버 위협 세력은 북한과 주변국의 국가지

원 해커들이 해당된다. 북한의 경우, 약 3천 명 이상의

사이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중요기

관 등을 공격하여 주요 자료를 해킹하거나 시스템을 마

비시킨 사례가 있다.

과거의 테러는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구분되

어 발생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물리적 테러

와 사이버 공격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가시티에서 인공지능(AI), 드론, SNS 등을 활

용한 복합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메가시티는 기

본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이

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반시설과 국가 중요시

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COVID-19

상황으로 온택트(Ontact)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거대한 사이버 공간이 메가시티를 둘러싸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에 개최된 KMSC에서 다음

과 같은 복합테러 시나리오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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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능형 테러 시나리오
Table 2. Intelligent Terrorism Scenarios

순서 테러 행동

 ∙제3국 테러조직이 메가시티의 사이버 공간으로 침입하여
대규모 정전(Black Out)을 유발한다.


∙메가시티에잠입한테러리스트들은수자원저장시설에대
한 폭탄테러를 감행하여 거대도시로 공급되는 생활수를
차단한다.


∙이와 동시에 다른 테러리스트들은 인구밀집 시설에 대한
폭탄테러를동시다발적으로감행하여대량인명피해를발
생시킨다.


∙이처럼 테러리스트들은 메가시티 치안 당국의 관심을 다
른곳으로유도하면서고층건물을점거하고, 진압병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고층 건물 입구와 저층에 급조폭발물
을 설치하며, 인질들을 고층지역에 억류한다.



∙제3국에위치한테러조직의리더는메가시티의고층건물
에인질들이억류된것을확인한후인공지능에의해조작
된 영상과 음성을 송출하는 ‘Deepfake’ 기술을 활용하여
메가시티 당국과 사이버 협상을 진행한다. 이와 동시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물리적 테러를 감행했던 테러리스트
들은 지하 공동구를 이용하여 탈출한다.


∙테러조직은사이버협상을통해자신들의협상목표를달
성하지만, 메가시티 당국과도시민들은실체가없는 테러
조직의위협으로 공포에휩싸이게되고, 메가시티를 구성
하는 ‘PMESII’는 한순간에 마비되게 된다.

출처 : Korea Army Research Center for Future & Innovation

이처럼 테러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물리적 테러

와 사이버 공격이 융･복합된 지능형으로 진화할 것이

다. 특히, 테러조직은 인공지능, 무인체계, SNS 등을 활

용하여 흔적 없는 테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미 인공

지능으로 제작된 가짜 뉴스(Deepfake)가 SNS로 유포되

고 있고, 드론을 이용한 대통령 암살도 시도되고 있다.

COVID-19로 촉발된 온택트 인프라의 확장은 이와 같

은 경향을 가속화 할 것이다. 따라서 지능형 복합테러

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고도화될 것

이고,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

에서는 지능형 테러의 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ITTBiYG321A

그림 3. AI 기술을 이용하여 오바마 前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을 욕하는 모습을 담은 ‘Deepfake’ 영상

Figure 3. ‘Deepfake’ movie clip using AI to manipulate
ex-president Obama criticizing president Donald Trump

Ⅳ. 결론

기후변화, 사회 발전 및 과학기술의 발전 등의 요인

으로 자연재해, 사회재난, 테러, 범죄 활동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전

통적 안보위협은 적지 않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

고, 최악의 경우 이번 COVID-19와 같이 국가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장차 한반도가 직면하게 될 비전통적 안보위

협을 예측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은 육군혁신학교, KMSC, POL-MIL 연습 등 다양

한 집단지성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래 비전통적 안보위

협을 예측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육군의 이

러한 노력을 통해 신종 감염병, 기상이변, 미세먼지, 지

능형 복합테러를 미래 한반도를 위협할 수 있는 비전통

적 위협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육군의 이러한 예측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

다.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렇

지만 육군 차원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앞서 언급한

민･관･군･산･학･연이 연계된 집단지성 플랫폼을 활성

화한다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래 한반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전통

적 안보위협을 예측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지성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래 한

반도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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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 가지 이외에 전혀 예상치 못한 비전통적 안보위

협이 미래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는 범정부 차원에서 집단지성을

모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미래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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