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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 북미주에서 하나의 독립국으로서 등장한 미국은 19세기 중반 남북전쟁 

을 거친 후 1898년의 미국-스페인 전쟁을 계기로 유럽중심 국제정치의 중심세력 

의 일원으로서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미국은 20세기 들어서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고 난 후 20세기 중반이후 전후 냉전 세계질서의 주도국가로서 

등장하여 1990년대 초 소련의 해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냉전질서를 형성하고 전 

개하여 왔다. 

탈냉전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미국은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도 여전히 새로 

운 세계질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20세기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미국의 군사적 기반은 21세기에 들어서서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라는 질문애 부딪치게 된다. 이 질문을 역사적 

전망 속에서 대답해 보기 위해서 이 글은 우선 미국이 유럽중심 국제질서의 중 

심세력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의 군사적 기반을 형성하였 

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질서의 주도국가로서 성장하면 

서 어떻게 새로운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였는가를 되돌아 본 다음에， 이를 기반 

으로， 마지막으로 미국이 21세기 신문명을 주도하기 위해 어떠한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 대학부설연구소 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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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뿔-A떼면 웰뿔웰 해뿔뿔 

미국은 1776년에 독립한 이래 19세기에 들어서서 착실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 

며， 남북전쟁 이후 보다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맞이하였다.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 

난 1잃5년 이후 연평균 5%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1885년 전후에는 경제규모에 

서 영국을 능가하고 1886년에는 철강생산에서 1890년에는 에너지 소비에서 각 

각 영국을 능가하고 세계 제 1위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미국은 19세기말에 이르러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된다1) 

미국이 19세기말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이로흐가 작성한 세계 생산고의 상대적 비율이다(표 1). 산업혁명을 상대 

적으로 먼저 겪은 영국이 1830년대에 전세계 생산고의 10% 수준에 이르고 1860 

년대부터는 20% 수준에 다다라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세계 생산고의 상대적 비율 (1750-1900) (%) ----- 1750 1800 1830 1860 l잃O 1900 

(유 럽 전 체) 23.2 28.1 34.2 53.2 61.3 62.0 

영 국 1.9 4.3 9.5 19.9 22.9 18.5 

함스부르그제국 2.9 3.2 3.2 4.2 4.4 4.7 
효 2J 까‘ 4.0 4.2 5.2 7.9 7.8 6.8 

￡-E1L 일 2.9 3.5 3.5 4.9 8.5 13.2 

탤 리 2.4 2.5 2.3 2.5 2.5 2.5 

러 시 5.0 5.6 5.6 7.0 7.6 8.8 

01 국 0.1 0.8 2.4 7.2 14.7 23.6 
。E1 본 3.8 3.5 2.8 2.6 2.4 2.4 

제 3 세 계 73.0 67.7 60.5 36.6 20.9 11.0 

깅'õ'-ι 국 32.8 33.3 29.8 19.7 12.5 6.2 

인도/파키스탄 24.5 19.7 17.6 8.6 2.7 1.7 

자료’ P. Bairoch, “lnternational lndustrialization Levels from 1750 to 1980", Journal 01 
European Economic History II (1982) p. 294 

1) Fareed Zakaria, From Wealth to P，αver: πJe Unusual Origi.η5 qf Amerim's World 
Rol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C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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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 미국은 19세기에 들어서서， 상대적으로 무리한 군사비의 부담이 적은 속 

에 자신과 영국의 자본을 기반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남북전쟁 (1861-

1865)이 일어나기 직전인 1860년에는 이미 러시아， 독일 등을 능가하고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의 상당한 경제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 후 비옥한 농토， 방대한 자연자원， 근대기술， 사회 및 

지리적 제약의 부재， 중요한 대외 위험의 부재， 해외 및 국내자본 등을 효과적으 

로 활용하여 1880년에는 이미 독일， 프랑스를 훨씬 뛰어 넘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미국은 1900연에는 지난 한 세기동안 최대 경제대국이었 

던 영국을 추월하고 전세계 생산고의 23.6%를 차지하면서 드디어 세계 최대 경 

제대국이 되었다.2) 

그러나， 경제대국 미국은 남북전쟁기간외 예외적 사기를 빼고서는 군사소국의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표 2). 주요국가의 육해군 병력을 보면， 미국의 병 

력은 1880년에 30，000명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에， 당시 유럽의 6대 강국들 

은 작게는 이태리의 20만 명 수준에서 많게는 러시아의 80만 명 수준을 보여 주 

고 있어서 눈에 띄게 대조적이었다. 

〈표 2> 주요국가의 육해군 병력 

----、 1없O 1890 1900 1910 1914 

러 시 。} 791 ,000 677,000 1,162,000 1,285,000 1,352,000 
표 "ð- 까‘ 543,000 542,000 715,000 769,000 910，0에 

E-E1L 일 426,000 504,000 524，α00 694,000 891,000 

영 국 367,000 420,000 624，αm 571,000 532,000 

오스트리아→헝기리 246,000 없6，000 잃5，000 425,000 444,000 

탤 리 216,000 잃4，000 255,000 322,000 잃5，OC에 

일 본 71,000 84,000 234,000 271,000 306，0α〕

미 국 34,000 39,000 96,000 127,000 164,000 

자료 Quincy Wright, A Study cf War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42) pp. 

670-671. 

2) P. Bairoch, “Intemationa1 Industria1ization Levels from 1750 to 1980" Joumal cf 
European Economic Historγ II (1982)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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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소국으로서의 미국의 모습은 표3의 주요국가의 전함톤수에서도 잘 드러나 

고 있다. 1없0년에 미국의 전함톤수는 대체로 영국의 전함톤수의 1/4 수준이었으 

며， 1900년에도 영국의 1/3 수준을 유지하였다.3) 

〈표 3> 주요국가의 전함톤수， 1880-1914 

‘-“““‘~““ 1880 1890 1900 1910 1914 

영 국 650,000 679,000 1,065,000 2， 174，αm 2,7l4,000 
효 'if 까、 217,000 319，0뻐 499,000 725，0뻐 900,000 

러 시 。} 200,000 180,000 383,000 401 ，αm 679,000 

미 국 169,000 낌0，0<에 333,000 824,000 985，뻐O 

탤 리 100,000 242,000 없5，000 327，0때 498，때O 

E-E1L 일 88,000 190,000 잃5，000 964，α)Q 1,305,000 

오스트리아/헝가리 60,000 60,000 87,000 210，αm 372,000 

일 본 15,000 41，0<뻐 187,000 496，αm 700,000 

자료 Quincy Wright, A Study qf War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42) pp 
670-671 

경제대국이고 군사소국이었던 19세기의 미국은 국제정치적으로도 1880년대까 

지는 당시 국제질서를 주도하던 유럽의 6대 강국-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 

아， 헝가리， 러시아， 이태리-에 비해서는 격이 떨어지는 이류국의 대접을 받았 

다. 미국이 유럽의 6대 강국에 이어 7대 강국으로서 자리잡게 되는 것은 20세기 

에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4) 

경제대국이면서도 정치， 군사적으로는 대국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미국이 병 

실상부한 대국으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나， 이러한 노력이 본격적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행정부의 실권이 의회에 대해 강화되는 

3) Quincy Wright, A Study of War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42) pp. 
670-671: Pau\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1αη (New Y ork Random House, 
1987) 

4) Emest R. May, Imperial Democraζy: The Emergence of Amerim as a Great 
Power (New Y ork: Harper & Row, 1916) Chs. 1 & xvm 



21세기 미국군사의 역사적 전망 151 

19세기말이었다.5) 

이러한 국내 o 외 정치 상황 속에서 해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Alfred 

Mahan의 영향하에 있던 해군장관 Benjarnin τracy는 1889년의 연례보고서에서 

기존의 연안방어와 상업보호 대신에 해양에서 적의 함대를 파괴할 수 있는 전함 

을 기반으로 한 해양지배의 새로운 독트린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아를 위해서는 

태평양에 8척의 전함， 대서양에 12척의 전함， 60척의 순양함， 20척의 연안방어선 

을 포함한 100척의 근대 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그 이후， Tracy는 의 

회와의 타협 속에 세계유수의 해군력을 건설하기 위한 성공적인 출발을 하게 된 

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McKin1ey 대통령은 1898년에 스페인과의 전쟁을 치르면 

서 20세기 미제국의 탄생을 예고하게 된다. 미국의 해양력은 꾸준히 발전하여 

1920년대에 이르러 19세기 국제질서의 주도국가였던 영국의 해양력에 필적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6) 

제路행뼈계태웰웰펙뿔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후， 유럽과 아시아의 전승국이나 패전국 모두가 국력 

의 상대적 위치 약화를 겪는 속에， 전승국 미국은 예외적으로 국력의 상대적 위 

치강화를 체험하였다. 미국은 전쟁기간 중에 본토가 직접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는 속에 전쟁특수에 힘입어 연 15% 이상의 제조업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었 

으며， 전쟁 직후에는 전 세계 국민 총생산의 50%에 육박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 

며， 전세계 군사비의 50%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속에서， 미국은 종전 이후 전시동원체제를 평시체제로 환원하는 절차 

5) Fareed Z때aria， Op.Clt 
6) AIlan R. Millett & Peter Malowski, For the Common Defense: A Mili따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m (New York Free Press, 1994) Ch.9; 
Russell F. Weigley, ηJe Amerimn Way of War: A History of United States 
Military Strategy and Policy (Bloomington: lncliana University Press, 1973), Ch.9: 
Kenneth J Hagan, The Peop!e's Nαvy: The Making of Amerimn Sea Power 
(New York; Free Press) C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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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밟기 시작하여 종전시 1 ，2밍0만에 달했던 병력을 1/10 가까운 수준으로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전승국인 미국과 소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협 

조보다는 갈등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여 점차 냉전질서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냉전 분위기의 형성과정 속에서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는 1946년 여름에 

Pincher라는 암호명으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하는 전쟁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였 

다. 이 전쟁계획은 1946년 여름부터 1947년 여름 사이에 미 o 소간에 전쟁이 발 

생한다면 소련군이 유럽과 중동의 대부분을 점령할 것으로 가정하고， 미국은 통 

상전과 함께 207TI 도시에 핵무기를 투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당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핵무기의 양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핵무기를 운 

반할 수단도 준비되지 않았고 공격목표에 대한 구체적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 

다. 1947년 8월에는 Pincher에 이어서 Broiler라는 암호명의 전쟁계획이 수립되었 

다 이 계획은 Pincher에 비해서 적극적인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산업시설， 군수산업센터， 중요 정치적 목표， 연구소 등을 포함하는 100개의 목표 

에 4007TI 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1948년 가을에는 Ha1fmoon/ 

f!eetwood라는 암호명의 보다 본격적인 핵무기 사용의 전쟁계획이 수립되어 소 

련의 공격을 라인강에서 억지하고 전쟁초기에 소련의 707TI 도시를 1337ß 의 원자 

폭탄으로 파괴하도록 되어 있다기 

이러한 속에서 1947년에 창설된 국가 안보 위원회 (Nationa1 Security Coun

ci1l가 1948년 3월에 전후 공산주의의 위협과 미국의 대응수단에 대해 내놓은 최 

초의 포괄적 분석이 NSC-7의 명칭으로 이루어졌다 이 분석은 지난 몇 년간의 

소련의 영향력 증가를 지적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군 

사적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석은 아직까지 핵력 

보다는 통상병력에 비중을 두고 있다. 베를린 위기가 발생하고， 원자력의 국제적 

통제노력이 실패하고 원자폭탄의 생산이 증가하는 속에， 미국은 1948년 9월에 

NSC-30에서 소련의 군사력 위협에 대한 견제로서 핵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1949년에 소련의 핵실험이 성공리에 이루어지고， 중국은 毛澤東이 이끄는 공 

산당에 의해 통일됨으로써 미국은 1950년에 NSC-68을 마련하게 되고 핵무기는 

7) Michael M. BolI, National Security Planning: Roosevelt through Reagan, (Ken
tucky ‘ The Uruversity Press of Kentucky) C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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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세계질서의 군사적 기반으로서 확고히 자리잡게 된다.8) 

표 4의 세계핵탄두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이 1945년에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 소련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200-400메가톤 수준의 핵 

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한국 전쟁이후였다.9) 

<표 4> 세계 핵탄두수 

연 도 미 국 러시아 영 국 -표라”一까、 중 국 합 계 

1945 2 0 0 0 0 2 
1946 9 0 0 0 0 9 
1947 13 0 0 0 0 13 
1948 56 0 0 0 0 56 
1949 169 0 0 0 170 
1950 298 5 0 0 0 303 
1951 438 25 0 0 0 463 
1952 832 50 0 0 0 882 
1953 1,161 120 1 0 0 1,282 
1954 1,630 150 5 0 0 1,785 
1955 2，쟁O 200 10 0 0 2,490 
1956 3,620 400 15 0 0 4,035 
1957 5,828 650 20 0 0 6,498 
1958 7,402 900 22 0 0 8,324 
1959 12,305 1,050 25 0 0 13,380 
1960 18,638 1,700 30 0 0 20,3687 
1961 22,229 2,450 50 0 0 24,729 
1962 27,100 3,100 205 0 0 30,405 
1963 29,800 4,000 280 0 0 34,080 
1964 31,600 5,100 310 4 37,015 
1965 32,400 6,300 310 32 5 39,047 
1966 32,450 7，많O 270 36 20 40,326 
1967 32,500 8,850 270 36 25 41,681 
1968 30,700 10,000 280 36 35 41,051 
1969 28,200 11,000 308 36 50 39,594 

8) Samuel R. WilIiamson, ]r. & Steven L. Rearden, The Origins of u.s. Nucleαr 
Strategy, 1945-1떠3. (New Y ork St. M따tin’ s ， 1993): Steven L. Rearden, 1he 
E lJolution of American Strategic Doctrine (80버der: Westview, 1984) 

9) 하영선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서울· 나남， 1991)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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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미 국 러시아 영 국 -효라" -까‘ 중 국 합 계 

1970 26,200 12,700 잃O 36 75 39,691 
1971 26,500 14,500 220 45 100 41,365 
1972 27,000 16,600 220 70 130 44,020 
1973 28,400 18,800 275 116 150 47,741 
1974 29,100 21,100 325 145 170 50,840 
1975 28,100 23,500 350 188 185 52,323 
1976 26,700 25，8C에 350 212 190 53,252 
1977 25,800 28,400 350 228 200 54,978 
1978 24,600 31，때O 350 235 220 56,805 
1979 24,300 34，αm 350 235 235 59,120 
1980 24,300 36,300 350 250 280 61,480 
1981 23,400 38,700 350 274 330 63，떠4 

1982 23,000 40,800 335 274 360 64,769 
1983 23,400 42,600 320 279 380 66,979 
1984 23,600 43,300 270 280 414 67，없4 

1985 23,500 44，αm 300 359 426 68，잃5 

*1986 23,400 45，αm 300 355 423 69,478 
*1987 23,700 44,000 300 420 415 68,835 
*1988 23,400 42，밍O 300 411 430 67,041 
*1989 22,500 40,000 300 412 433 63,645 
*1990 21 ，OC에 38，α에 300 504 432 60,236 
*1991 19,500 35,000 300 538 캠4 55,772 
*1992 18,200 33,500 300 538 434 52,972 
*1993 16,750 32，αm 300 524 434 50,008 
*1994 15,380 30，αm 껑O 512 400 46,542 
*1995 14,000 28，αm 300 500 400 43,200 
*1996 12,900 26,000 300 500 400 40,000 
*1997 12,425 24，0에 260 450 400 37,525 
*1998 11,425 22,000 260 450 400 34,535 
*1999 10,925 20，αm 185 450 400 31,960 
*2000 10,500 20,000 185 450 4αo 31,535 

* 미국(1988년부터)과 소련/러시아(1986년부터)의 핵탄두는 현역작전병력의 핵탄두， 해체를 
앞두고 배치되지 않은 핵탄두， 예비용 핵탄두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소련/러시아의 최근 

추정량은 실전배치되어 있는 것(50%)과 해체예정/예비용(50%)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Rober S. Norris and William M. Arkin of 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RDC Nuclear Notebook Global Nuclear Stockpiles, 1945-2000", in The Bulletin 
01 the Atomic Scientists, Vol. 56, No. 2, (MarclνAp디1 20 에)，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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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대소 억지력 수준의 핵무기를 확보하게 

된 반면， 소련억 핵전력은 미국의 주요도시에 결정적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에 

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을 갖춘 소련이 서 

유럽국가들의 영토를 공격할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서유럽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대 량보복전략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의 핵전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선 

제공격시 미국을 억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량보복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케네디 행정부는 확실한 핵파괴 능력， 적의 

공격에 대한 피해제한 능력과 함께 통상전력을 동시 강화하는 유연반응전략을 

채택하였다. 

1960년대 말， 소련은 핵시대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대군사목표 선제 

공격을 받더라도 다시 미국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제2공격력 

을 확보함으로써， 미국과 소련은 명실상부한 상호억지의 시대를 맞이하고， 전략 

핵무기 제한 협정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미국 닉슨 행 

정부는 확실하고도 대등한 보복능력과 유연한 선택능력， 그리고 미 @ 소가 보유한 

전략핵무기의 전반적인 양적 균형 등을 요구하는 충분성의 전략을 채택하였다. 

1970년대 말의 아프가니스탄시대와 함께 미 · 소관계가 다시 차가와지는 속에，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의 상대적 국력 약화를 군사력의 증강을 통하여 개선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미 행정부는 핵전력 차원에서는 1970년대의 본질적 대 

등전략이나 상쇄전략을 넘어서서 우세전략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그 구체적인 대 

안으로서 핵전략증강과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lnitiative)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1970년대의 lYz전쟁개념 대신에 소련의 군사 행동에 대응해서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전션을 형성하는 동시다면 전쟁개념을 구상하고， 이에 따 

라 공세적 방어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지전 독트린， 해양전략과 같은 적극 

적 군사정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소련의 해체와 함께 탈냉전이 본격화함에 따라 미국 클 

린턴 행정부는 급격히 변화하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1993년에 재래식전력에 대한 「근본적 검토(Bottom-Up Review)J 에 이어서 1994 

년에 핵전략에 대한 「핵전력 검토(Nuclear Posture Review)J를 행하였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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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토는 미국의 핵전략과 연관해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고 있다. 첫째， 핵 

시대의 다른 어느 때보다 현재 핵무기가 미국의 안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 

을 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핵무기를 필요로 한 

다. 따라서， 탈냉전을 맞이하여 미국 핵전력은 극적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탈냉전 이후 안보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하였지만， 미래에 대한 커다란 불 

확실성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 

넷째， 미국은 순수허 자국에 대한 억지전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의 핵무기고의 억지적 보호를 동맹국들에게 확대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은 핵안전과 안보， 명령과 통제， 사용통제와 민간통제를 위한 최고 

국제표준의 담당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다. 

미국의 「핵전력검토」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국방부는 

보다 안전한 세계로 인도하는 길과 예상치 못하는 미래에 대한 방지책의 사이에 

서 신중한 균형을 취하고 있다. 탈냉전환경 속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핵억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비전략핵전력과 함께 세 종류의 핵전력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서 핵무기의 역할을 감소하는 것에 맞추어서 추려지고 조정되었다. 핵전력의 추 

가감축과 경비절약이 보다 작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미국 핵전력을 가져오도록 

이미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핵전력검토」의 방향에 따라 1990년대에 표4에서 보 

는 것과 같이 20，000개 수준에서 10，000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염흩휠쩔짧철뿔웰 

소련의 해체에 따른 세계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함께 냉전질서를 주도하여 왔던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살아남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이 20세기 후반의 냉전 세계질서를 넘어서서 20세가 신문명 

10)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ivew. 



21세기 미국군사의 역사적 전망 157 

질서를 지속적으로 주도히기 위해서는 냉전 세계질서의 군사기반을 새롭게 변용 

해야 하는 과제에 직변하고 있다 

1991년 초의 걸프전쟁에서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은 전정의 상대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내어， 상대방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압도적 정보우월성 

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한의 피해 속에서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장식하였다， 

전쟁과정에서， 미국은 다음의 세 결정적 분야에서 확실한 기술우위를 보여주었 

다. 첫째， 다양한 정보， 커뮤니케이션， 운항체제가 미군 야전 사령관에게 아군과 

적군의 배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보다 나은 “상황 

의식”을 제공했다 이러한 우세의 대부분은 지도를 위해 자료를 생산하고 군부대 

를 찾고， 군사체제를 확인하고 이라크의 방위， 명령 p 통제 시설을 공격하는 데 사 

용되는 인공위성의 탐사에서 얻어졌다. 지구정지워성도 동시에 전술적 수준에서 

정밀운항정보를 제공하였다. 한편 공동정탐 목표공격체제(Joint Surveillance and 

Target Attack Radar System)와 공중경 보 통제 체 제 (Airbome Waming and 

Control System)가 탱크， 스커드 미사일， 도주하는 이라크항공기와 같은 다양한 

목표를 찾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둘째， 스텔스 폭격기， 토마호크 순양미사일， 반방열 미사일들이 중심감지체계와 

지휘통제센터를 파괴하는 전술로서 이라크 공중방어체계를 눈멀게 하는 데 사용되 

었다 따라서， 이라크 대공포화는 일반적으로 유효사정거리 밖에 있는 항공기들에게 

맹목적으로 사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서 다국적군의 전투기들은 하루에 한기 

이하의 손실을 입으면서 하루에 2.000대지 3.000회의 출격을 할 수 있었다. 

셋째， 스텔스 폭격기와 정밀유도폭탄의 결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적은 민간 

살상을 가져오면서 고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폭격을 가능케 했다. 스텔스폭격기 

로 운반한 2， 100개의 목판 가운데 1 ，7007R가 목표 10피트 이내에 떨어진 적으로 

추정되었다 11) 

이러한 첨단기술의 걸프전쟁은 21세기의 미래전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활발히 

불러 일으켰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래전 논의들은 넓게 보자면 「군사혁신」 

(Revolution in Militarγ Affaires)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군사혁신」이라 

11) L Benjamin Ederington & Michael J Mazarr,(eds.) Tuming Point: πle Gulf 
War and Us. Military Stmtegy (Boulder: Westview, 1994) Ch.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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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자체는 본래 유럽 군사사 전문가들이 16, 17세기 유럽 근대 국가 형성기 

의 군사기술과 조직， 전략의 변화를 다루면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보다 최근에는 

소련의 군사지도자틀이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의 첨단 정보기술에 기반한 정보 · 

공격 복합체의 중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군사-기술 혁신(miIitarγ-technical 

revolu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소련과 핵대결에서 벗어난 탈냉전의 미국은 1991년 초에 걸프전을 치르면서 

첨단정보기술의 위력을 구체적으로 실감하였으며， 01 에 따라 21세기 신문명의 

군사적 기반을 r군사혁신」의 틀 속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Krepinerich는 

걸프전 이래 겪고 있는 「군사혁신」을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년전쟁(1337-

1453) 시기의 보병혁신， 대포혁신 이래 11번째의 r군사혁신」으로 규정하고， 이러 

한 「군사혁신」들의 특성을 기술변화， 체제발전， 작전력신， 조직적응의 면에서 검 

토하고 있다.12)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겪고 있는 r군사혁신」의 특성을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 

으나 21세기 미래전쟁연구의 대표적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Arquilla와 Ronfeldt 

는 오늘의 정보혁명의 영향으로 미래전쟁은 네트전쟁 (net war)과 사이버 전쟁 

(cyber war)의 모습을 보여 주게 될 것 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13) 

네트전쟁은 국가 또는 사회간의 정보관련 대규모 분쟁을 말한다. 이 전쟁은 

목표 대상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혼란케 하거나， 손상하거나， 변형시키려고 노력 

하는 것이다 네트전쟁은 여론과 엘리트 의견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전쟁은 공공 

외교수단， 선전， 심리전， 정치 및 분화전복， 지방대중매체의 속임， 방해， 컴퓨터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의 침입，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이견 또는 반대운동 

의 진홍노력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전쟁은 정부와 정부， 정부와 비정부， 

비정부와 비정부 간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12) Andrew Krepinevich, “Cav;머η to Cιomputer: The Pattem of 때i1:aIy Revolutions," 

πJe National Interest 37 (Fall 1994) pp. 30-42. 
13) John ArquilIa & David Ronfeldt, (어s.) ， In Athena's Camp: Preparing for 

Coriflict in the Inforrnatioη Age, (Santa Monica, RAND, 1997). (http://www.rand 
org/publications /I\삐에iffi880) ; ArquiIla & Ronfeldt, Swarming cmd the Future of 
αmβict (Santa Monica, RAND, 2000) (http://www.rand.org/publications/DB/ 
DB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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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군사혁신의 역사적 전개 

단 계 시 기 1 ;ζ- 요 내 용 

보병혁신 
백년전쟁 장궁의 개발 
(1337-1453) 보병의 등장 

대포 혁신 15세기 
대포 기술의 발전， 포위전쟁의 소멸 
포병의 형성 

항해와 함포 혁신 15-16세기 범선과 함포의 등장 

요새 혁신 16세기 새로운 요새의 구축 

총포혁신 
삼십년전쟁 총포기술의 발전 
(1618-1없8) 선형전술 

불란서 혁명 
산업혁명에 따른 대포기술의 표준화 

나폴레옹 혁신 국민군 
(1789) 

사단조직의 등장 

지상전 혁신 미국내전 철도， 전신의 등장， 소총과 대포의 자동화 

해군 혁신 
19세기중반 

철갑선등장 
20세기 초 

기계화， 항공， 
내연기관， 항공기， 라디오， 레이더의 기술발전， 

정보혁신 
제1차 세계대전 기습전， 수송비행， 수륙양용전， 전략항공폭격， 

기습공격사단， 수송전단， 장거리 폭격 비행단 

핵 혁신 제2차 세계대전 핵무기의 등장， 억지전력， 핵전략군 

자료 Andrew Krepinevich, “Cavalry to Computer: The Pattem of Mili떠ry Revolutions," 
The Natio l111/ Interest 37 (F머1 1994) pp. 30-42 

정보혁명의 방향 속에서 현대전쟁의 양상이 정보 , 통신망간의 싸움이라는 네 

트전쟁의 일면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함께， ArquiIla와 Ronfeldt는 사이버전쟁 

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전쟁은 정보관련원칙에 

따라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의 정보 。 통신체제를 혼란시키 

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전쟁은 적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하 

는 대신에 적이 나에 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도록 노력하여 “정보와 지식의 균 

형”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이버전쟁은 사이버의 어원이 그리스어의 조정 또는 통지를 의미하는 

“Rybeman"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전자전쟁이라는 기술적 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조직과 독트린에서도 새로운 변을 보이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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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트린의 변에서는 기존의 백병전， 밀집전， 기동전과 달리 벌떼전(Battle swann) 

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 래 전쟁 연구의 또 하나의 그룹-George Stein, Richard Szafranski, Owen 

Jensen-들은 알라바마의 맥스웰 공군기지에 있는 공군대학교를 중심으로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정보전쟁에 관한 생각의 온상인 Airpower 

Journal에 실려왔다. 이 그룹들의 핵심주장은 정보전쟁의 가장 높은 가능성은 정 

보자체가 중심이 되고 핵심무기가 되는 전쟁의 새로운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러 

한 미래전쟁은 이제까지의 전쟁과는 혁명적으로 다른 모습을 띄게 되어 정보전 

쟁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등장이 다양한 정보 네 

트워크를 통해 개별 제작된 선전과 가상현실을 공급함으로써 적의 마음을 공격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14) 

이러한 미래전쟁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서， 미국 국방부는 21세 

기 신문명의 군사적 기반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하여 1997년 5월에 r4년 주기 국 

방계획 검토J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를 발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 

한 「국방개혁 추진 보고서 J (Defense Refonn lnitiative Report)를 내어놓았다. 그 

리고， 펼립 오딘(Philip A Odeen)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패널(r업tional Defense 

PaneI)이 1997년 12월에 r4년 주기 국방계획검토」를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인 

「변용하는 방위: 21세기의 국가안보J (Transfonning Defense: National Security 

in the 21st Centmy)를 발표하였다. 

냉전이 끝난 이후， 1991년의 「기본 군사력 검토J (Base Force Review) , 1993년 

의 「근본적 검토J (Bottom-Up Review) , 1995년의 「군사력의 역할과 임무 위원회」 

(Comrnission on Roles and Missions of the Armed Forces)에 이어， 네 번째로 

4년 주기 국방계획 검토는 미국군사가 이제까지 걸어온 과거와 현재를 검토하고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걷게 될 미래를 포괄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15) 

따라서， 미국군사가 21세기 상반기에 걷게 될 길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보 

14) George Stein, “Infonnation Warfare," Airpower JOUT71ill 9 no. 1 (Spring 1995): 
Richard Szafranski, “A Theory of Infonnation Warfare: Preparing for 2020" 
Airpower JOUT71ill 9, no, 1 (Spring 1995). 

15) U.S.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May 
1997) (http//www.defenseli때.miVpubs/q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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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를 보다 섬층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의 기본 골격은 클린 

턴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J (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조성， 대응， 준비라는 

틀을 군사에 적용하여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국제안보환경을 조성하 

고， 발생하는 전 영역의 위기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며， 내일과 보다 

먼 불확실한 장래의 위협과 위험을 미리 준비하도록 짜여 있다. 

이 보고서는 우선 보다 바람직한 국제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미국이 현재부터 2015년까지 당변하게 될 중요한 안보의 도전들을 분석하고 있 

다. 그 결과로서， 미국은 첫째， 이란-이라크， 남북한과 같은 대규모 국경공격과 

소말리아나 구유고와 같이 실패한 국가들의 국내 분쟁을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 

적 위험， 둘째， 핵 및 생화학무기， 미사일， 정보전쟁능력， 첨단 재래식무기， 레이 

더 희피능력， 무인 항공기， 우주개발능력 등과 같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기술들의 

확산， 셋째， 테러， 불법 마약무역， 국제범죄조직， 이민 등과 같은 초국가적 위험， 

넷째， 테러， 유도탄， 핵 및 생화학무기， 정보전쟁， 환경파괴 등과 같은 비대칭적 

수단의 적대적 사용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지속되는 지역적 위험， 첨단 무기와 기술의 확산， 초국가적 위험， 비대 

칭적 공격의 증가하는 위험과 함께， 이 보고서는 가능성 있는 중요한 안보도전 

으로서 새로운 기술의 예상치 못한 등장 등과 칼은 비상용 각본과 2015년 이후 

의 지역 강대국이나 지구 동료 경쟁국의 등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러한 안보의 도전 속에서， 미국이 자신의 이익에 바람직한 국제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안정의 증진， 분쟁과 위협의 감소와 방지， 그리고 공격과 

강조의 억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국제안보환경을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 

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군사력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미국은 특정국가에 

대한 약속의 표시나 해당지역의 전투능력의 증가를 통한 국가이익의 표현을 통 

해 위기 속의 공격과 강요를 억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실패하는 경우에， 미국은 군사력의 신속한 개입을 통하여 소규모 분쟁들 

이 커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이벼， 마지막으로 탈냉전 이후의 위기로서 가장 

규모가 큰 지역분쟁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란-이라크와 남북한과 같은 두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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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시에 분쟁을 억지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향후 15년간의 안보도전을 위와 같이 국제안보환경의 조성과 다양한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풀어나가변서，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의 안보도 

전에 대비하기 위해 미군의 전투능력과 지원구조를 변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이러한 21세기 변용전략(Transformation Strategy)을 성공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 집중적 근대화， 군사혁신， 경영혁신， 보험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집중적 근대화 노력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구입하여 21세기초에 수명이 다 

할 무기체계와 지원 장비들을 대체하는 것이다. 21세기 미 군사력이 다양한 군사작 

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체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사혁신은 정보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독트린， 작전개념， 

그리고 조직구조를 포함하는 군사력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 

을 찾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각 군과 미 대서양 사령부가 수행하고 있는 동태 

적 개념개발과 실험을 핵심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방부의 과학기술 

프로그램은 전투와 지원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작전개념에 맞는 핵심 

기술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모색의 구체적인 모습은 군 전체가 추진 

하고 있는 「통합 전망 2010 j (Joint Vision 2010)과 그 후속 노력인 「미래작전 

개념 J(Concept for Future Üperations) , r통합전망 2020 j (Joint Vision 2020)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군별로 보다 세부적인 군사혁 

신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16) 

「통합 전망 2010J과 「통합 전망 2020J은 아군에게 전장의 모든 공간에서 끊임 

없이 정보를 수집해서 공급해 주는 대신에 적군이 같은 일을 할 수 없도록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우위를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우위를 기반으 

로 미국의 군사력은 기동력 우위， 정밀개입， 완전한 차원의 보호， 집중 군수지원 

을 추진하여 어떠한 작전과 상황에서도 유리한 ‘모든 영역의 우세’(f띠1 spec

trurn dominance)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 이 다. 그리 고， 이 러 한 노력 의 성 공여 부 

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 명령과 통제， 무기체계， 지원요소들을 통합하는 체제들의 

16) U.S. Joint Chiefs of Staff, Joint Vision 2010 (July 1996): U.S. Joint Chiefs of 
Staff, Concept for Future Operations (May 1997) Joint Vision 2010 (October, 
2000) (http://www.dtic.miVjv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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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system of systems)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전망 2010j과 「통합전망 2020J은 각 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추 

진되고 있는데， 우선 육군은 탈냉전 이후 「군사력 XXI j (Forces XXI), r통합육군 

2010 j (Army 2010), r다음 이후 육군j (Army After Next)을 진행시켜 왔다. 특히 

「다음 이후 육군」은 2025년의 육군은 빠르게 변화하는 조건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흔성군(hybrid force)의 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군은 1992년의 바다로 

부터 j ( ..• From the Sea)에 이어 「앞으로 ... 바다로부터 j (Forward ... From the 

Sea), r해 군작전 개 념 J (Navy Operationa1 Concept) 등을 통해 21세 기 해 군의 새 

로운 역할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병대도 상륙작전을 넘어서서 적의 심장부를 바 

다로부터 바로 공격하는 새로운 작전을 「해병대 작전기동J (Marine Corps 

Operationa1 Maneuver from the Sea)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공군도 「지구 

적 범위-지구적 강국J (Global Reach-Globa1 Power)에 이어 「지구적 개입: 21세 

기 공군전망」에서 21세기 초반 공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군사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혁신을 효율적으로 

재정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운영하도록 경영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을 강조하고 1997년에 국방개혁 추진보고서를 마련하여 이를 실전에 옮기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 국방부는 지역 강대국의 

조기 출현이나 예측할 수 없는 각본과 같이 현실화 가능성은 적더라도 잠재적으 

로 중요한 위협에 대해서 연구 및 개발， 개념연구， 신기술 개발 기업의 활용， 동 

맹국들과의 협조 등을 통하여 일종의 보험정책으로서의 예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r4년 주기 국방계획 검토」는 위에서 요약한 바람직한 국제안보환경 조성， 위 

기 대응능력유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본전략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 

는 국방계획을 짜기 위해서 단기 수요초점방안과 보다 먼 위협에 대비하는 방안 

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현재 수요과 불확실한 장래의 균형방안을 선택하고 있 

다. 단기와 장기의 안보도전에 균형되게 대응하기 위한 세 번째 방안은 단기적 

으로는 소규모 작전과 중동과 한반도 지역의 지역적 위협에 간여할 수 있고， 장 

기적으로는 지역 강대국의 점진적 등장과 비대칭적 위협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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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력， 무기체계， 및 국방예산을 짜고 있다. 

21세기 미국 군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r4년 주기 국방계획 검토」를 

미국 국방장관의 의뢰로 심층 검토한 국방패널은 이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긍정 

적으로 평가한 후，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였다17) 첫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전략은 모든 범위의 사태를 다루고 있으며， 탈냉전환경을 보다 잘 이해하 

도록 해 주고 있다. 프로그램의 결정과 우선 순위가 이러한 전략과 보다 밀접히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보고서는 상당한 위기를 조성하지 

않고 전체 군사력의 규모와 병력구조를 검토하고 축소하였다. 이 보고서는 동시 

에 예비구성 군사력의 규모와 역할을 탈냉전현실 시각으로 볼 것을 요구하고 있 

다 패널은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셋째， 보고서는 국방부 하부구조의 적절한 

변화와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하부구조의 공격적 재구성과 적절한 사업 

활동의 선택을 위해서는 추가 조치와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하 

부구조의 감축과 정교화를 가능케 할 것이며， 이를 제기한 군사력구조와 연계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보고서가 군사활동을 다루고 있으나 합동과 연합작 

전개념의 추가 개발을 북돋을 필요가 있다. 미래군사 활동의 성공은 효율적인 

활동과 연합작전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다섯째， 보고서의 전략은 비교적 장기 

전망을 취하고 있으나， 보고서의 다른 부분은 2005년까지의 시기에 집중하고 있 

다.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기 이해서 군사혁신을 실체화하고， 우주에서 수행되 

는 기능들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정보능력을 개발하려면 보다 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 

21세기 미국군사의 장기전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속에 미국의 행 

정부와 의회의 지원 하에 만들어진 21세기 국가안보 미국위원회 (The United 

States Comrnission on National Security / 21st Centurγ)는 1998년 10월에 첫 

모임을 가진 후 미국의 국가안보에 관한 3부작을 준비하여 첫 권인 『다가오는 

신세기J(New World Coming)를 1999년에 출판하였다 18) 

17) National Defense Panel, Transforming Defense: Nation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γ (December 1997) (http//www.dtic.miVndp/) 

18) The United States Commission on National Security/21st Century, New World 
Coming: American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September 15, 1999) (http// 
www.fas.org/marνdocs/nwc/NWR-A며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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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현재부터 2025년까지 변화하는 세계를 검토한 첫 번째 보고서에서 

2025년의 군사 · 안보질서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첫째， 국가간 전쟁은 향 

후 25년 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들은 상호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 

나， 1914년의 1차 세계대전발발에서 증명된 것처럼， 상호의존의 유대나 풍요의 

욕구도 평화와 안정을 무한정 보장할 수 없다. 둘째， 국내 폭력은 전례 없는 수 

준에 이를 수 있다. 종족， 부족， 그리고 종교적 분열에 의해 형성되고 경제적 분 

열과 인구이동에 의해 악화된 폭력은 다가오는 25년의 기간 중에 가장 일상적 

형태의 분쟁을 형성할 것이다. 

셋째， 2000년대에는 보다 질 나쁜 폭력인 파국적 테러리즘의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높다 미래의 테러리스트들은 현재와 비교하여 보다 덜 위계적으로 조직되 

고 보다 네트워크화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부분의 첨단 재래식무기 체계들은 

현재부터 2025년 사이에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국내 정치 및 경제적 

자극이 첨단 항공기， 현대 지상전투차량， 그리고 새로운 해군무기체제들을 전세 

계로 확산시킬 것이다. 다만 최신무기체계들의 확산은 억지될 것이다. 

다섯째， 핵， 생물， 화학무기들이 개발되고 사용되는 정도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핵 물질과 기술은 얻을 수는 있으나 탐지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핵무기 생산비용은 높을 것이다. 화학무기는 핵무기에 비해 훨씬 쉽게 생산할 

수 있으며， 생물무기가 21세기 불만 국가나 집단들의 가장 그럴듯한 수단의 선 

택이 될 것이다 여섯째， 미사일 위협은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다 미사일 기술통 

제체제 (MTCR)는 계속해서 강화될 수 있으나， MTCR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들 

이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보다 쉽게 배우게 될 것이다. 

일곱째， 대량살상의 “전통”무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형태의 전략정보전쟁 (Stra 

tegic Infonnation Warfare)이 개발되어 새로운 형태의 공격전쟁으로 사용될 것 

이다. 전략정보전쟁은 중요 국가 명령체제와 군사관련 작전체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다. 여닮째， 사이버 공간과 함께 우주가 전쟁공간이 될 것이다. 우 

주에 기반한 체제들이 국제상업 및 군사능력에 점차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다. 21세기 초까지는 우주기반 체제들이 대단히 값진 이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 

므로， 우주에의 지속적 접근은 국가안보와 같은 뜻으로 여겨질 것이다. 

아홉째， 재래식 억지와 핵 억지는 21세기에서도 우선적으로 추구될 것이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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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비하여 훨씬 획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21세기의 억지는 행위자 

와 파괴능력이 넓게 확산된 속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동시에 강대국의 억지력에 

못지 않게 비강대국의 역억지력의 가능성 속에서 얻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열째， 

놀랄만한 정보혁명 속에서도 우리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놀랄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역사는 많은 경우에 그러한 놀라움의 행진일 뿐이다. 

열한번째， 새로운 행위자와 새로운 무기가 21세기 분쟁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 

이나， 전쟁의 핵심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가， 국가내 그룹， 비국가조직들은 정 

치， 경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에 의존할 

것이다. 그리고， 전례 없는 수준의 정보기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공포， 불확실 

성， 위험， 그리고 애매성은 계속해서 분쟁을 성격지울 것이다. 궁극적으로， 과거 

와 마찬가지로， 미래분쟁의 성격과 행동은 누가 누구와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싸우는가에 영향받게 될 것이다. 

열두번째， 전진 주둔과 전진배치병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전략은 다 

가오는 미래에 분명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 군사력의 해외 영구주둔 

은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 군사력의 영구 전진주둔에 대한 압력은 

미국의 전략， 군사력 해외 이동능력， 동맹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와 정책방향을 종합하여 보면， 미국은 21세기 신문명의 군사 

적 기반으로서 해양력과 핵력에 이어서 정보력을 주목하고， 이에 따라 병력체계， 

무기체계， 그리고 군사독트린의 혁신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맺폼왈 

20세기에 이어 21세기를 다시 한번 “미국의 세기”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미국은 21세기 새로운 군사적 기반으로서 19세기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해양력 

의 추구， 20세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력의 추구에 이어서 걸프전쟁 이후 정 

보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21세기 미국군사의 전개방향은 19세기와 20세기의 전개 

방향과 단절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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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국은 근대전， 핵전， 그리고 탈근대전을 동시에 품는 복합전에 대비할 수 있 

는 복합전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21세거의 지속적 정보혁명의 추세 속에서 정보력의 강화 

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아러한 추세는 21세기 군사적 기반의 새 

로운 세계표준으로서 전세계적요로 전파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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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빨he 짧sto뼈g빼 Prospect 
뼈 Ame뼈g짧뾰 뼈1ilit짧뿔 in the 21st Ce빼뼈뿔 

Ha, Young-Sun 

The United States, the leader of the contemporary world order, will lead 

once more the new world order in the 21st century. In this situation, the 

American military, which played a leading role in maintaining the world order 

in the 20th century, is now trying to transform itself for the 21st century. 

This analysis tries to forecast the future transformation of U.S. military 

forces from the historica1 perspective. After the American-Spanish war in 

1898, the United States became one of the leading powers in the Europe 

dominant intemational order. As a militarγ basis for the rise of great power, 

the United States developed rapidly its nava1 power. The U.S. navy reached 

the level of the British navy, the globally leading power, in the 1920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United States began to lead the world order. As a 

new basis for the world military order, the United States developed nuclear 

power. During the cold war period, the United States maintained its nuclear 

dominance.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United States began to give emphasis on the information power. Thus, the 

U.S. military is trying to develop complex milit따y forces which can fight 

simultaneously the modem war, nuclear war, and information war. In partic

버ar， a10ng with the revolu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U.S. forces wiI1 

primarily focus on the improvement of its information pow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