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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AHP기법을 이용하여 무기체계 전력소요서 작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개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전력소요서 

구비요소를 필요성(necessary), 검증가능성(verifiable), 달성가능성(attainable)으로 식별하였

고, 합참의 소요기획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력소요서 구비요소들과 

전력소요서 구성항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전력소요서 구성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합참 소요기획 업무담당자들의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낮은 

중요도로 인식된 전력소요서 구성항목들이 전력소요서 구비요소 중 검증가능성 및 달성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검증가능성과 달성가능성이 미흡한 전력소요서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개선방안으로 장기전력 소요에 

대한 분석평가 의무화 및 중·장기 소요의 분석중점 차별화, 중기전력 소요제기서에 과학적·정량

적 분석평가 결과 첨부, 소요수정 전력에 대한 분석평가 기준 재정립, 국방부와 합참 간 분석평가 

협업체계 강화, 분석평가 결과 적용 수준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합참의 무기체계 

소요결정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 무기체계 소요기획, 전력소요서, 분석평가,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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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The plan is nothing, planning is everything.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나, 기
획은 모든 것에 대비할 수 있다)” 이 말은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자 1949년 유럽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가 한 말이다. 모든 일에 특히, 전쟁에 대비한 계획(plans)들은 전
쟁이 시작되면 최초 계획수립시 생각했던 상황들의 변화로 인해 처음 계획대로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때 이러한 계획들을 상황에 맞게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기획(planning)이다. 무기체계 소요기획을 추진하면서 검토된 다양한 의견과 고
민들이 야전에 전력화된 전투수행시스템, 무기체계에 반영되어 있고 이러한 무기체계들은 
다양한 전장상황에서 전투원들이 유기적으로 적응하며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다. 이처럼 효과적인 무기체계는 잘 짜여진 군사전략이나 탁월한 리더쉽 등의 전쟁 요소보
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1)

무기체계 소요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軍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
는 것으로 이는 군사위협을 평가하여 우리가 보유한 능력 대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어떤 성능의 무기체계가 언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가 실시하는 소요결정에는 무기체계 소요결정 문서인 전력소요서3)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력소요서는 무기체계 전력증강 과정에서 작성되는 다양한 문서들 중 가장 중요한 기준점
이 되는 문서로써 소요기획의 중간 결실이자4) 무기체계 획득에 있어 첫 단추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이후의 모든 후속작업 영역인 획득 및 운영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서이
다.5)

무기체계 소요기획의 발전과 혁신 없이는 효율적인 무기체계 전력증강이 어렵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소요기획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급
변하는 사회발전 추세, 일부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사례 등에 기초하여 소요기획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 정작 소요기획의 요체이자 소요결정 문서인 전력소요서
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전력소요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소요

1) 맥스부트.『Made in War(전쟁이 만든 신세계)』(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p. 33.

2) 김선영 외. “효율적인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체계 소요기획체계 혁신방안 연구.”『한국방위산업학회지』제25권 제3
호 (2018), p. 84.

3) 전력소요서는 소요결정기관이 소요를 결정하는 문서이다. [국방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022), p.8.], 통상 
합동참모회의 의결을 통해 소요가 결정되기 전에는 전력소요서(안)으로 불리운다.

4) 소요기획의 최종 결실은 야전에 전력화되는 각각의 무기체계이다.

5) 김종하. “소요기획의 중요성, 원칙 및 기준.” 『군사논단』제56호(2008),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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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합참 중심의 업무이고, 또 합참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소규모의 한정된 
인원이며, 전력소요서 대부분의 내용이 보안을 요구하는 비밀문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요기획의 핵심인 전력소요서와 전력소요서 작성실태에 대해 
확인하고 전력소요서의 완전성(completeness)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와 국방부 관련 훈령을 고찰하여 전력소요서가 갖추어야 할 구비
요소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확인된 전력소요서 구비요소가 현재 공통적으로 사용중인 전력
소요서 구성항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한다. 그 이후 합참 소요기획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력소요서 구성항목들이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작성되고 있는지 분석한
다. 최종적으로 분석결과를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연구는 합참에서 직접 소요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리군 
소요기획(소요결정)의 현 주소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과 그 가치가 있다. 연구
에서 도출된 분석결과와 개선방안은 합리적인 소요결정을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Ⅱ.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와 전력소요서 관련 고찰

1. 소요기획과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가. 소요기획

무기체계 전력증강은 [그림 1]과 같이 소요기획으로부터 시작한다. 소요기획이란 예상 위
협을 분석하여 국방목표를 설정하고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수립하며, 군사력 소요를 제기
하고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건설, 유지하기 위한 제반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다.6)

[그림 1] 무기체계 전력증강 절차

소요기획

국방정책·군사전략 ⇨ 합동개념, 각 군 작전개념 발전

소요제기(소요군)

소요결정(합참)

획득 연구개발 또는 구매(방사청)

운영유지 전력화(소요군)

출처 : 국방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022), pp. 190-192.

6) 국방대학교.『합동전력기획Ⅰ』(충남 논산, 2015),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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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획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상되는 위협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과 전력구조를 발전시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 소요를 결
정하는 제반 과정이라 할 수 있다.7) 소요기획의 정의에서 언급되는 군사력 소요는 주로 전
장에서 군사전략을 구현하는데 요구되는 무기체계를 의미한다. 성공적인 소요기획을 위해서
는 위협분석,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수립, 작전개념 구상 등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기체계 소요가 제대로 도출되어야 한다. 무기체계 소요기획은 통상 각 군 
및 기관의 소요제기, 합참의 전력소요서(안) 작성,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8), 합동전략회의 
및 합동참모회의 의결을 통한 소요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나.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분석평가는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적합한 정보를 
창출, 조직,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의미한다.9) 또한, 국방과학기술용
어사전에서는 사업을 기획,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목표의 달성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제 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의사결정권자 또는 각종 심의 및 의결 기구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좌하
는 기획관리 제도상의 한 기능으로 설명한다.10) 

분석평가는 <표 1>과 같이 방위력개선사업 단계별로 실시되는데 분석평가 단계는 무기체
계 사업의 소요결정과 전력화 시점에 따라 구분된다.11)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전에 실시하는 
분석평가는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이고 소요결정 이후부터 전력화 이전까지의 획득단계에
서 실시하는 것이 획득단계 분석평가, 무기체계 전력화 이후 실시하는 것은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이다.

7) 서길원 외.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한국군 소요기획체계 개선방안.”『한국방위산업학회지』제21권 제4호 (2014), p. 
134.

8) 방위력개선사업 분석평가 중 소요기확단계 분석평가는 소요결정 과정에서 소요결정의 내실화를 위해 합참 전력
기획부에서 합참 분석실험실로 의뢰하여 실시한다. 합참 분석실험실은 전력소요서(안)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
하며 분석평가 결과는 전력소요서(안)에 반영 및 첨부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 합동전략회의, 합동참모회의 심의
를 진행한다. [국방부.『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2022), pp. 40-41.]

9) 강인호 외.『방위력개선분야 분석평가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정립』(서울: KIDA, 2015), p. 24.

10) 국방기술품질원.『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2017)

11) 김태호. “국방개혁 2.0을 선도하기 위한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체계 발전방안.”『합참지』제79호(2019),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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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방위력개선사업 단계별 분석평가 구분

구 분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획득단계 분석평가

(계획, 예산, 집행)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

시 기 소요결정과정에서 실시
사업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시
무기체계 초도배치 후 실시

분석기관 합참 국방부(방사청) 소요군, 합참

주요분석평가 전력소요분석
선행연구, 사업타당성 조사, 

집행분석 등

전력화 평가,

전력운영분석

출처 : 김태호. “국방개혁 2.0을 선도하기 위한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체계 발전방안.”『합참지』제79호 (2019) p. 32.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상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소요결정 과정에서 소요의 타당성, 합
리성, 정책부합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소요결정의 내실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12) 이와 유사하게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하 전력업무훈령)에는 소요기획단계 분석
평가를 소요결정되는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타당성, 합리성, 정책부합성 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소요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한다.13)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합참 분석실
험실에서 실시하는데 이때 주요 분석평가 내용은 합참 전력기획부로부터 접수된 전력소요서
(안)에 대한 분석평가와 합동군사전략기획을 위한 분석평가이다.14)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
면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의 역할은 신규(장기 및 중기), 중기전환, 소요수정 전력 등에 대
한 소요결정 및 수정을 위해 작성된 전력소요서(안)의 타당성, 합리성 등을 합동군사전략기
획 차원에서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인 소요결정 및 수정을 지원하는 것이라 하겠다.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대상은 ① 중기신규소요, 중기전환소요 또는 긴급소요, ② 기존 
결정된 전력소요 중 작전운용성능, 소요량 등의 수정을 위해 제기된 소요, ③ 기존에 유보 
또는 삭제된 후 다시 제기된 소요, ④ 그 밖에 합참이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소요이
다.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대상에서 장기신규소요가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장기신
규소요는 합참 전력기획부에서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요청하여 실시되고 
있다.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요소는 <표 2>와 같이 10개 요소이고, 소요제기된 무기체계의 특
성과 분석 가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분석평가가 필요한 핵심 요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
다.

12) 국방부.『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2022), p. 40.

13) 국방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022), p. 20.

14) 국방부.『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2022),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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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요소

① 전력의 필요성

③ 소요기준 및 소요량의 적정성

⑤ 전력화시기의 적절성

⑦ 비투자 개선방안 (필요시)

⑨ 개략적인 비용추정 및 비용절감방안

② 운영개념 및 편성의 타당성

④ 작전운용성능의 적합성

⑥ 전력화지원요소의 적절성

⑧ 작전효과분석 (필요시 비용 대 효과분석)

⑩ 기술검토, 의뢰기관의 사전분석 결과 등

출처 : 국방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022) p. 20.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합참 전력기획부의 요청으로 개시되는데, 합참 전력기획부는 분
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소요에 대해 합동전략실무회의 개최 3개월 전까지 합참 분석실
험실로 분석평가를 의뢰하고 합참 분석실험실은 합동전략실무회의 개최 2주 전까지 분석평
가 결과를 국방부, 합찹 전력기획부 등에 보고 및 통보한다.15)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무
기체계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가 결정되기 전에 실시하는 분석평가로 소요결
정 전에 합동성 차원에서 무기체계 소요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소요가 중복되거나 합동전
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요결정을 유보 또는 재검토하도록 조언할 수 있다. 또한 
M&S 등의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전력화에 따른 작전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요
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2. 전력소요서 구성과 구비요소

가. 전력소요서 구성

전력소요서는 국방목표, 군사전략, 작전계획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무기체계에 
대해 필요성, 운영개념, 작전운용성능 등을 기술한 문서로 합참 전력기획부에서 무기체계 
소요결정을 위해 작성한다. 전력소요서의 구성항목은 <표 3>과 같다.

<표 3>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15) 국방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022), pp. 20-21.

구분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1 제목 : 전력명

2 개요 : 형상, 주요성능, 제원 및 추진경위

3 필요성 : 위협요소, 대응방안, 기대효과, 합동성과 통합성 차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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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방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022) pp. 16-19.

전력소요서의 구성항목 중 무기체계 소요를 설명하는데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전력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편성,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등이고 이는 <표 
2>의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요소 중 앞부분의 5개 요소와 일맥상통한다. ‘전력의 필요성’
은 적 위협, 아군 대응능력, 관련 무기체계 발전추세 등을 제시하면서 무기체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항목으로 통상 적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전력소요서가 요구하는 무기체계
로 아군 능력을 보강해야 하고 이는 관련 무기체계 발전추세와 견주어도 부합하다는 방식으
로 논리를 전개한다. 운영개념 및 편성은 무기체계가 야전부대에 전력화될 경우 전·평시 또
는 작전형태별로 운영하는 방법과 편성 제대를 설명하는 항목으로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어
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기술한다.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은 무기체계가 야전에 
배치될 시기와 배치 부대 및 수량을 제시하는 것으로 운영개념 및 편성에서 설명한 내용과 
조화를 이루어 작성된다. 작전운용성능은 무기체계의 운영개념을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수치화 또는 서술화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소요결정 이후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하
거나 구매할 때, 그리고 시험평가 할 때 기준이 되는 항목이다. 전력의 필요성부터 작전운용
성능까지의 항목은 요구하는 전력소요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별항목뿐만 아니라 전체항목을 연계하여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
하다.

나. 전력소요서 구비요소

전력업무훈령 제18조는 전력소요서 작성시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전력소요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진화적 획득전략을 우

구분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4 운영개념 및 편성

5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6 작전운용성능 : 주요 성능,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보안대책

7 신뢰성 확보방안 : RAM 잠정목표값 기술

8 전력화지원요소 : 전투발전지원요소, 통합체계지원요소

9 부대기획 : 부대 증·창설계획, 부대편성(안), 소요병력 및 충원방안

10 과학적 분석 및 검증결과 : 비용대효과분석 등 분석평가 결과 첨부

11 관련 기관·부서 검토 결과

12 결론 및 건의

13 소요제기·전력소요서(안) 작성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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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전력소요서에는 작전운용성능을 개략적으로 기술하
고, 중기전력소요서에는 작전운용성능을 구체화하여 기술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전력소요
서는 주장비와 기본부속장비, 구성장비, 소프트웨어, 정비·훈련 장비, 탄약 및 사용탄약 운
영시설 등을 일괄 포함하여 패키지로 작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기전력소요서 작성 시
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요결정을 위해 작전효과분석 결과와 개략적인 비용추정 결과 
및 비용절감방안, 합동 및 전투실험, 특정연구 결과 등 소요결정 과정의 분석평가 결과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전력소요서(안)에는 필요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16) 전
력업무훈령에서 강조한 전력소요서 작성원칙을 정리하면 ①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적용을 통
한 무기체계의 최신 성능 보장, ② 주장비와 각종 보조장비의 패키지 전력화를 통한 무기체
계 전력 발휘 완전성 보장, ③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요결정을 위한 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이다.

김종하(2008)는 “좋은 소요는 원칙적으로 ‘필요하고'(necessary), '검증가능하고’(verifiable), 
그리고 ‘달성가능한’(attainable) 무엇인가를 진술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각각의 요소에 대해 
<표 4>와 같이 설명하였다.

<표 4> 좋은 소요의 구비요소

요소 설명

필요성
절대적으로 필요해야 함을 의미, 요구하는 소요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

검증가능성
검사, 분석, 시연, 시뮬레이션, 시험 등의 검증 도구들로 소요의 필요성이 정량화되고 측

정 가능해야 함

달성가능성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예산, 일정 등 기타 조건 등을 만족하여 전력화가 가능해야 함

출처 : 김종하. “소요기획의 중요성, 원칙 및 기준.”『군사논단』제56호(2008) pp. 141-152.

전력업무훈령의 전력소요서 작성원칙과 김종하(2008)의 좋은 소요의 구비요소는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훈령에서 강조한 진화적 획득을 통한 무기체계의 최신 성능 보장은 
소요의 필요성에서 제기되는 부족한 아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김종하
(2008)의 좋은 소요가 갖추어야 할 ‘필요성’ 요소는 전력소요서 작성의 첫 번째 원칙인 진화
적 획득을 통한 최신 성능 보장으로 한층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전력업무훈령은 또한 전력
소요서 작성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요결정을 강조하고 있어 이는 김종하(2008)의 ‘검증
가능성’ 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훈령에는 무기체계 전력 발휘의 완전성을 

16) 국방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02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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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기 위한 주장비와 보조장비의 패키지 전력화를 강조하는데 이는 야전부대가 전투수행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를 전력화한다는 의미에서 김종하(2008)가 주장
한 좋은 소요의 구비요소인 ‘달성가능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전력업무훈령의 전력소요
서 작성원칙과 김종하(2008)의 좋은 소요의 구비요소를 비교한 결과, 김종하(2008)가 주장
한 ‘필요성’, ‘검증가능성’, ‘달성가능성’ 요소를 갖춘 전력소요서는 전력업무훈령의 작성원
칙을 잘 준수한 문서가 될 수 있다.

3. 소요기획 관련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전력소요서 완전성을 제고하여 군 소요기획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기
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소요기획 업무는 다양한 기관이 장기간 참여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업무이다. 이에 따라 소요기획을 잘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연구자의 관심분야와 
관점에 따라 수행되어왔다.

먼저 김종하(2008)는 소요기획의 관리적·전문적 중요성과 좋은 소요의 원칙과 기준을 제
시하였다. 소요기획의 핵심은 시간 소모적인 관리적·전문적 차원의 문제를 잘 다루는 것으
로 설명하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좋은 소요는 끈기와 인내, 숙고, 그리고 수많은 검토 및 토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요기
획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 김종하(2008)17)는 한국군이 소요기획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제시한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합
참의 합동전투발전체계의 토대로 작용하는 전략기반 문서체계의 명확한 정립, 합참 차원의 
합동분석능력 강화를 통한 합동분석체계 제도화, 다양한 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과 임무의 
우선순위 명확화, 능력기반기획에 필요한 개념발전과 이해를 위한 인식론적 기반 조성, 국
내외 기술 준비태세 수준을 알려주는 기반체계 구축, 능력기반기획을 뒷받침하는 정교한 기
술관리도구 및 방법 도입, ADD 및 방산업체의 국방연구개발 능력기반 강화이다. 

서길원, 유진영, 홍성표(2014)18)의 연구에서는 우리 군이 합동성 및 합동작전 능력강화를 
위해 도입한 합동전투발전체계가 소요기획체계에 잘 융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능력기반 소요기획체계의 조기 정립을 위한 

17) 김종하. “한국군 합리적 소요기획을 위한 방안.”『국방정책연구』제24권 제2호 (2008), pp. 170-192.

18) 서길원 외.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한국군 소요기획체계 개선방안.”『한국방위산업학회』제21권 제4호(2014), p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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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지휘부의 리더쉽 발휘, 합동개념에 의한 하향식 및 재정 강조 중심의 소요기획 방법론 
구체화를 통한 합동성 강화, 합동작전개념을 수립하는 합동전투발전 과정과 직접 연계된 능
력통합중심의 소요기획체계 작동의 필요성, 능력기반 소요기획 방법론 적용과 획득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최초능력서(ICD)의 도입 등이다.

김흥빈(2015)19)은 무기체계 소요기획 과정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영향요인
을 도출하기 위해 무기체계 필요성 입증, 편성 및 운영개념 설정 등의 소요문서의 5개 항목
을 선택한 후 선택된 5개 항목의 하위 요인들 가운데 24개 요인을 소요기획 과정의 영향요
인으로 확정하였다.

천종웅, 정석재(2019)20)는 과학기술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요견인형 방법과 
기술주도형 무기체계 소요기획방법의 조화가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소요기획 단
계에서부터 ADD 및 개발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혁신적인 드론봇 체계와 같은 소요
의 무기체계 개발로 연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 소요군/합참/국방부에 과학기술 참모조직 보
강 및 외부전문가 그룹과의 협업, 방산업체 자체적으로 개발 또는 성능개량한 무기체계의 
도입을 위한 개방형 프로세스 채택 등을 제시하였다. 

김용삼(2018)21)은 소요기획 및 획득과 관련된 기관별 이해관계에 따라 무기체계 획득이 
지연되고 각종 비용이 증가하며 궁극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약화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
하고 몇 가지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들은 기술적 비대칭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경우 현재의 소요기획 시스템을 적용한 기술개발의 리드타임 보장, 산·학·
연이 보유한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경우 ‘중기소요(F+3~F+7년)’로 
기획하되, 국내 기술력의 한계는 보완하여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여건 조성(개념혁신형 
fast-track : 소요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 4차 산업혁명을 선도
하기 위해 도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군이 전투실험과 시험평가를 반복하면서 
탐험적·진화적으로 무기체계 획득(기술혁신형 fast-track : 기술이 소요를 선도하는 방식) 
등 소요기획 및 획득 track을 3가지 유형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요기획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소요기획 업무의 정책적 발전방향과 큰 틀을 재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였다. 물론 김종하(2008)는 좋은 무기체계 소요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

19) 김흥빈. “군사전략 구현 위한 무기체계 소요기획 영향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국가전략』제21권 제4호 (2015), 
pp. 207-243.

20) 천종웅 외. “시대 변화에 따른 한국군 무기체계 소요기획 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수요견인 / 기
술주도 이론을 중심으로.”『전략연구』제26권 제3호 (2019), pp. 37-57.

21) 김용삼. “한국군의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획득 시스템 혁신 방향 : 소요기획의 유연성합리성, 획득의 적시성 제
고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전략연구』제25권 제3호 (2018), pp. 10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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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김흥빈(2015)은 소요기획의 영향요인을 소요문서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김종하(2008)는 좋은 소요의 원칙과 기준을 현재 사용중인 소요문서와 연결하지 못
하였고 김흥빈(2015)의 연구는 소요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
웠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소요기획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론적 접근에 치중하기보
다 소요기획의 핵심인 전력소요서 자체와 작성실태에 대해 실제 전력소요서를 직접 작성하
고 검토하는 인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및 관련 훈령
을 바탕으로 하면서 현 소요기획 일선의 시각을 반영하여 우리군 소요기획의 실질적인 단면
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력소요서 구비요소들이 전력소요서에 잘 표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합참에서 전력소요서를 직접 작성하는 인원들과 작성된 초안을 검토하는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인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 등에 직접 참여한 인원은 약 40
명으로 이는 합참에서 전력소요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실무자 약 70여명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2. 연구절차

연구는 4단계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관련 문헌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전력소요서 구비요
소에 대한 도출이다. 전력업무훈령과 김종하(2008)의 연구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전
력소요서는 ‘필요성’, ‘검증가능성’, ‘달성가능성’의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확인
하였다. 두 번째는 전력소요서 구비요소와 전력소요서 항목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전력소요서 구비요소들이 전력소요서 구성항목의 어느 부분에 가장 잘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기획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는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중요도에 대한 소요기획 업무담당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 여기
에서는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인 AHP22) 기법을 적용하여 전력소요서 구성항목의 중요도를 

22)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은 Saaty(1977)에 의해 개발되었고, Harker(1989)는 AHP를 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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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 단계 연구결과들을 고찰하여 전력소요서 작성의 현실태를 진단
하고 실제 소요기획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Ⅳ. 분석결과

1. 전력소요서 구비요소와 전력소요서 구성항목과의 관련성

합참에서 무기체계 소요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21. 8. 23. ~ 25.까지 
설문을 실시하여 전력소요서 구비요소와 구성항목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설문대상은 전
력소요서를 직접 작성하는 합참 전력기획부 소속 인원 16명과 전력소요서(안)을 검토하는 
합참 분석실험실 소속 인원 14명이다. 전력소요서 구비요소 ‘필요성’, ‘검증가능성’, ‘달성가
능성’ 3가지 요소 각각에 대해 전력소요서 구성항목인 1. 전력의 필요성, 2. 운영개념 및 
편성, 3.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4. 작전운용성능이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완전순위절
차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완전순위절차란 k개의 응답 항목들에 대해 1부터 k의 
순위로 응답하는 것이다. 우선순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우선순위의 점수를 구간 
척도로 간주하여 1순위는 4점, 2순위는 3점, 3순위는 2점, 4순위는 1점을 부여하였다.

먼저, 설문대상의 소속이 합참 전력기획부와 분석실험실로 상이하여 이로 인한 의견 차이
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전력소요서 ‘검증가능성’ 구비요소의 낮은 순위에서 일부 
미묘한 차이가 있었을 뿐 대부분의 결과는 일치하였다. 이는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고 검
토하는 인원들이 전력소요서 구비요소와 구성항목 간의 관련성에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
음을 의미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는 전력소요서 ‘필요성’ 구비요소와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간의 관련성 우선순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것이다. 순위평균법으로 분석한 결과 전력소요서 ‘필요성’ 
구비요소에 대해서는 전력의 필요성 항목이 평균 4.00, 표준편차 0.00으로 확인되어 소요
기획 업무담당자들 사이에서 ‘필요성’ 구비요소가 전력소요서 전력의 필요성 항목과 가장 
관련되어 있음에 이견이 없었다. 이어서 운영개념 및 편성 항목(평균 2.90), 작전운용성능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지원방법론(Decision-Aiding Methodology)
이라 하였다. Saaty(1987) 역시 AHP를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의 문제를 표현하고, 대안에 
대한 중요도(Priority)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층 혹은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는 다기준 의사결정모델(Multi-
Criteria Decision Model)이라 정의하였다. 특히, AHP는 공통의 목적(Common Goal) 혹인 기준(Criteria)
에 대하여 대상(Objects)들을 짝(Pair) 지워서 비교함으로써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특징이 있다. [김단비 
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국방획득제도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국방연구』제63권 제4호 (2020),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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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평균 2.03),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항목(평균 1.07) 순이었다.

<표 5> 전력소요서 ‘필요성’ 구비요소와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간 관련성 우선순위

순위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전력

기획부

분석

실험실
전체

전력

기획부

분석

실험실

1 전력의 필요성 4.00 4.00 4.00 0.00 0.00 0.00

2 운영개념 및 편성 2.90 2.88 2.93 0.31 0.34 0.27

3 작전운용성능 2.03 2.06 2.00 0.41 0.44 0.39

4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1.07 1.06 1.07 0.25 0.25 0.27

<표 6>은 전력소요서 ‘검증가능성’ 구비요소와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간의 관련성 우선순
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것이다. 순위평균법으로 분석한 결과 전력소요서의 
‘검증가능성’ 구비요소에 대해서는 작전운용성능 항목의 평균이 3.23으로 가장 높고, 이어
서 운영개념 및 편성 항목(평균 2.67),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항목(평균 2.07), 전력의 필요
성 항목(평균 2.03) 순이었다. 소속기관에 따라 검증가능성의 3순위와 4순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평균 점수가 낮고 또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6> 전력소요서 ‘검증가능성’ 구비요소와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간 관련성 우선순위

순위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전력

기획부

분석

실험실
전체

전력

기획부

분석

실험실

1 작전운용성능 3.23 3.25 3.21 0.90 0.93 0.89

2 운영개념 및 편성 2.67 2.75 2.57 0.92 0.77 1.09

3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07 2.13 2.00 0.91 0.96 0.88

4 전력의 필요성 2.03 1.88 2.21 1.30 1.31 1.31

<표 7>은 전력소요서 ‘달성가능성’ 구비요소와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간의 관련성 우선순
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것이다. 순위평균법으로 분석한 결과 전력소요서의 
‘달성가능성’ 구비요소에 대해서는 작전운용성능 항목의 평균이 3.63으로 가장 높았고, 이
어서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항목(평균 2.57), 운영개념 및 편성(평균 2.20), 전력의 필요성 
항목(평균 1.6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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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력소요서 ‘달성가능성’ 구비요소와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간 관련성 우선순위

순위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전력

기획부

분석

실험실
전체

전력

기획부

분석

실험실

1 작전운용성능 3.63 3.31 4.00 0.72 0.87 0.00

2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57 2.69 2.43 0.90 1.01 0.76

3 운영개념 및 편성 2.20 2.31 2.07 0.76 0.79 0.73

4 전력의 필요성 1.60 1.69 1.50 1.00 1.20 0.76

다음은 순위평균법에 추가하여 응답구성비율로 전력소요서 구비요소와 전력소요서 구성
항목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표 8>은 각각의 구비요소와의 관련성에서 1순위와 2순위로 
선택된 전력소요서 구성항목만을 선택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전력소요서 ‘필요성’ 구비요소
는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중 1순위로 전력의 필요성 항목과 100%의 비율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선택되었다. 그 다음으로 운영개념 및 편성이 2순위로 90%의 비율로 선택되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비율에서도 전력의 필요성과 운영개념 및 편성 항목 순으로 높았
다. 전력소요서 ‘검증가능성’ 구비요소는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중 1순위로 작전운용성능 항
목과 2순위로 운영개념 및 편성 항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비율에서도 작전운용성능과 운영개념 및 편성 항목 순으로 높았다. 전력소요서 ‘달
성가능성’ 구비요소는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중 1순위로 작전운용성능 항목과 2순위로 전력
화시기 및 소요량 항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택되었다.

<표 8> 전력소요서 구비요소와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간 관련성 우선순위 응답비율

구 분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전력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편성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전

력

소

요

서

구

비

요

소

필요성

우선순위 1 2 4 3

1순위 비율 100.00% 0.00% 0.00% 0.00%

2순위 비율 0.00% 90.00% 0.00% 10.00%

소계 100.00% 90.00% 0.00% 10.00%

검증

가능성

우선순위 4 2 3 1

1순위 비율 26.67% 23.33% 0.00% 50.00%

2순위 비율 3.33% 26.67% 43.33% 26.67%

소계 30.00% 50.00% 43.33% 76.67%

달성

가능성

우선순위 4 3 2 1

1순위 비율 10.00% 3.33% 10.00% 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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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요서 구성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력의 필요성 항목은 전력소요서 구비요소 중 
‘필요성’ 요소에만 강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증가능성’과 ‘달성가능성’ 
구비요소와의 관련성 우선순위에서는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운영개념 및 편성의 항목은 ‘필요성’, ‘검증가능성’, ‘달성가능성’ 구비요소와 모두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력소요는 통상 특정된 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아군능력
의 부족함을 보강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때 ‘필요성’ 요소를 설명하는 데에는 무기체계의 운
영개념 즉, 대두된 위협을 요구한 무기체계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다. 운영개념 및 편성 항목은 작전운용성능 항목 다음으로 전력소요서 ‘검증가능성’ 구비요
소와도 밀접한 관련성 있다. 작전운용성능 항목은 전장에서 무기체계의 운영개념을 구현하
기 위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성능을 수치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작전운용성능이 운영개념
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작전운용성능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검증가능성’ 요
소가 운영개념 및 편성 항목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아울러 운영개
념 및 편성 항목은 ‘달성가능성’과도 작전운용성능과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항목 다음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검증가능성’ 요소와의 관련성에서 설명했던 것과 
유사하게 운영개념 및 편성 항목이 ‘달성가능성’ 요소에서도 전력의 필요성, 작전운용성능,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의 전력소요서 구성항목들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작전운용성능 항목은 전력소요서의 ‘검증가능성’과 ‘달성가능성’ 구비요소와 가장 높은 관
련성이 있으며 ‘필요성’ 요소와도 일부 관련성이 있었다. 작전운용성능은 무기체계 획득의 
기준이 되는 요소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설계기준이 된다.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간 전력
소요를 수정하는 경우는 작전운용성능을 수정하거나 또는 작전운용성능에 의해 전력화시기 
등을 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작전운용성능은 전력소요서 내에서 전력의 필요성, 운영개
념 및 편성 등의 항목들에서 설명된 내용들이 함축되어 소요제기된 무기체계가 갖추어야 할 
수 개에서 수십여 개의 성능들로 수치화하여 제시된다. 일부 무기체계는 구현해야 할 성능
을 서술형으로 기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정보체계, M&S 등과 관련된 전력소요에 한정
된다.

구 분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전력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편성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2순위 비율 6.67% 30.00% 53.33% 10.00%

소계 16.67% 33.33% 63.33% 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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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항목은 전력소요서의 ‘달성가능성’ 구비요소와 가장 관련성이 높았
다. 즉시 능력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를 정해진 시기에 결정된 수량만큼 전력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가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항목이 전력소요서의 ‘달성가능성’ 
구비요소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항목은 ‘검증가능성’ 구
비요소와도 일부 관련성이 있었다. [그림 2]는 지금까지 언급한 전력소요서 구비요소와 전력
소요서 구성항목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구비요소별 1 ~ 3 순위로 선택된 전력소요서 
구성항목을 연결하였고 우선순위는 연결선의 두께로 표현하였다.

[그림 2] 전력소요서 구비요소와 구성항목 간 관계

2.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중요도 인식에 대한 AHP 분석결과

가. 전력업무훈령의 전력소요서 작성(안)을 통한 평가항목 선정

전력업무훈령 제21조는 전력소요서를 작성할 때 포함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훈령
에서 명시한 내용은 무기체계 전력소요서 구성항목과 각 항목의 세부내용으로 반영되고 이
는 소요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 중인 내용이다. 이를 참고하여 [그림 
3]과 같이 4개의 대분류 지표와 11개 하위요인으로 계층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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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측정 요인의 계층화 현황

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중요도 인식에 대한 AHP 분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
해 SPSS 24.0을 사용하였고, AHP 분석을 위해 Super Decision 2.10을 사용하였다. 본 
분석결과는 응답자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관성 기준을 C.I.값 0.1 이하로 설정하였고 
총 설문대상자 24명 중 5명을 제외한 19명의 설문을 사용한 결과이다.

AHP 분석에 사용된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이 18명(95%), 여성이 
1명(5%)로 남성이 대부분의 인원을 차지한다. 연령은 30대 2명(10%), 40대 10명(53%), 50
대 이상 7명(37%)로 40대 이후가 대부분이다. 설문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전력소요서(안)을 
직접 작성하는 합참 전력기획부가 10명(53%), 작성된 전력소요서(안)을 분석평가하는 합참 
분석실험실이 9명(47%)으로 각각 절반 수준의 비율을 차지한다.23) 군 직장 경력은 10년 
미만 1명(5%)으로 대부분 10년 이상의 군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방전력 업무 경력은 
1년 미만 4명(21%), 1~2년 5명(26%), 3~5년 4명(21%), 6~9년(21%), 10년 이상 2명
(11%)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23) AHP 설문 응답자의 소속에 따라 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설문 응답자 전체 그룹, 전력기획
부 그룹, 분석실험실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합동참모회의록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전력
소요서가 전력기획부와 분석실험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문서임을 고려할 때, 전체 그룹의 의견이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중요도 인식을 확인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중요도 및 우선순위 결과에 대한 분석은 전체 그룹의 
결과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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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인류통계학적 특성 분석

구 분 세부분류
ci 제거 후(N=19)

응답자(명) 비율(%)

성별
남성 18 94.7

여성 1 5.3

연령

30대 2 10.5

40대 10 52.6

50대 이상 7 36.8

소속기관
합참 전력기획부 10 52.6

합참 분석실험실 9 47.4

직장경력

10년 미만 1 5.3

10~20년 9 47.4

20년 이상 9 47.4

국방전력

업무

경력

1년 미만 4 21.1

1~2년 5 26.3

3~5년 4 21.1

6~9년 4 21.1

10년 이상 2 10.5

다. 대분류 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결과

상위계층 지표 4가지에 대한 일관성 비율(C.R)은 전체 그룹, 전력기획부 그룹, 분석실험
실 그룹 모두 0.1 이하로 확인되었다. 전체 그룹에 대한 대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
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전력의 필요성(60.7%), 운영개념 및 편성(16.1%), 작전운용성능
(15.9%),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7.3%)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력의 필요성이 전력소요서 
대분류 항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중요도가 나머지 3개 항목의 
중요도를 합한 것보다 높아 현재 작성되는 전력소요서는 전력의 필요성 항목 위주로 작성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속 부서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전력의 필요성과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항목은 전체 그룹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운영개념 및 편성과 작전운용
성능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평가는 엇갈렸는데, 전력기획부 그룹은 작전운용성
능을 분석실험실 그룹은 운영개념 및 편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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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대분류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대분류

중요도 (우선순위)

전체

(CR : 0.01419)

전력기획부

(CR : 0.01193)

분석실험실

(CR : 0.0238)

전력의 필요성 0.607 (1) 0.603 (1) 0.604 (1)

운영개념 및 편성 0.161 (2) 0.133 (3) 0.196 (2)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0.073 (4) 0.077 (4) 0.068 (4)

작전운용성능 0.159 (3) 0.187 (2) 0.132 (3)

라. 대분류 지표별 하위요인 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 결과

전력의 필요성 항목의 하위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그룹의 경우 1위
는 적 위협(43.5%), 2위는 아군능력(38.6%), 3위는 무기체계 발전추세(18.0%)이다. 이를 
통해 적 위협과 아군 능력이 전력의 필요성 항목의 주요 하위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소속 부서별로 분석한 결과, 전력기획부는 아군 능력을 분석실험실은 적 위협을 전
력의 필요성 항목에서 더 중요한 하위요인으로 인식하였다.

<표 11> 전력의 필요성 차원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하위요인

중요도 (우선순위)

전체

(CR : 0.00001)

전력기획부

(CR : 0.00005)

분석실험실

(CR : 0.00021)

적 위협 0.435 (1) 0.356 (2) 0.524 (1)

아군 능력 0.386 (2) 0.413 (1) 0.344 (2)

무기체계 발전추세 0.180 (3) 0.231 (3) 0.131 (3)

운영개념 및 편성 항목의 하위요인 간 중요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그룹의 경우 
측정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순위는 운영개념이 83.3%로 편성의 16.7%에 비해 압도적으
로 높았다. 이는 전력소요서 항목 중 운영개념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소속 부서
별 분석결과도 전체 그룹의 분석결과와 다르지 않았으나, 분석실험실이 전력기획부에 비해 
운영개념의 중요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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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운영개념 및 편성 차원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하위요인

중요도 (우선순위)

전체

(CR : 0.00)

전력기획부

(CR : 0.00)

분석실험실

(CR : 0.00)

운영개념 0.833 (1) 0.814 (1) 0.853 (1)

편성 0.167 (2) 0.186 (2) 0.147 (2)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항목의 하위 요인 간 상대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그룹의 경우 전력화시기(48.4%), 소요량(37.6%), 대체무기체계 도태/조정계획(14.0%) 
순으로 나타났다. 무기체계 배치시기를 나타내는 전력화시기가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주
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소속 부서별 분석결과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표 13>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차원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하위요인

중요도 (우선순위)

전체

(CR : 0.00062)

전력기획부

(CR : 0.01494)

분석실험실

(CR : 0.0069)

전력화시기 0.484 (1) 0.441 (1) 0.530 (1)

소요량 0.376 (2) 0.427 (2) 0.323 (2)

대체 무기체계 도태/조정계획 0.140 (3) 0.133 (3) 0.147 (3)

작전운용성능 항목의 하위 요인 간 상대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 결과는 전체 그룹의 경우 
주요성능(67.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23.2%), 보안대
책(9.8%)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작전운용성능에 있어 무기체계가 기본적인 능력을 발휘하
기 위한 주요성능이 가장 중요함을 의미한다. 소속 부서별 분석결과에서도 전체그룹과 유사
한 중요도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

<표 14> 작전운용성능 차원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하위요인

중요도 (우선순위)

전체

(CR : 0.03679)

전력기획부

(CR : 0.02693)

분석실험실

(CR : 0.04957)

주요성능 0.670 (1) 0.652 (1) 0.688 (1)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0.232 (2) 0.235 (2) 0.229 (2)

보안대책 0.098 (3) 0.113 (3) 0.08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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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요인의 종합가중치 및 우선순위 결과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중요도 인식에 대한 하위요인의 종합가중치와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전체 그룹의 경우 적 위협(26.4%), 아군 능력(23.4%), 운영개념(13.4%), 무기체계 발전추세
(10.9%), 주요성능(10.7%) 등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대체무기체계 도태/조정
계획(1.0%), 보안대책(1.6%), 편성(2.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분류 지표 중 전력의 필요성 항목이 다른 대분류 지표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중요도로 인식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소속 부서별 종합가중치 및 우선순위
를 분석한 결과, 전력의 필요성 요인의 하위 요인들이 모두 상위 5위 이내 요인에 포함되는 
등 비교적 공통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업무 프로세스 상 분석실험실은 전력기획부에서 
작성한 전력소요서(안)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상 2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실시하므로 기본적
으로 전력기획부가 작성한 전력소요서(안)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15> 측정 요인의 종합가중치 및 우선순위

상위요인 하위요인
종합가중치 및 우선순위

전 체 전력기획부 분석실험실

전력의 필요성

적 위협 0.264 1 0.214 2 0.317 1

아군 능력 0.234 2 0.249 1 0.208 2

무기체계 

발전추세
0.109 4 0.139 3 0.079 5

운영개념 및 편성
운영개념 0.134 3 0.108 5 0.167 3

편성 0.027 9 0.025 9 0.029 8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전력화시기 0.035 7 0.034 7 0.036 6

소요량 0.028 8 0.033 8 0.022 9

대체무기체계 

도태/조정계획
0.010 11 0.010 11 0.010 11

작전운용성능

주요성능 0.107 5 0.122 4 0.090 4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0.037 6 0.044 6 0.030 7

보안대책 0.016 10 0.021 10 0.011 10

3. 분석결과 고찰 및 문제점

전력소요서가 구비해야 할 요소 중 ‘필요성’ 요소는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중 전력의 필요
성 항목과 가장 관련성이 있었다. 두 번째 구비요소인 ‘검증가능성’ 요소는 작전운용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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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념 및 편성 항목과 관련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달성가능성’ 요소는 작전운용성능,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항목과 관련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력소요서 항목의 중요도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 전력의 필요성 항목이 나머지 운영개념 및 편성, 전력화시기 및 소요
량, 작전운용성능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중요도로 인식되고 있었다.

전력소요서라는 문서의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구성항목 중 전력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전력의 필요성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낮으면 전력소요서가 구비해야 할 요소 중 ‘검증가능성’과 ‘달성가능
성’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검증가능성’(verifiable)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전력소요서 전력의 필요성 항목에서 
주장한 필요성 논리가 객관적인 검증 수단으로 측정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
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몸에 참 좋은 건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라는 어떤 광고문구
에나 통용될 수 있는 비논리적인 요소가 전력소요서에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전력소요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검증가능성’은 말과 글로 필요하다
고 주장된 전력소요를 적정 운영개념과 성능을 가지고 전장환경에서 운용하였을 때 기대되
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얼마나 신뢰성 있게 제시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요소이다. 전력소요
별로 ‘검증가능성’의 제시 수준은 상이할 수 있으나 무기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전
력소요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력소요의 ‘필요성’이 한층 공고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달성가능성’(attainable)은 전력소요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하며 예산, 일정, 기타 
조건 등을 만족하여 전력화가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달성가능성’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
면 전력소요가 소요결정 되더라도 기술적 한계, 예산 및 일정의 제한 등으로 적기 전력화를 
보장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무기체계 사업이 중단되거나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반쪽짜
리 무기체계를 야전에 전력화 시킬 수도 있다.

‘검증가능성’과 ‘달성가능성’이 부족한 전력소요서는 잦은 작전운용성능 수정을 초래하고 

있다. 빈번한 작전운용성능 수정은 행정력 낭비와 전력화시기 지연을 가져오고 개발업체는 

자칫 사업 실패까지 이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다. 최근 10년간 

ROC 수정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표 16>과 같이 대부분이 전력소요서의 운영개념, 작전운

용성능, 전력화시기 등의 항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력소요서가 ‘필요성’ 

위주로 작성되고 ‘검증가능성’과 ‘달성가능성’이 미흡하여 초래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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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최근 10년간 ROC 수정 원인 분석결과

ROC 수정 원인 비율 관련 전력소요서 항목

적 위협 및 아군 능력분석 미흡 5% 전력의 필요성

기술 수준 예측 곤란 40% 작전운용성능, 전력화시기

운영개념 구체화 미흡/변경 14% 운영개념

운영 관련 정책변화 13% 운영개념, 작전운용성능

시험평가결과 9% 작전운용성능, 전력화시기

기타(감사, 소요검증 등의 후속조치) 17% 운영개념, 작전운용성능

출처 : 박태웅 외. “작전운용성능(ROC) 수정의 주요 원인 분석과 관리방안 연구.” (2021 국방경영분석학술대회)

Ⅴ.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분석결과 고찰에 의하면 현재 작성중인 전력소요서는 지나치게 전력의 필요
성 위주로 작성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운영개념 및 편성,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의 항목에서 설명해야 할 전력소요서 구비요소인 ‘검증가능성’과 ‘달성가능성’이 미흡하다. 
이는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후 잦은 사업수정을 초래하여 무기체계 전력화를 지연시키는 주
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전력소요서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
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개선을 통해 전력소요
서의 ‘검증가능성’과 ‘달성가능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전력소요서
(안) 전반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므로 제대로된 분석평가는 전력소요서가 갖추
어야 할 ‘필요성’, ‘검증가능성’, ‘달성가능성’의 구비요소를 탄탄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장기신규 전력에 대한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를 의무화하
고 장기와 중기 전력소요에 대한 분석평가 중점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현 전력업무훈령 상 
장기신규 소요는 합참에서 실시하는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대상전력에서 제외되어 있고 소
요결정 주무부서인 합참 전력기획부에서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에만 
실시된다.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사실상 장기신규 전력은 분석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소요결정이 되고 있으며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방위사업
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진행하는 선행연구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부분이 있
기는 하나, 소요결정 권한이 합참에 있기에 전력의 필요성은 소요결정 시 인정된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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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경향이 강하고 대신 선행연구는 사업추진방법에 대해 집중하여 연구한다. 추후에 중
기전력 소요를 결정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과학적인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가 실시되고 
이때부터 전력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편성,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등이 심층 
검토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미 선행연구 등으로 국가 예산이 사용되었고 또 선행연
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추천되었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는 전력이 아니고서
는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3개월 이내 실시되는 소요기
획단계 분석평가에서 ‘필요성’, ‘검증가능성’, ‘달성가능성’ 등의 모든 구비요소를 꼼꼼히 들
여다보기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장기신규 전력을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동시에 장기신규 전력에 대한 분석평가는 ‘필요성’ 위주로 분석해야 한다. 장기소요서와 중
기소요서의 전력의 필요성 항목은 적 위협, 아군능력, 무기체계 발전추세 등의 내용으로 이
루어지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장기와 중기의 소요서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24) 즉, 장기신
규 전력소요는 합동성 중심의 필요성 위주로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반면 중기 전력소요에 대한 분석평가 시에는 전력소요서의 완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검증가능성’과 ‘달성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소요서 항목 중 운영개념 및 편성,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등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소요제기기관이 작성하는 중기전력 소요제기서에 과학적·정량적 분석평가 결과 
첨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사실 첫 번째 개선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합동성 차원에서 ‘필요
성’이 인정된 전력소요만 장기신규로 소요결정 될 수 있다. 이렇게 ‘필요성’이 인정된 장기
신규 소요는 일정 기간 선행연구 등을 통해 소요의 ‘검증가능성’과 ‘달성가능성’을 충분히 
보완하여 중기소요로 소요제기 될 수 있다. 또한, 합참의 중기소요에 대한 분석평가는 ‘필요
성’ 보다 ‘검증가능성’과 ‘달성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기존 ‘필요성’ 위주의 분
석평가에서 ‘검증가능성’과 ‘달성가능성’ 위주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전력소요서의 기초
가 되는 소요군 소요제기서의 ‘검증가능성’과 ‘달성가능성’ 수준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작전효과분석과 같은 과학적·정량적 분석결과이다. 이를 소요제기기관의 중기
전력 소요제기서에 첨부토록 하면 정량적 작전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소요제기서부터 현재보
다 구체적인 운영개념과 작전요구성능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합참에서 작성하는 전력소요서
의 완전성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장기소요서와 중기소요서 운영개념 항목의 작성 수준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운

24) 신속하게 대비해야 할 적 위협에 대해서는 중기신규나 긴급소요로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 할 수 있다. 통상 장기
신규로 소요결정된 후 중기로 전환되는 전력소요는 적 위협과 아군 대응능력 등의 전력소요서 전력의 필요성 항
목에 기술되는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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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개념은 소요서의 ‘검증가능성’과 ‘달성가능성’ 구비요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또 
‘검증가능성’ 및 ‘달성가능성’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작전운용성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
준이다. 이는 작전운용성능이 운영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성능을 제시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장기소요는 운영개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에 따라 근
거 있는 작전운용성능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과거에는 장기소요서의 작전운용성능
을 작전운용능력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장기소요서와 중기소요서의 운영개념은 큰 차이 없
이 기술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소요서 운영개념은 현재의 작성수준을 유지하되 중기소요서
의 운영개념은 운용요구서(ORD25))의 초안 수준을 목표로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개선방안은 두 번째 개선방안인 중기전력 소요제기서에 과학적·정량적 분석
평가 결과 첨부 의무화가 실시된다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적
이고 합리적인 분석평가 결과를 중기 소요제기서에 첨부하기 위해서는 운영개념이 구체화되
어야 하고 또 구체화된 운영개념에서 도출된 작전운용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한정된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력업무훈령
에 명시된 소요수정 전력에 대한 분석평가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현 전력업무훈령은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 소요량, 전력화시기 등을 수정하기 위해 소요기획
단계 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요수정 전력소요 중 일부는 분석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어 소요수정 전력소요에 대한 분석평가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
다. 소요수정 전력소요 중 무기체계 운영개념, 작전효과 등 군사적 효용성과 직결되는 작전
운용성능 수정은 반드시 분석평가를 실시하되, 소요량 수정 등의 수정은 최초 소요량 대비 
증가되는 수량과 예상 총사업비의 증가 규모를 고려하여 분석평가 대상 전력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26) 아울러 부대편성 조정,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정 등 정책적인 사유로 소
요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분석평가 대상전력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정작 분석평가가 필요한 과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전력소요서의 완전
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전력소요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국방부 및 합참 기획문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방부장관의 지휘결심을 적시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국방부와 합참 간 분석평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전력정책관실에서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획득 업무, 
분석평가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분석평가를 직접 실시하는 부서가 

25) 운용요구서(Operational Requirement Document, ORD)

26) 김태호(2019),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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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지원을 받아 필요한 분야에 대해 분석평가를 간접적으로 실
시하고 있으나 소요기획의 근거문서가 되는 국방부 및 합참의 기획문서에 대한 검토는 실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방 현안에 대해 적시적인 분석평가도 제한된다. 하지만 합참은 분석
실험실을 통해 무기체계 소요결정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현
안에 대한 분석평가도 실시하여 의사결정 시 참고하고 있다. 국방부는 합참의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기능과 합동전투발전체계 상의 합동실험 기능을 활용하여 소요기획 문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전력소요의 기초를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 실시하
지 못하는 국방현안에 대한 분석평가를 합참과 협업하여 진행함으로써 국방부 장관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평가 결과 적용 수준의 강화이다.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결과는 국방전
력업무훈령 상 소요결정 주무부서에서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분석평가 결과를 검토
하고 그에 대한 소요결정 부서의 의견을 전력소요서에 남긴 후 소요결정을 할 수 있다. 여기
에서 문제점은 소요결정 부서에서 남긴 의견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분석평가 결과에서 언급한 문제와 소요결정 부서에서 이해한 문제가 고의로 또는 다른 이유
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소요결정 부서는 문제의 본질을 비켜나간 의견을 전력소요서
에 남기고 자신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소요결정을 할 수 있다. 물론 분석평가 부서에서 전략
회의 등의 회의체에서 하나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제한된 회의 시간 내에 여러 전력
소요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인원에게 설명하기란 현
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분석평가 결과의 적용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여 소
요결정 부서에서 간과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무기체계 소요기획 업무는 우리 군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업무이다27) 모든 
분야에서 본질에 대해 다루는 업무는 항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수행해
야 할 업무이다. 이번 연구는 무기체계 소요기획의 핵심이자 소요결정 문서인 전력소요서를 
중심으로 전력소요서가 갖추어야 할 구비요소, 전력소요서 구성항목과 구비요소 간의 관련
성, 전력소요서 구성항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수준 등을 확인하여 현재 발생되는 무기체계 
소요기획 업무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개선으로 해결하고자 하였
다. 제시된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먼저 전력소요서 구성항목 중 운영개념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이다. 운영개념 구체화는 소요제기기관인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해줄 수 없는 軍 고유의 업무영역이기도 하다. 

27) 합동참모본부.『2020전력업무지침서』(서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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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념 구체화를 시작으로 전력소요서의 구성항목이 충실해 지면 전력소요서의 구비요소
인 ‘검증가능성’과 ‘달성가능성’이 확보되어 한층 완성도 높은 전력소요서가 작성될 것이고 
이는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과 이를 통한 국방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소요결정기관인 합참에서 작성하는 전력소요서에 대해 집중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무기체계 소요기획은 소요결정 전 소요군, 방사청, KIDA, 국기연 등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또 소요기획 전반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전력소요
서는 상위 기획문서에 근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소요결정에 직·간접적으
로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방전략서, 국방정보
판단서, 합동군사전략서 등의 상위기획 문서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소요기획 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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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analysis and evaluation system conducted requirement planning stage. First,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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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ability and attainability of the weapons system requirement documents was l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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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유지활동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PKO전략의 전환적 모델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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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장

유엔은 냉전 이후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평화유지활동 환경 속에서 다양한 분쟁요인들

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PKO의 역할을 구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

장은 2018년 8월,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성공을 저해하는 다양한 도전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화유지군의 완전성을 제고시키고자 8대 핵심분야 45개항의 A4P를 강조했다. 

이어 2021년 3월에는 이러한 A4P 이행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한 이행전략인 A4P 

Plus를 통해 7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한국의 경우 1993년 소말리아 (UNOSOM Ⅱ)에 최초로 유엔 PKO 부대인 상록수부대를 파병

한 이래로 2023년이면 30년이 된다. 현재 한국의 유엔 재정분담률은 회원국 중에서 9위이고, 

병력공여는 참여국 중에서 36위로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유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PKO가 한걸음 발전하고 유엔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째, 다차원적 임무 환경(Multi-dimensional)에서 맞춤형 임무 수행이 가능한 민 · 관 · 군 ·

경 통합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다. 둘째, 신속파병 (Agile Deployment) 능력 구비를 통해 

국제사회에 PKO 참여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한국형 PKO 틈새와 맞춤형 전략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의 밑바탕에는 지속적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지가 전제되어야만 PKO 

발전은 그 추동력을 유지하고 배가할 수 있다. PKO 전략은 국가적 가치와 국민적 컨센스라는 

쌍방향 소통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핵심어: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차원적 임무 환경, 신속파병, 맞춤형 PKO, 틈새전략, 전략적 소통

요 약

국방연구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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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인류와 국제사회는 보편적으로 평화를 지향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행위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작동되면서 그 당위성을 두고, 분쟁과 갈등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냉전 시
기 이후에는 분쟁과 갈등의 행위 주체가 국가에서 변화된 양상을 보이면서 종교, 민족, 정권 
간의 다양한 갈등 요인이 작용해왔고, 기아와 빈곤, 난민 발생, 질병 등 인도적 지원과 인권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Pandemic), 지구 
온난화, 부족한 에너지 자원과 폭발적 인구 증가 등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통 
안보 위협요소들도 등장했다. 국제관계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증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안보 딜레마를 보다 포괄적이고 복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단순
히 정치나 전쟁의 영역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인권과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관점을 포함해 고려하게 되었다.1) 

그 결과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와 제거 그
리고 침략행위나 평화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조
정·해결에 그 목적2)을 두고 활동해왔다. 하지만 냉전 이후, 다양한 갈등 요인과 복잡성 비전
통적 안보위협요인 증가 등의 환경 변화는 유엔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양한 역할 변화를 요
구했다. 예컨데 1948년 당시 신생 조직이었던 유엔이 혁신적 분쟁해결책으로 평화유지임무
단과 고위급 중재단 파견을 통해 기여를 했다. 하지만 75여 년이 지난 지금의 평화유지활동
은 고난도의 임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니셔티브를 망라하며 인류의 삶을 개선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변동의 근본에는 분쟁의 양상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대응
능력을 넘어서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난항
을 극복하고 유엔헌장에 명시된 유엔의 역할을 위해서는 발전 전략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0년 간 유엔 PKO 활동은 전문성과 역량이 한층 개선되었지만, 수많은 도전적 과제가 
쉼 없이 대두된다.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평화유지활동은 급변하는 현장의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포용적인 평화·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요컨
대, 유엔 평화유지 노력은 파견국가가 아닌 현장, 유엔기구 직원이 아닌 현지인 중심이라는 
전환적 인식을 요구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1) 임윤갑. 『국제 분쟁과 평화유지』(서울: 북코리아, 2021) p.353. 

2) 유엔 헌장 제1장 제1조 국제연합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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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PKO가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고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환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PKO 요원은 더욱 전문화되어야 하며,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임무
단을 구성하여 각자의 노력이 통합되고 시너지가 발휘되도록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또
한 지역사회와 전략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단순한 친한화나 홍보 중심에서 탈피
하여, 명확한 전략적 목적을 위해 다각도로 소통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자세가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 2022년 유엔에 가입한 지 31주년이 되었고, 내년이면 최초의 유엔 PKO 부
대인 상록수부대를 1993년 소말리아(UNOSOM Ⅱ)에  파병한 지 30년이 된다. 현재까지 
1만 9천여 명이 PKO에 참여해왔으며,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5개국에서 598명이  활
동하고 있다. 한국 PKO의 가시적인 현주소는 재정 분담률 2.574%3)로 유엔 회원국 중 9위
이며, 병력공여 36위4)이다. 그렇다고 한 세대에 해당하는 PKO 활동 30주년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전환점에서 성찰과 대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안보 상황에서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임무를 수
행하는 한국 PKO의 참여 전략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PKO에 대한 앞선 연구들
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PKO 선도국들 중에서 대표적인 미국, 중
국과 일본의 PKO 전략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국제 안보 환경과 한국 PKO가 직면한 상황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다차원환
경 하에서의 대응전략과 주도권 장악을 위한 신속파병시스템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점점 
다양해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역할 확대를 위한 한국형 PKO 틈새와 맞춤형 전략을 
논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국민들의 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4장에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
는 전략적 소통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변화하는 국제안보 상황 속에서 유엔의 역할 증대와 한국 PKO의 국제적 위상 제고로 
PKO 연구활동 분야도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심화되는 추세다. 한국 PKO 초기 연구는 
1993년부터 유엔 PKO 에 참여함으로써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알아가는 시기였고, 대부
분 파병 유경험자들의 의견 제시나 분쟁과 평화에 관해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의 관심 분야 

3) 외교부, 국제기구국 보도자료(2021. 12. 28).

4) https://peacekeeping.un.org/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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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다뤄졌다. 내용은 당시 비교적 생소했던 유엔과 PKO 의 개념 설명이나 한국과 유엔
과의 관계, 홍보 전략에 머무르는 수준의 성과 위주 개진이 많았고, 연구범위 또한 한국 
PKO 자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후 점차 PKO 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고, 전문가들을 비롯해 연구자의 층이 두터워짐에 
따라 한국 PKO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는 연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조용만 교수의 ‘유엔 PKO 활동 분석과 한국 PKO 의 전략화 실용화 방향’5) 이 있다. 이 연
구는 유엔 통제 하에 시행 중인 PKO 활동에 관한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차후 한국의 PKO
파견을 위한 실용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신화 교수는 ‘평화외교와 안보공공외교로서의 국제평화유지활동 (PKO) 에 관한 고찰’
에서 PKO영역을 국가 외교적 관점에서 가치 있는 공공외교 (Public Diplomacy)의 방법
과 연계시켰다. 이 연구에서 PKO는 단순히 자국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증진에 대한 
공동의 책임 기여를 강조하는 ‘안보 공공외교’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열린 국익’의 관점
에서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한국이 국제 · 지역적 차원에서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는 틈새 외교를 공략하고, 또한 특정 이슈를 발굴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고 가시적인 성과
를 통해 유엔에 어필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강대국이나 개도국들의 유엔 PKO 파병 
추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한국이 보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고성윤 · 부형욱 박사는 ‘신속 파병 시스템 발전 방안 : PKO 활성화 논의와 
신속 파병 시스템 발전방안의 연계’ 에서 신속파병을 위한 정치적, 제도적 조건 모색을 통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을 둔 PKO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변화된 현
재의 PKO 추이에 부합된 다차원 임무 환경하에서의 한국적 PKO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고 과학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여겨진다. 

Ⅱ. 다차원 평화유지활동 환경에서의 주요국의 PKO 전략

냉전체제의 종식은 결과적으로 억제라는 제어수단도 제거함으로써 비국가 요소들의 압박
이 증가하여 폭력과 내전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안보 문제를 보
다 포괄적으로 다루며 유엔의 안전보장 활동 변화를 가속화시켜 평화의 조율자로서 참여 범
위와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즉 과거 전통적 평화유지활동은 군 병력 위

5) 조용만. “유엔 PKO활동분석과 한국 PKO의 전략적 실용화 방향.” 『한국국제정치학회』 제 50권 1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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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대응해 왔지만, 복잡하고 다양화된 새로운 분쟁 양상 속에서 안보리 위임명령은 정치 
안정, 경찰 사법 지원, 인권 보호, 선거 지원, 인도적 지원, 난민 보호, 경제 및 기반시설, 
재건 등으로 확대되었다.6) 이러한 환경에서의 주요국의 PKO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미국의  PKO 전략 : 패권 유지

미국은 기본적으로 유엔 주도하 PKO 활동에서 병력 공여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며, 단지 
재정 분담을 통해 참여하고자 한다. 그래서 변함없이 2020년 ~ 2022년 재정 분담률에서도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표 1>  미국의 유엔 PKO 병력 공여 및 재정 분담률7)

① 유엔 PKO 병력 공여(2021. 12. 31. 기준) ② 유엔 PKO 재정 분담률 2020년~21년)

미국은 병력 공여에 있어 유엔이나 동맹국의 지휘체제 하에 일시적으로 미국 병력을 둘 
수는 있지만, 대규모 중요한 작전에는 미국의 통제 하에 둔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고 있
다. 이것이 제한될 경우에는 NATO 혹은 미국 중심의 임시적 연합체제 하에 미군을 두는 
평화유지활동에만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미국 대통령이 미군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항시 유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은 전형적인 유엔 평화유지활동
은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화유지활동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모
든 비용은 미국이나 참여하는 다국적군이 지불하지만 미국의 국익과 직접 연관되는 분야에

6) UN DPO, Multidimens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Handbook on United Nations (2003).

7) https://peacekeeping.un.org/en/troop-and-police-contributors (검색일 : 2022. 4. 13).
https://peacekeeping.un.org/en/how-we-are-funded (검색일 :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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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개입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8) 
또한, 미군은 첨단전력 중심의 최대 군사대국인데 유엔 PKO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전투병

력 전력 수준이나 지휘통제체계와 강도, 능력 발휘 등을 고려해볼 때 효율적인 연합작전이 
불가하기 때문으로도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PKO정책 방향은 큰 틀에서 그 범위
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일부 차이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의 대통령지시 제 25호9)를 통해 평화유지활동 참여 결정은 체계적이
고 분석적인 방법을 적용하며, PKO 분담금 축소, 다자적 평화유지활동 참여 시 미군에 대
한 지휘 및 통제권 확보와 국민의 지지 도출을 골자로 하는 PKO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9·11테러를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 에 매진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현역 부대가 PKO 에 
파병될 경우 대테러전 준비에 소홀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제평화유지활동 자체에 더더욱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10) 이후 오바마 정권에서는 유엔 PKO 확대 필요성 및 
평화유지군 증강을 통한 역할을 확장시키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루지 못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유엔에서의 미국의 역할 필요성보다는 축소를 주장하였으며, 이는 유엔 
재정 분담금 삭감의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대외정책을 추구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손상된 국제기구들과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2017년 중단되었던 미국의 유엔 인구기금(UNFPA)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정
책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11) 미국의 현 바이든 정부에서는 유엔 이니셔티브에 기초
한 분쟁 방지와 인도적 지원 확대12)를 통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보다 
확대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2. 중국의 PKO 전략 : 미국패권에 대한 도전

중국은 2013년 3월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선출되면서 ‘중국 특색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을 제시했고, 2017년 10월 제 19차 당대회에서는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8) 미국은 1994년 르완다사태의 대량학살이나 아프리카 최대 격전지인 앙골라, 인도네시아에서 의한 독립 저지로 
유발된 동티모르사태에도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았다. 

9) http://www.gwu.edu/~nsarchiv/NSAEBB/NSAEBB53/rw050394.pdf참조.

10) 이신화. “평화외교와 안보공공외교로서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에 관한 고찰.” 『OUGHTOPIA』 34:1(2019), 
p. 18.  

11) 김영준.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 출범 100일의 평가와 시사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Working Paper 
제4호(2021), p. 2.

12) 노인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전략 구상”(2021) 국방일보(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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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중국 夢)’을 언급했다. 2020년까지는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를 건설하고, 2035년
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거쳐 2050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가 등장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구상으로, 35년 간(2014년 ~ 2049년)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경제
벨트를 연결하여 국제무역 합작 확대를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13) 일대일로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 · 외교 · 안보 분야의 국가전략으로 주변국 외교, 다자협력, 자원 외교 등
이 응집된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이 기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탈피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14)

<그림 1>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구 분 경   로 구    상    도

일 대

 중국 → 중앙아시아 →    러시아 

→ 유럽

 중국 → 페르시아 만 →     

서아시아 → 지중해

 중국 → 동남아시아 →     남아시아 

→ 인도양

일 로

 중국 연해 → 남중국해     → 

인도양 → 유럽

 중국 → 남중국해 →       남태평양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PKO 전략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의 일부로 추진되었고, 그 
역할과 기여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과거 중국은 유엔과 PKO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와 책임대국으로서의 정책을 반영하면서 PKO 참여가 
서서히 증가하였다. 중국은 1990년에 처음 유엔 PKO 에 참여했었고, 중동지역에 유엔 휴
전감시기구 (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에 군인 5명을 파견했다.15) 2000년
대 초반부터 중국의 기여도가 급증하기 시작해 PKO 참여병력은 3,000명 이상이 되었으며, 
2015년에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2014년부터는 말리(Mali)에 400명의 파견단을 보냈고, 같
은 해 남수단에는 700여 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13) 육군 교육사령부, “중국의 국가전략 및 국방정책.” 『월간 작전환경분석』 제 19-2호 (2019. 3. 28), p. 32-7.

14) 육군 교육사령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추진평가.” 『월간 작전환경분석』 제 21-6호 (2021. 6. 30), p. 45-11.

15) 이동률, “중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의 목적과 제약.”, 『신안보연구』제180호(2014),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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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이 참여한 PKO 임무단별 인원 ( 2021. 12. 31. 기준)16)

임무단 인 원 지 역 임무단 인 원 지 역

UNMISS 1,031
아프리카

(남수단)
UNISFA 86

아프리카

(아베이)

MINUSMA 413
아프리카

(말리)
MINURSO 10

아프리카

(서부 사하라)

UNIFIL 410
중동

(레바논)
UNFICYP 4

중동

(시프러스)

MONUSCO 218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UNTSO / UNMIS 3 / 1

미주(예루살렘)/아프리

카(수단)

현재도 어느 국가보다 적극적으로 PKO에 참여하고 있고, 재정 분담률도 15. 21%17) 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인력 공여로는  2,235명18) (2021년 12월 31일 기준) 으로 회
원국 중 아홉 번째로 많으며 상임이사국 중에서는 가장 많다. 

<표 3> 중국의 유엔 PKO 병력 공여 추이 (1990년 ~ 2017년)19)

중국 PKO의 특징에서 흥미로운 것은 PKO 활동지역이 아프리카에 78%가 집중되어 있으
며, 그중에서 50% 는 남수단과 아베이 (수단과 남수단 분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일대일로  추진 배경 중 하나인 자원과 에너지 확보 측면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수단은 수단 전체 석유 매장량의 75% 를 보유하고 있고, 아베이는 1만 5백 ㎢의 넓이로 
유전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국영석유회사는 이미 남수단에서 합작회사 지분
의 40% 를 보유하고 있다. 

16) https://peacekeeping.un.org/en/troop-and-police-contributors 에서 중국 PKO 병력 공여 해당 내용
만 표로 재정리 (검색일 : 2022. 4. 10).

17) https://peacekeeping.un.org/en/how-we-are-funded (검색일 : 2022. 4. 13).

18) https://peacekeeping.un.org/en/troop-and-police-contributors (검색일 : 2022. 4. 13).

19) Marc Julienne. “From passiveness to proactivity: China's evolving role in peacekeeping 
operations.”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o. 252(201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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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PKO 전략 : 미일 동맹을 통한 대중국 패권 견제

일본의 유엔 PKO에 대한 정책은 1954년 일본 참의원에서 평화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자
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1990년 걸프전을 계기로 자위
대법 확대해석을 통해 해상자위대를 1991년 4월 걸프해역에 파견했다. 이어 1992년 6월에
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법을 제정하고, 9월에 UNTAC(캄보디아 유엔 과도행정기구, 
UN Transitional Cambodia)에 군 옵서버 8명과 공병부대 600명, 지방 및 정부관료 18
명, 국회 구성위 23명을 파견했다.20) 아베총리는 2013년 12월 외교 · 안보정책에 관한 전
략을 포함한 최상위 문건인「국가 안전보장 전략」을 발표하고, 국제 협조주의에 근거한 ‘적극
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일본 및 아태지역의 평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적극적
으로 기여할 것을 밝힘21)으로써 존재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유엔 PKO 에 적극
적으로 협력하고, PKO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해 왔다. 또한 유엔과
의 외교 강화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 비상임 이사회 의석 확대, 일본의 상임이
사국 진출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추진22)하였다. 2020년 9월에 출범한 스가 정부
는 전임 총리인 아베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입장이다.

일본이 이러한 ‘적극적 평화주의’ 를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국제활동 확대를 위한 법
의 정비를 꼽을 수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군대를 해산했다. 자위대를 1954
년 창설하였지만, 헌법 9조(평화헌법) 를 근거로 1991년까지 유엔 PKO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걸프전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은 일본에 파병에 요청했으나, 인적 파견 
없이 130억 달러의 재정적 지원만 한 것은 ‘얼굴 없는 국제공헌’이라는 국제적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는 곧 일본이 1992년「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협력법(국제평화협력법) 을 제정하
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자위대는 유엔 PKO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또한 유엔 PKO 뿐만 
아니라 다국적군에 의한 활동도 참여할 수 있도록 2015년 9월 「평화안전법제정비법」 및 
「국제평화 공동대처사태시 일본이 실시하는 외국 군대 등에 대한 협력 지원 활동 등에 대한 
법률안」(국제평화지원법)이 제 · 개정되었다.23)

20) https://www.mofa.go.jp/policy/pko/pamph96/02_2.html (검색일 : 2022. 4. 16).

21) 박명희, “일본의 국제 활동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 Vol. 73 (2020), p. 4.

22) 박명희 (2020), p. 5.

23) 박명희 (2020),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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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 해외파병관련법 제 · 개정 과정 24)

헌법 9조

“평화헌법”

(1947년)

⇨ 국제평화협력법 개정

(1992년)
⇨

국제평화지원법

제 · 개정

(2015년)

자위대 구성

(최소한의 군대)

유엔 PKO

파견 가능

다국적군 주도활동

파견 가능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한 일본의 2020년~21년 유엔 PKO 분담금은 8.56%로서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일본 PKO는 지난 기간 모잠비크(ONUMOZ), 
고란고원(UNDOF), 동티모르(UNMIT), 아이티(MINUSTAH), 남수단 (UNMISS)을 포함한 
분쟁지역에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남수단(UNMISS)에 파견된 공병부대는 편성 상에서 특
이한 점이 있다. 당시 필자가 2회에 걸쳐 일본 파병부대를 방문해서 확인한 것은 공병부대 
330명 이외에 주민과의 협조나 법적 조언 등을 위한 민간 관료 10여 명이 혼합 편성되었으
며, 참모 중에는 호주군 장교가 편성되어 있었다. 그 인원은 파병 전 준비단계부터 연합 편
성되어 참여했다고 했다. 그리고 당시 일본 공병부대는 일본의 PKO 참가 5원칙25)중에서 
분쟁이 재발생했으나 병력을 철수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위배되고, 재외국민의 출동 경호 임
무 부여로 일본 내에서 파병 연장을 위해 교대부대를 파병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
되었다. 그러다가 2016년 7월 남수단 수도 주바에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공개
하지 않아 일본 내에서 파병 연장이 기각됨으로써  2017년 5월까지 총 11개진이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철수했다. 

Ⅲ. 한국의 현실과 PKO 선도국 진입 전략

한국은 큰 틀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변화 동향에 부합되면서 30여 년의 PKO 경험
과 성과를 기초로 지속적인 국민 지지 속에서 국제평화에 기여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향후 한국의 PKO는 적어도 현재보다 더 다차원적 국제평화활동 환경에서 역할 확대를 지

24) 일본의 해외파병 관련법 제·개정 과정을 간단하게 도표화하였으며, 다국적군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파견도 일본
의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과정이라 도표에 포함하였다.  

25) 일본의 PKO 참가 5원칙은 ① 정전지역 내 파병 가능 ② 분쟁국의 동의 ③ 중립적인 평화유지군 활동 ④ 분쟁 확
대 시 병력 철수 ⑤ 무력사용은 정당방위에 국한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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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30년간의 성공적인 민사작전 형태의 
PKO 경험을 활용한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임무 수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유엔에서 파병 요구 시 민첩하게 파병(Agile Deployment) 정책을 결정하고
배치하여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신속 파병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효율성에 기초한 한국형 PKO 의 틈새 및 맞춤형 전략을 활용하여 국익 창출과 연계시킴으
로써 국민적 지지 속에 PKO 참여에 대한 추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1. 다차원적 (Multi-dimensional) 환경 : 민 · 관 · 군 · 경 통합시스템 구축

유엔은 다차원적 PKO 환경 변화추이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되었
다. 이에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8년 3월 유엔 평화활동 개선을 위한 안보리 고위급 
논의를 통해 A4P(Action for Peacekeeping Initiative) 를 발표했다. A4P 는 평화유지활
동의 효율성 제고와 국제 분쟁 예방을 위해 추진된 계획으로 PKO 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
고 PKO 사무국을 재조직화해서 더욱 강력하고 안전한 PKO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A4P
의 8대 핵심 분야로는 ① 분쟁의 정치적 해결 ②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 ③ 민간인 보호 임
무 강화 ④ 평화유지 요원의 안전강화 ⑤ 성과와 책임성 강화 ⑥ 평화구축과 지속적인 평화 
⑦ 파트너십 강화 ⑧ 규정 준수를 추진하는 내용이다.26) 다시 말해 A4P는 유엔 PKO의 트
렌드(Trend) 이자 대상 국가에서의 니즈(Needs)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PKO 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
고, PKO 선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군 
주도의 한국 PKO 참여27)를 완전 탈피하고, 민 · 관 · 군 · 경 협력체계가 구축된 가운데 다양
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차근 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첫 단계는 위임명령
을 세분화하여 민 · 관 · 군 · 경이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무 분장이 필요하다. 

26) 김판영. “유엔평화유지작전 운용개념 변화 분석 및 적용방안 연구: 새롭게 발간되는 유엔보병대대 참고교범 분
석을 중심으로.” 『PKO 저널』 제 23권(2021), p. 152.

27) 한국 PKO는 현재까지 군·경찰 이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2022. 4. 15.) 5개국에 군 598명과 남수단에 
경찰 4명이 참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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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민 · 관 · 군 · 경 임무분장 (안)

민 관 군 경

교육지원 선거감독

전 

투 

임 

무

정찰활동 선거경비

보건·의료지원 행정지원 호송 · 경호 공공질서유지

선거관리 재난관리 시설경계작전 난민보호

직업교육 긴급구조 DDR 경찰교육

인권보호 민원관리 대테러 수사지원

정보통신 국민편익증진
비

전

투

임

무

재건 · 복구 범죄예방

민원해소 정보관리 교정능력육성

종교활동지원 군사교육 DDR

환경관리 폭발물처리

지뢰제거

※ 임무단 편성: 위임명령과 임무지역 합동  

평가 결과를 기초로 모듈화

기

타

항공수송

지휘통제지원

예를 들면 민(民)의 경우에는 교육, 의료, 여성·아동보호, 직업교육, 학교 교육, 홍보 등 
전문가 그룹에 의한 분야별 지원이 타당하다. 관(官)의 경우, 보건·공공 등 전반적인 행정 
기반체계 구축, 선거 지원, 예산관리, 국가서비스체계 구축 등을 전담하는 것이다. 군(軍)은 
기존에 수행했던 분야를 기초로 한국군에 특화된 지뢰 제거, 폭발물처리, 호송 및 경계 작
전, 군사정보, 군 능력 확보지원, DDR 등을 수행하고, 경(警)은 사법 집행지원, 경찰조직 
양성, 치안 활동 지원, 수사기법 제공, 인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상호 분리될 경우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 중심으로 통
합되어야만 충분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분쟁지역에서의 민간인에 의한 교육
지원은 군에 의한 안전 확보가 전제되어야 가능하고, 관에 의한 교육시스템 구축이 병행될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에서 각 조직별 통합이 될 수 있어야 하므
로 정부 중심으로 국제평화활동 정책과 공공외교, 교육훈련, 현장지원 등 제반 활동에 대한 
조정 통제를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갖춰져야만 한다. 

주요 국가의 컨터롤타워 기능은 통상 PKO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크게 군 통합형 
PKO센터와 정부기관과 군 중심의 분리형 PKO센터로 구분되어 있다. 군 통합형 PKO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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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체로 국방부, 합참, 육군 예하로 편성되며, 군 통합 PKO센터에서 군 · 경찰 · 민간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각종 훈련, 연구, 정책지원, 교류 협력 등 제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하지만 군 통합형 PKO 센터는 국가 정책을 제외한 교육훈련이나 연구, 인사관리, 대외교
류, 정보관리 등에 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으나, 그 범위내에서 통합하는 임무는 
효과적이다. <표 5>는 군 통합형 PKO센터 운영 사례이다. 

<표 5> 군 통합형 PKO센터 운영

구 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설 립 2002년 2007년 2005년 2000년

소 속 육군 국방부 육군 육군

규 모 20여 명 280여 명 90여 명 40여 명

주 요

기 능

• UN PKO 참가 인원･
부대교육

• 평화 및 분쟁지역 연구 

및 자료축적

• PKO관련 세미나 개최 

및 연구

• 해외파병 계획, 선발,  

통제, 분석 및 평가

• 해외 파병교육 

• 행정 · 군수지원

• PKO자료 · 정보  관리 

및 교류

• UN PKO 참가 인원･
부대교육

• PKO 관련 교리 연구개

발 및 자료 축적, 정보 

교류

• 파병자 교육

(우방국 포함)

• PKO 연구 및 유관

  기관 교류  

반면, 정부 기관과 군 중심의 분리형 PKO센터는 <표 6>과 같이 외교부 예하 또는 정부 
지원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며, 정부차원의 센터(연구 / 정책자문) 와 군 훈련센터(교육 / 훈
련)로 분리하여 운용된다. 이 방법은 광범위하게 정부정책과 PKO 현장 활동에 필수적인 제
반 사항들을 통합할 수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 

<표 6> 정부기관과 군 중심의 분리형 PKO센터 운영

구 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정 부

기 관

CSO

(Conflict and 

Stabilization 

Operations,

분쟁/안정화 작전

START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Unit, 안정화 / 재건

TF)

ACC

(Austrailian Civilian 

Corps, 

호주 민간지원단)

HPC

(Hiroshima 

Peacebuilders Center,

평화구축요원 양성센터)

설 립 2011년 2005년 2009년 2008년

소 속 국무부 외교통상부 외교부 외교부

주 요

기 능

• 안정화, 재건지원 분

야 연구 및 교육

• 분쟁예방 및 분쟁 후 

안정화, 재건지원, 역

량강화

• 분쟁예방, 평화구축, 

민간인 보호 및 안정

화작전 계획 및 지원

• 재난관리 활동 지원

• 재난·분쟁대응을  위한 

민간전문가 파견기구

• 공공지원시설  복구, 정

부기구 능력강화 지원

• 평화구축 분야 인력 양성 

및 연구

• 평화유지활동 참가요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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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PKO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각 정부 부처 중심으로 
분산된  PKO 업무가 아니라 운영 규모와 소요, 활동 영역을 고려하여 평시부터 통합된 조
직 신설이 절실하다. 그러한 조직 예하에 민 · 관 · 군 · 경 가용요소뿐만 아니라 부처 이기주
의를 배제한 가운데  이를 통합해서 국가 차원에서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유엔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능과 
연구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형 PKO센터는 현재 유엔 평화활동국으로부터 공식인증을 받고 연 
2,000여 명의 PKO 참여 인원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를 모
체로 해서 국가급 수준의 민 · 관 · 군 · 경 통합업무를 위한 연구와 정보 · 기획 기능을 보강시
켜 확대 개편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다차원 환경하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있
는 PKO에 참여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일관성있는 정책적 지원, 연구기능 활성화,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한 전략적 우위 달성 등 한국 PKO의 역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될 것이다.  

<표 7> 한국 PKO센터 조직편성 (안)

* 총 37명 센터장 (1)

PKO정책관(1)

기획총괄부(8) 연구개발부(10) 교육훈련부(17)

부 장 부 장 부 장
기획총괄담당 유엔정책분석담당 교육총괄담당
국내협력담당 PKO 교리담당 옵서버과정담당
국제협력담당 사후분석담당 참모과정담당

유관기관협력담당 교류협력담당 다국적 PKO 담당
예산 / 행정담당 지역연구관 (5) 경찰과정담당
정책연구관 (2) 민간교육담당

교육평가담당
교육지원담당
전문교수 (8)

구 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군 훈련

센터

PKSOI

(Peacekeeping & 

Stabilility

Operations 

Institute, 평화유지

안정화 작전센터)

PSTC

(Peace Support 

Training Center,

평화지원훈련센터)

ADFPOTC

(Austrailian Defense 

Force Peace 

Operations Training 

Center, 

평화활동훈련센터)

JPC

(Japan Peacekeeping 

Training & Research 

Center, 평화유지훈련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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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속 파병 (Agile deployment) 시스템 발전

유엔 평화활동국(DPO)은 2019년 5월에 병력 공여국과의 소통을 위해 “현재 및 미래 평화
유지군 · 경찰 요구 능력에 관한 보고서 (Uniformed Capacity Requirements for UN 
Peacekeeping)” 를 발간하였다. 주요 내용은 ‘임무단의 기민성과 융통성 (Agile and 
flexibility) 을 지원하는 부대로 이는 신속전개부대 (Rapid Deployable Units), 군 예비부대
(Force Reserve Companies), 신속대응군 (Quick Reaction Forces) 등과 민간인 보호를 
위해 안전한 환경 제공과 인도적 지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부대를 포함하고 있다.28) 
유엔은 유동적이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임무단 위임명령(Mandate)을 적시에 수행하고 
충실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PKO 조직을 원한다. 위기와 혼란에 처한 국가와 현장에 적시적인 
도움이 제공될 때에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유엔으로부터 PKO 참여 요청을 받고 파병까지 소요되는 시간 즉, 즉응성 
결과는 아래 <표 8> 과 같다. 짧게는 요청 후 18일 만에 파병한 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경
우가 있고, 길게는 남수단(한빛부대) 로 약 20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7회의 유엔 평화유지활
동 부대 파견 시 유엔의 참여 요청으로부터 정부의 참여 결정, 국회 동의를 거쳐 파견하기까
지의 평균 219.4일29)이 소요되었다. 지연된 주원인은 의사결정을 위한 명확한 정책논리의 
부재와 부처별 노력의 통합이 부족한 것이 주 원인이 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회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장시간 소요되었고, 이외에도 국회 동의를 받은 후 이후 준비 기간에도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다.30). 이러한 현상은 곧 유엔에 대한 역할 기여에
도 영향을 주며, 파병 지역선정이나 파병 기간 내내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8> 한국군의 유엔 PKO 파병 소요 기간31)

28) 정장수, “UN PKO 병력공여 발전 방향: PKO 작전환경 변화와 UN 평화활동국 軍능력 소요 중심.” 『대한민국
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선진화 추진』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한국 유엔체제학회 제 15회 PKO 발전 
세미나 (2019. 10. 22.) p. 53. 

29) 김병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한 국익 증진 방안 연구”『군사발전연구』 제 16권 제 1호(2022), p. 82.  

30) 고성윤, 부형욱, “신속 파병을 위한 시스템 발전방안: PKO 활성화 논의와 신속 파병 시스템 발전방안의 연계.”
『국방연구』 제 53권 제 3호(2010), pp. 80-81.  

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1991 - 2016)』(서울 : 군사편찬연구소, 2018), p. 533.   

PKO 참여부대 유엔 요청 파병일 소요 기간

소말리아(상록수부대) 1993. 2. 2. 1993. 7. 13. 161일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단) 1994. 2. 28. 1994. 9. 6. 1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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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력과 국가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유엔으로부터 PKO 참여 요구는 증대되고, 효
율적인 즉응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이를 구현하고자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 국방부의  해외파병업무 훈령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였다. 
상비부대인 전담부대는 1개월 이내 부대를 전개할 수 있도록 국제평화지원단 1,000명 규모
와 1개 공병단 600명을 지정하고, 준비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시부터 파병 관련 훈련
과제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담부대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임무 교대 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 이내에 전개 가능한 1,000명 규모의 예비 지정부대와 수송, 
의무, 보병, 군사경찰 등 기능별 파병 소요에 대비한 2,000명 규모의 다양한 부대를 지정하
여 주기적인 집체교육 등을 통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32) 

<그림 3> 한국군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

합 참

해외파병 상비부대

파병 전담부대 예비 지정부대 별도 지정부대

(1,600여 명) (1,000여 명) (2,000여 명)

① 파병 전담부대 : 특전사 국평단 (1,000명 규모), 2작사 1115공병단 (600명 규모)

② 예비 지정부대 : 특전사 예하 2개 대대 + 해병대 1개 대대 지정･관리 (1,000여 명)

③ 별도 지정부대 : 각 군별 / 병과별 부대 지정 · 관리

이처럼 파병 즉응태세를 위한 한국군의 상시적 해외 파견 시스템은 잘 구축되어있다. 유
엔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과거 상비체제 (UNSAS : UN Stand by Arrangement 

32) 국방부, “제3장 해외파병 상비부대 운영.” 『국군의 해외파병 훈령』(개정 국방부 훈령, 제 2495호, 2020. 12. 24.). 

PKO 참여부대 유엔 요청 파병일 소요 기간

앙골라(공병부대) 1995. 2. 9. 1995. 10. 4. 237일

동티모르(상록수부대) 1999. 9. 16. 1999. 10. 4. 18일

레바논(동명부대) 2006. 8. 10. 2007. 7. 19. 343일

아이티(단비부대) 2010. 1. 19. 2010. 2. 27. 39일

남수단(한빛부대) 2011. 7. 26. 2013. 3. 31. 6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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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와 신속배치수준(RDL : Rapid Deployment Level) 제도를 발전시켜 평화유지 능
력 준비체계 (PCRS : Peacekeeping Capability Readness System)를 적용하고 있다. 이
는 UNSAS 와 RDL을 결합하여 신속한 전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유엔의 평가 및 자문팀
이 참여국을 방문해서 준비상태를 검증 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유엔의 수용 승인 
접수 후 60일 이내에 신속한 전개를 실시한 부대에 대해서는 경비 보전율에 추가하여 25%
의 성과금을 더 지급한다. 이는 신속대응수준을 위한 대기전력의 유지비용 일부를 유엔이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보상의 의미이다. 한국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2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9> 유엔 평화유지 능력 준비체계 (PCRS) 관리 수준33)

참여 수준 주요 내용

1수준
회원국이 파병의사 공식통보와 동시에 유엔의 PCRS 체계에 부대편성 및 

병력 · 장비 자료 입력 후 유엔 부대 창설 능력 계획반으로부터 승인 받은 상태

2수준 1수준 파병 능력에 대해 평가 및 자문단이 방문 확인 후 검증이 된 상태

3수준 2수준 파병 능력에 대해 유엔과 파병국 간 잠정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

신속대응수준

(RDL)
3수준 파병 능력에 대해 파병국이 60일 이내 신속 전개를 약속한 상태

한국군의 신속파병시스템은 유엔에서 요구하는 수준에서 기초적인 수준만 달성된 상태로 
답보하고 있다. 광범위한 부대를 지정하는 것만은 의미가 없다.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여 한
반도 안보 상황과 국제적인 PKO 상황에 부합되도록 현재의 지정부대는 규모를 축소하더라
도 질적인 태세와 교육훈련을 통해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하
여 신속한 파병을 통한 대ㆍ내외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
은 상태에서 긴급한 파병은 한국군이 그동안 쌓은 성과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국민 
지지도를 상실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3. 역할 확대를 위한 한국형 PKO의 틈새와 맞춤형 전략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한국의 유엔 PKO 활동 참여는  국제 무대에
서의 안보 역량 강화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 억제에 기여하고 그 역량을 증대하는 것이다. 
즉, PKO의 적극적 참여는 외교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위상 제고에 기여함은 자명

33) Jean Pierre Lacroix (USG / DPO), Atul Khare (USG / DOS), “Peacekeeping Capability Readness 
      System”, pp. 3 ~ 4. January 2019 (Review data, 1. Jan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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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위협을 고려할 때 경쟁적으로 무한정의 병력이나 재정 기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장점을 살리되 법적인 절차와 향후 기대효과, 지속성 
유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아시아에
서 최초로 개최한 2021년 유엔장관회의 시 한국 정부의 기여 공약은 한국형 PKO 틈새와 
맞춤형 전략의 일환으로 큰 의미가 있다.

<표 10> 유엔 PKO 장관회의 시 제시한 6대 기여 공약

① 유엔 스마트 캠프 건설 ② PKO 임무단 의료·방역역량 강화

③ 아프리카 임무단 헬기자산 공여 ④ 병력 공여국 PKO 훈련·장비지원

⑤ 여성 PKO 요원 역량 강화 ⑥ 경찰 PKO 요원의 추가 파견

첫째, 유엔 스마트캠프사업은 한국의 첨단 IT기술을 유엔 현지 임무단에 접목한 ‘스마트 
캠프’ 모델을 제시하고, 현재 참여 중인 남수단임무단(UNMISS)의 한빛부대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2023년부터는 유엔과 참여국의 협의 하에 유엔
임무단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계획이다. 이는 유엔의 소요와 한국군 스마트 분야 기술의 연계
성 검토를 통해 지능형 통합관리체계와 복합 임무수행 드론 운용, 모바일 업무수행체계, 에
너지 모니터링시스템 등의 14개 기술과제를 발굴해서 접목시킨 것이다. 

둘째, PKO 임무단 의료 · 방역역량 강화이다. 이는 남수단임무단에 의료지원팀을 파견하
여 유엔 PKO요원의 응급처치교육과 초기진료 임무수행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
해 2023년부터 유엔 인증 교육(FMAC)34) 을 수료한 의무지원팀을 파견하고, 2024년 완공 
예정인 에티오티아 의료훈련 센터에 한국 민 · 관 · 군 의료 훈련팀 10여 명을 파견하여 훈련
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것은 대상국들의 요구와 한국의 발전된 의료기술 결합체로서 임무단 
현장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임무단에 헬기자산을 공여하는 것으로 이는 2024년부터 한국군에서 불용처리 예정
인 500MD 정찰헬기를 임무단에 운용국에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국은 케냐,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필리핀 등 희망국을 파악 중이며, 공여 희망국과 양도절차에 의거 정비 및 운용
과 교육 등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넷째, 병력 공여국에 대한 PKO 훈련 · 장비지원은 유엔의 삼각파트너십 (TPP :
Triangular Partnership Project)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공병장비 운용 훈련 및 장비를 지

34) Field Medical Assistance Course로 우간다 소재 유엔 훈련센터에서 개최되는 2주 과정의 응급처치 교관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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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공병장비 훈련센터에서 2022년부터 한국군 교관 
및 조교 20여 명과 한국 장비를 운용하여 중장비 교관 양성과정 등 4개 과정을 통해 효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지뢰 분야는 캄보디아 등 희망국에 양자간 협력을 기초로 지뢰탐지
기 및 방폭장비 등과 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째, 여성 PKO 요원 역량 강화는 2023년 유엔 여군 교육과정(FMOC : Female 
Military Officers Course)을 국방대 PKO 센터에 유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 교육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군에 직면한 여성, 어린이 등의 성폭력 피해와 보호에 대한 제반 문제를 
예방하고 조치하는 것을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제반 훈령과 규정을 보완하
고, 2028년까지는 유엔에서 요구하는 여성 PKO 참여비율 25% 수준으로 한국도 그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인력 풀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대 PKO과정을 중심으로 경찰 PKO 요원 확대와 콩고민주공화국 임무단
을 대상으로 범죄정보관리체계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엔의 다변화된 임무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발전된 정보통신(IT) 기술, 민군
작전 수행능력,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 과학화된 전투장비, 합성전장훈련 프로그램 등
은 한국의 특화된 다양한 능력을 틈새 전략으로 발전시킨다면 전략적 우위 달성에 크게 유
용할 것이다. 

Ⅳ. PKO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제언 :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모든 국가 정책은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 가운데 이뤄져야 지속될 수 있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국 PKO 정책 역시 국민들로 하여금 왜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속에 지지를 받아야 한다. 한국 PKO 참여 30년이 축척되며 그동안의 
경험과 155개국의 주요 PKO 관계자들이 참가한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는 
향후 미래 한국 PKO 추진전략에 큰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주된 추진동력의 증강은 바로 
국가의 판단과 역량, 그리고 국민적 컨센스가 통합되는 전략적 소통에서 출발해야 한다. 

 1. 한국 PKO 의 국가 전략적 가치에 기초한 소통  

한국 PKO의 국가 전략적 가치는 첫째,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평화에 대한 실천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헌법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 헌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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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도 “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
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은 국제 질서 속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어 1950년에는 6 · 25전쟁을 겪은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한국은 세계 10대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유엔에 대한 인적 · 재정적 분야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이와 함께 유엔은 한국에 활발한 PKO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
인 PKO 활동은 과거 우리와 같이 가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들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의 실천 기회가 된다.

둘째, 실리적 측면이다. 모든 국가는 외교 정책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보존하고 국제 관계 
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조셉 나이 (Joseph Nye) 는 공공외교란, 단순히 ‘ 힘 (군사력)
과 돈 (경제력) ’이 아닌 타국과의 소통과 협력 (소프트 파워)을 통한 신뢰구축을 통해 국가의 
매력을 증진시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했다.35) 이런 측면에서 미국, 중국, 일
본 등은 자국의 전략에 기인하여 공공외교정책과 병행한 PKO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따
라서 한국도 유엔 평화정착이라는 대전제 하에 국민적 지지확보를 위해서는 중 ․장기적인 
국가 명분과 실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엔이나 국제관계를 
지나치게 우선 시 한다는 일부 국민적 의견이 증폭되어 PKO 참여의 국가 전략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2. 한국 PKO 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Strategic Communication, SC)

앞서 밝힌 바와 같이 PKO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기 위한 방법은  일
방적인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닌 피드백 과정을 거친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다. 이는 목표가 
명확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PKO 정책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이 필요하고, 기본적
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공감하는 정도에 그
치는 공보 작전 수준을 넘어선 국가전략목표 달성 차원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36)

미 국방부는 9 · 11 이후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2008년 8월 15일 ‘Principles of 

35) 이신화(2019), p. 12.

36) 정삼만. “한국해군의 전략적 커뮤케이션(SC: Strategic Communication) 적용 방안.” 『STRATEGY 21』 통권41호  
Vol. 20, No.1(2017) 의 ‘심리전, 정보작전, 공보작전, SC를 비교한 표’를 참조하여 발췌 · 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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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Communication Guide’ 제하의 지침을 하달하여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9원칙
을 제시37)하였다.

<표 12> 미 국방부의 전략적 소통 9 원칙

① 리더십 (Leadership-driven) :  리더의 명료한 의도와 지침, 전략목표에 맞춘 계획

② 신뢰 (Credible) : SC 주체 측의 말과 행동, 정책과 조치 일치

③ 이해 (Understanding) : 대상계층의 입장 이해 (심층 파악)

④ 대화 (Dialogue) : 쌍방 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 (청취 · 개입 · 상호이해 통한 신뢰구축)

⑤ 광범위 (Pervasive) : 말, 행동, 이미지 모두 메시지 작용, 시·공간 한계 없음 (인터넷)

⑥ 노력의 통합 (Unity of Effort) : 관련 기관 행위자들의 수직 · 수평적 통합 및 공조

⑦ 결과지향 (Result-based) : SC 제반조치가 명확한 최종상태 (End-state) 달성 위해 집중 

⑧ 즉응성 (Responsive) : 신속 · 순발력 있게 상황 변화 / 위기대처 기민성 발휘

⑨ 지속성 (Continuous) : 연구 · 분석, 기획, 시행, 평가 및 피드백 과정 지속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한국 PKO 상황을 접목시켜 PKO 분야에 필수적인 적용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PKO가 국민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얻어 미래 
중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첫째, 리더십 측면에서 그동안 한
국군은 PKO에 대한 자기 만족적인 성과, 혹은 현지 주민들의 호응도 등을 홍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까지도 국가안보전략과 연계한 PKO정책 목표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지
향적인 대응 시나리오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파병 의사결정에 있어 많은 
장애요소에 부딪혀 전개 시기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곧  PKO 참여 초기부터 현장
에 투입한 노력에 비해 유엔이나 주변국으로부터 받는 평가 결과는 기대 이하 수준일 경우
도 있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PKO 참여에만 의의를 두지 말고 목표지향적인 정책적, 제도
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둘째, 신뢰도 측면의 결여다. 즉, PKO 정책을 위한 진행은 국방부·외교부를 중심으로 이

구 분 공보 작전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목 적 호의적인 여론 조성, 지지 획득, 공감
국가이익, 정책, 전략목표 달성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

대 상 아군 주민 / 군 위주 적국, 동맹국, 국제기구 위주

특성/속성 일방적 쌍방향 소통

요소/수단 매스미디어 국가 제요소

관련성 대상 동일 매체 유사
대상 정보 분석, 매체 / 메시지 / 대상 동일 

유사

차이점 진실 근거 / 공개 매체만 활용 국가 전략적 수준 위주 / 진실 근거

<표 11> 공보작전 vs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37) 정삼만 (2017) pp. 304 - 307의 주요 내용을 <표 12>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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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지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준의 정책제시가 미흡하다. 아직까지 각 임무
단별 성과지표에 의한 정량적 분석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는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것은 PKO 참여하고 있는 부대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사안이
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분석과 정성적 평가가 조화를 이루어야 
설득력이 있고 신뢰도는 상승할 수 있다. 셋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 전달도 단순 
홍보에만 그치고 있다.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파병에 관한 설문
이나 PKO 참여자 위주의 소감은 국민의 생각과 입장을 심층 깊게 파악하고 대변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세미나나 토론회 등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쌍방향 소통을 통한 노력이 필요
한 시점이다. 일본의 경우 내각 예하 국제평화협력본부 사무국에서 대중들의 PKO 에 인식
을 높이기 위해 대학 등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어린 학생들을 위한 PKO 관련 연례 행사
나 PKO활동 최신 동영상을 제공하여 PKO 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38)  

넷째, PKO 유관 기관의 수평적, 수직적 노력의 통합이 절실하다. 현재 이러한 형태의 통합
은 계획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직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유관부
처인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SC 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여 
하향식(Top Down) 의사결정 후 현장에서부터 정책 분야의 소재 발굴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 PKO 전략과 정책의 목적 불명확성은 모호한 최종결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동의안 제출에 임박한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효과 또한 미미하다. 부대 교대 
시 파병지역 안전성 평가를 기초로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그룹과 SC 중점 공략 대상을 같이 
편성하여 현장에서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하게 하는 방법 등 과감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한국 PKO는 대상자들의 트렌드와 성향에 부합된 창의적인 소재 발굴과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적극 활용한 전략적 소통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것이 향후 PKO 참여 방향 
결정과 국민적 지지와 관심 속에 강한 추동력이 뒷받침됨으로써 유엔 PKO를 선도할 수 있
는 것이다.

Ⅴ. 결 론

냉전기 평화유지활동은 협의의 안보 개념에서의 역할만 수행하였다. 그러나 탈냉전기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요인에 의한 복잡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분쟁의 갈등요인으로 대두되면서 

38) https://www.cao.go.jp/pko/pko_j/info/other/pdf/leaflet_e2019/08.pdf (검색일 :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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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할동의 역할과 범위 또한 포괄적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유엔은 이러한 다차원적 
환경에 부합된 고효율의 평화유지활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PKO 또한 이에 적
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보전략의 틀 범위 내에서 한반도 안보상황과 국방
개혁을 고려한 전환적인 PKO 전략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UN에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기여를 해 온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나름대로
의 정책 기조 아래 중 ․장기적으로 미래에 대비한 일관성 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은 유엔 이니셔티브에 기초한 분쟁 방지와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공인
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적으
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재정과 병력 공여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PKO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명목 아래 국제활동 범위를 확대하고자 그동안 법률적 정비를 
해왔고, 자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도 최초 PKO에 
참여한 지 30여 년이 된 지금 새로운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PKO 선도국 진입을 위한 발전 전략은 첫째, 유엔의 기대에 부응
하면서 파견 임무단은 국민이 원하는 다차원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
다. 둘째, 최소의 노력과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 파병시스템을 정비
해서 파병 초기부터 전략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군부대 중심의 
PKO 활동 참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민 ․관 ․군 ․경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컨트롤타
워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서 각 기관별 특성과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임무를 
분장하고 이를 통합해서 시너지를 발휘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 PKO의 추진전략은 한반도 안보상황 등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유연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특화된 틈새 및 맞춤형 전략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2021년 유엔 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제시한 기여 공약으로 발굴된 과제와 그 외에 
정보통신 기술, 첨단 과학화된 전력화 장비 운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PKO의 모든 정책과 전략은 모두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만 중 ․장기적
으로 지속적인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미 국방부의 SC 9원칙을 PKO 정책에 접목
시켜 제시했다. 그 적용 방안은 리더십 측면에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PKO활동을 견인하는 것과 신뢰 증진을 위해 정량적 지표에 의한 PKO 효과 분석, 국민에 
대한 설득력 있는 메시지 전달을 위한 쌍방향 소통, 유관기관 통합으로 주기적인 SC 평가에 
기초한 소재 발굴, 전략적 소통 대상 그룹의 PKO 현장 방문 등의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체계가 구비된다면 향후 한국 PKO 는 점차 영향력이 확대되고, 곧 국제 
사회를 주도하는 선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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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United Nations is mapping out roles of PKO to essentially resolve various causes 

of conflicts in complex and diverse Peacekeeping Operations, the UN Secretary General, 

Antonio Guterres emphasized `A4P Declaration` detailing 45 specific commitments across 

8 areas in March 2018,  for enhancing completeness of Peacekeeping Forces. In addition, 

in March 2021, he suggested 7 priorities through A4p+, to fulfill A4P and achieve the 

results.

The next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 deploying its troops to regions for 

the first time : Sangnoksu Unit to UNOSOMⅡ in 1993. Republic of Korea is ranked 

9th in the list of countries by budget contributions and 36th in the list of countris by 

the number of UN peacekeepers. For Republic of Korea to take a step forward and lead 

the United Nations, it needs three considerations. First, it should be equipped with Civil

․ Agency ․Military ․ Police integrated system to conduct Peacekeeping Operations in 

Multidimensional environments. Second, it needs to convey its intent of participation in 

PKO through Agile Deployment. Third, it should move into niche market of PKO to 

expand its roles at international stage. To obtain driving force to develop PKO, it is 

necessary to be supported by whole nation. In conclusion, it needs strategic and 

interactive communication sharing national strategic values of PKO with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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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군은 2018년 임무형지휘를 지휘철학으로 채택하여 모든 지휘활동간 임무형지휘

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임무형지휘의 수준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부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육군의 교리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임무형지휘 측정을 

위한 예비문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육군 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전술관 공유, 권한위임, 상호신뢰, 의사소통, 역량 강화 등 다섯 개의 구성개념으

로 이루어진 총 16문항의 임무형지휘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측정 도구의 통계적 신뢰

도 및 타당도 검증한 결과, 양호한 수준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문항 간 내적 일치도, 동시타당도

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결론 부분에서는 개발 척도가 가지는 이론적･실무적 함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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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독일에서 태동된 임무형지휘는 현재 독일 연방군 뿐만 아니라, 미 육군, 영국, 프랑스, 이
스라엘 등 선진국 군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 모든 지휘 활동간 임무형지
휘가 근간이 되어야 하며, 육군의 모든 구성원이 전･평시 전투준비 및 작전수행, 교육훈련, 
평시 부대활동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 임무형지휘는 하급자가 지휘관의 의도
와 부여된 임무를 기초로 창의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개념에서 시작하여 변화하는 상
황을 주도하게 하는 지휘통제의 접근법으로 정의를 확장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은 “임
무형지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급 지휘관은 예하 지휘관에게 명확한 지
휘관 의도와 과업을 부여하고 가용자원을 제공하며, 예하 지휘관은 상급 지휘관의도와 부여
된 과업에 기초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 육군
은 임무형지휘의 필요성을 전장의 불확실성, 미래 전장환경, 한국적 특성, 그리고 장병 의식
성향과 인간존중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평시에는 육군의 전투력을 발전시키고, 
전시에는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대를 지휘하여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최적의 지휘로 임무형지휘를 강조하고 있다. 임무형지휘의 중요도 인식
한 육군은 2018년 임무형지휘를 육군의 지휘철학으로 채택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한 첨단과학기술 육군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Army TIGER 4.0' 추진계획 
상에서 임무형지휘는 작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휘통제의 핵심 요소
로 명시하고 있다3). 

이러한 임무형지휘가 육군의 문화와 지휘통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
지 임무형지휘의 본질이 반영된 고유의 척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임무
형지휘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임무형지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육군 교리에 명시된 임무형지휘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구자의 시각과 연구목표에 따라 임무형지휘 수준 진단척도가 통일되지 않고 매우 다양하
게 제시되고 연구되었다. 예컨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임무형지휘 측정도구는 그 개념이 
변혁적 리더십이나 임파워먼트와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변혁적 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하위 
요소를 임무형지휘의 구성요소로 활용하였다4)5)6). 또한, 임무형지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1) 육군본부 교육참고. 『임무형지휘』(육군본부, 2019)

2) “임무형지휘는 육군의 지휘철학으로 예하부대에게 의사결정 권한의 위임과 분권화 시행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상
황을 주도하게 하는 지휘통제의 접근법”으로 정의를 변경함(기준교범 6-0 지휘통제, 21.11.30.).

3) 육군본부.『미래 육군의 혁신구상 Army TIGER 4.0』(육군본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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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의 리더십과 응답자의 역량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어서 임무형지휘 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육군의 지휘철학이자 지휘통제의 핵심요소인 임무형지휘의 중요 구성요
소를 반영한 간편하고 타당한 임무형지휘 수준진단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
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임무형지휘와 관련한 개념적 이해 및 최근 논의 동향의 파악하
여, 이론적 논의 뿐만 아니라 교리･교본 상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둘째, 임무형지휘의 단편적 수준이 아닌 임무형지휘의 종합적 수준 진
단을 위해 자가평가, 리더십, 그리고 조직문화의 3가지 측면에서의 접근하였다. 셋째, 임무
형지휘의 효과성 확인하기 위해 임무형지휘와 군인정신, 직무만족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
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신뢰성 있는 임무형지휘 척도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과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임무형지휘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임무형지휘 수준 진
단을 위한 척도 도구풀을 구성하였다. 둘째, 문헌고찰과 효과성 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하여 구성개념을 도출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1차 문항풀에 대한 설문 응답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통계적인 절차로 세부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최종 척도에 대해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셋째, 임무형지휘에 대한 문헌 검토 및 효과성 탐색으로, 문헌검토를 통
해 임무형지휘의 조건, 목적, 혹은 기대 효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척도모형의 검증을 위한 구조적 영향관계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넷
째, 척도 개발 과정에서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임무형지휘 관
련 정책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임무형지휘의 개념

임무형지휘의 기원은 프러시아 장군 샤른호르스트, 그나이제나우, 그리고 클라우제비츠로 

4) 조태명･김성종. “군조직에 있어 임무형지휘가 직무만족에미치는 영향-셀프리더십 매개효과 중심”. 『정책개발연
구』 제15권 제2호(2015).

5) 김문겸･남재걸. “지휘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군 조직에서 임무형지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행정논집』제27권 제1호(2015). 

6) 김문겸. “임무형지휘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정신전력연구』52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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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올라간다7). 프러시아 군대가 프랑스 군대에게 1806년 독일에 위치한 예나-아누어
스테트 전투에 패배함에 따라 프러시아 수뇌부의 장군들은 프러시아의 교리에 대해 심도 깊
은 검토를 시작하였고 1837년 프러시아 군대 야전 복무규율을 개정하였다. 프랑스와의 전
투에서 발견한 주된 교훈은 프랑스 군대는 나폴레옹 의도와 전술의 신속한 의사소통을 통하
여 매우 빠른 작전 템포를 달성하였다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급장교들의 주도권 
행사가 용인되었다는 점이고, 그 결과는 명령에 복종하는 데 익숙했던 프러시안 군대를 당
혹스럽게 만드는 빠른 작전을 실시한 것이었다. 

이러한 발견에 근거하여, 프러시아 군대는 야전 복무규율에 “만일 하달된 명령의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장교는 그 명령을 내린 지휘관의 의도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 
장교들은 그들의 판단에 근거하여 행동할 것으로 기대되며, “망설이는 것보다 결정적 행동
을 취하기 위해 범하는 실수가 더 선호된다.”등의 내용 추가를 통해 엄격한 명령 복종을 요
구하는 육군과 장교단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후,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
면서, 무기체계와 기술의 발달은 분권화된 리더십과 군 조직이 임무형지휘의 원칙을 실질적
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다8). 

독일에서 태동된 임무형지휘는 현재 독일 연방군뿐만 아니라, 미 육군, 영국, 프랑스, 이
스라엘 등 선진국 군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증된 지휘 기법이다9). 독일연방군은 “임
무형지휘는 육군 최고의 지휘원칙으로, 상호신뢰에 기초하고, 군인으로 하여금 부여된 임무
를 완수하려는 의지와 더불어, 임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협력적, 자주적, 창의적 행동
을 수행하고자 하는 각오를 요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美) 육군은 임무형지휘(Mission 
Command) 교리에서 “임무형지휘는 부하에게 상황에 부합되는 결심 및 분권화 작전수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육군의 지휘통제 접근법으로써, 통합지상작전의 육군 작전개념과 주
도권을 확보, 유지, 발휘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지원함”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0). 미 육군은 
성공적인 임무형지휘를 위한 원칙으로 역량(competence), 상호신뢰(mutual trust), 공유
된 이해(shared understanding), 지휘관 의도(commander’s intent), 임무형명령
(mission orders), 절제된 주도권(disciplined initiative), 위험 감수(risk acceptance) 

7) Sharpe Jr, J. D., & Creviston, T. E. (2013). “Understanding mission command.” US Army 
Sustainment 45, No. 2 (2013)

8) Sharpe Jr, J. D., & Creviston, T. E. (2013). “Understanding mission command.” US Army 
Sustainment 45, No. 2 (2013)

9) 육군본부 교육참고. 『임무형지휘』(육군본부, 2019). 

10) U.S. Department of Army Army Doctrine Publication (ADP) 6-0. Mission Command: Command 
and Control of Army Forces. (Washington D.C., 2019). 



임무형지휘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61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은 2018년부터 임무형지휘를 육군의 지휘철학으로 정립하여, 모든 지휘 활

동간 임무형지휘가 근간이 되어야 하며, 육군의 모든 구성원이 전･평시 전투준비 및 작전수
행, 교육훈련, 평시 부대활동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1). 이에 “육군의 지휘철학으
로 예하부대에게 의사결정 권한의 위임과 분권화 시행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상황을 주도하
게 하는 지휘통제의 접근법12)”으로 정의하고 있다. 

육군은 임무형지휘의 필요성은 전장의 본질적 특성, 미래 전장환경, 한국적 특성, 그리고 
장병 의식성향과 인간존중 측면, 그리고 선진국 외국군 추세 측면에서 설명된다13). 첫째, 
평시부터 육군의 모든 구성원들은 상급 지휘관의 지휘의도를 파악하고, 그 범위안에서 창의
적이고 주도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임무형지휘의 숙달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미래 전장환경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기동성 향상으로 인해 점점 더 광역화 되어
가고,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해 짐에 따라 상황판단 및 결심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되어 가
고 있다. 셋째, 한국의 산악지역의 비중이 높은 지형적 전장환경의 특성은 임무형지휘의 필
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넷째, 레니엄 세대로 대변되는 현재 육군의 장병들의 의식성향
과 인간존중 측면에서 임무형지휘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무형지휘의 필요성은 독
일 연방군, 미 육군,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선진국 군대의 추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임무형 지휘는 지휘관이 명확한 의도와 부하의 임무를 제시하고 임무수행 방법은 최대
한 위임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휘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임무형지휘에 관한 국내 주요 연구들은 임무형지휘가 조직과 조직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효
과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왔다. 임무형지휘는 직무만족도14), 조직몰입15), 부하의 주도적 
행동16), 조직유효성17), 조직효과성18), 부대의 사기19)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11) 육군본부 교육참고. 『임무형지휘』(육군본부, 2019). 

12) 육군본부 기준교범. 6-0『지휘통제』(육군본부, 2021). 

13) 육군본부 교육참고. 『임무형지휘』(육군본부, 2019). 

14) 조태명･김성종. “군조직에 있어 임무형지휘가 직무만족에미치는 영향-셀프리더십 매개효과 중심”. 『정책개발
연구』 제15권 제2호(2015).

15) 김문겸･남재걸. “지휘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군 조직에서 임무형지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국행정논집』제27권 제1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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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었다. 이러한 임무형지휘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임무형지휘의 진
단 및 측정이 이뤄지고 있다. 

조태명･김성종(2015)20)은 임무형지휘의 하위 요소를 카리스마 리더십, 의사소통(상향식 
커뮤니케이션), 동기부여(내재적 모티베이션)로 선정하고 이 하위 요소들이 직무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김문겸･남재걸(2015)21)은 임무형지휘의 하위 구성요소로서 
카리스마, 내재적 동기부여, 셀프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김인수･허찬영(2017)22), 
허찬영･김인수(2018)23)는 국방부에서 발간한 임무형지휘 사례집(2016)24)을 근거로 임무
형지휘의 하위 요소를 의사소통, 전술지식 공유, 업무전문성,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황성훈(2018)25)은 임무형지휘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및 조직문화의 매개효과
를 분석에 있어 임무형지휘의 하위 요소를 의사소통, 계획수립, 유능성 신뢰, 자기 결정성으
로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진혁･성영태(2020)26)는 임무형지휘가 사기에 미치는 영
향과 팔로워 특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전문성, 권한 위임, 의사소통을 임무형지휘
의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임무형지휘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춘 국내 선행연구와 달리 해외 연구는 임무형지휘
의 적용과 그 적용 간 나타나는 제약사항에 대한 질적(qualitative)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16) 김인수･허찬영. “軍 조직에 있어서 임무형지휘가 부하의 주도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개
발연구』제20권 제4호(2017).

17) 허찬영･김인수. “임무형지휘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상사-부하 교환관계 (LMX)의 조절효과를 중심으
로”. 『기업경영리뷰』 제8권 제3호(2017).

18) 황성훈. “임무형지휘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군사학연
구』 제15집(2018).

19) 이진혁･성영태. “육군의 임무형지휘가 사기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팔로워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인사행정학회보』 제19권 제2호(2020). 

20) 조태명･김성종. “군조직에 있어 임무형지휘가 직무만족에미치는 영향-셀프리더십 매개효과 중심”. 『정책개발
연구』 제15권 제2호(2015).

21) 김문겸･남재걸. “지휘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군 조직에서 임무형지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국행정논집』제27권 제1호(2015).

22) 김인수･허찬영. “軍 조직에 있어서 임무형지휘가 부하의 주도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개
발연구』제20권 제4호(2017).

23) 허찬영･김인수. “임무형지휘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상사-부하 교환관계 (LMX)의 조절효과를 중심으
로”. 『기업경영리뷰』 제8권 제3호(2017).

24) 국방부. 『임무형지휘 사례집』(국방부, 2016).

25) 황성훈. “임무형지휘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군사학연
구』 제15집(2018).

26) 이진혁･성영태. “육군의 임무형지휘가 사기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팔로워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인사행정학회보』 제19권 제2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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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loumis(2020)27)는 임무형지휘의 핵심 원칙인 공유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야전 지휘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고전 철학 내용을 도입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저자는 지휘관들이 지휘의 술과 통제의 과학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시키고, 임무형지휘
를 구현하기 위해 신중함(Prudence), 용기(Courage), 절제(Temperance), 정의(Justice) 
등 네 가지 덕목을 내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Vogelaar & Kramer(2004)28)는 보스
니아-헤르체코비나 평화 지원작전에 파병된 네덜란드 장병들을 인터뷰하여 실제 작전간 임
무형지휘를 적용하는 데 어떠한 제한점이 있었는지를 도출하였다. 불명확한 목표, 가용 자
원의 부족, 상호 신뢰의 부족, 온라인 정보와 통신시스템을 통한 상급지휘관의 과도한 간섭, 
장병들의 안전한 귀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지휘관의 집권화된 통제, 작전간 정치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 통제, 임무수행 간 다양한 부대의 파견(Deployment of mixed units)으로 
인한 중앙통제(centralization) 필요성 증가 등을 주요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Ben-Shalom & Shamir(2011)29)은 임무형지휘가 이스라엘군에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연구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임무형지휘를 시행하는 데 
제한사항으로 권한을 주기 꺼려하는 지휘관의 성향, 전통적 군사작전 이외에 여러 형태의 
전쟁외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의 증가, 지휘통제 기술의 발달, 
경직된 군 조직문화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식별된 제한사항에 더해 이스라
엘군이 임무형지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저자는 1) 계속되는 소규모 전투, 교
전 작전 등으로 군사 이론 및 교리 발전의 미비와 2)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사고와 군 내 
성범죄의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 하락과 그로 인한 지휘관들의 중앙통제적 
지휘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Nilsson(2020)30)은 군 조직에서 임무형지휘를 효율적으로 시
행하기 위한 요소로 공유된 이해와 신뢰, 주도성, 실패와 성공 그에 따른 학습에 대한 관대
한 접근 그리고 임무형지휘를 모든 활동 간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제시하였다. 11명의 
스웨덴 육군의 장교(중대장)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장교들이 수행하는 평시 업무에 대
한 복잡성 증가가 여러 리더십 유형간의 갈등을 초래하였다고 제시하였다. 

이렇듯 임무형지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임

27) Ploumis, M. “Mission command and philosophy for the 21st century.” Comparative Strategy, Vol. 
39, No. 2(2020).

28) Vogelaar, A. L., & Kramer, E. H. “Mission command in Dutch peace support missions.” Armed 
Forces & Society, Vol. 30, No. 3(2004).

29) Ben-Shalom, U., & Shamir, E. “Mission command between theory and practice: The case of the 
IDF.” Defense & Security Analysis,  Vol. 27, No.2(2011). 

30) Nilsson, N. “Practicing mission command for future battlefield challenges: the case of the 
Swedish army.” Defence Studies, Vol. 20, No. 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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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지휘의 진단 및 측정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무형
지휘의 본질이 반영된 고유의 척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연구자의 시각과 연구목
표에 따라 임무형지휘에 대한 측정도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연
구는 군 조직이 아닌 민간조직이나 기업에서 주로 통용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이
론을 기반으로 군 조직의 임무형지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공공조직, 특히 군 
조직은 다른 민간 조직 및 기업의 조직과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임파워먼트 이론만
을 적용하여 군 조직의 임무형지휘 수준을 측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2018년 임무형지휘가 육군의 지휘철학으로 위상이 정립되고, 그에 따른 많은 
교리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독일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군조직에서 임무형지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에도 기존 선행연구들은 교리 검토나 군에서 발간한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참조하는 데 미흡하였다. 그 결과, 기존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임무형지휘 척도는 
군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임무형지휘의 정의, 기본정신, 기본원칙 등 교리들과 일치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었다. 선행연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측정대상의 초점이 자가 평가 혹은 지
휘관 평가의 단일 대상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 임무형지휘는 
지휘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권한의 위임을 통한 임무수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호 신뢰 및 
의사소통 활성화의 조직문화 형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일 대상
만으로 임무형지휘 수준을 측정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즉, 임무형지휘의 수준을 측
정을 위해서는 자가평가, 상관평가(리더십), 그리고 조직문화의 3개 요소에 대한 고려가 동
시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척도 개발 절차

임무형지휘 척도 개발은 Churchill(1979)31)의 척도 개발을 위한 단계별 권고사항을 참
조해 모두 8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표 1>은 이를 정리해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단
계는 구성개념 도출 단계로서, 임무형지휘 개념과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대
한민국 육군과 미 육군에서 발간한 교범을 검토하여 임무형지휘의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한 

31) Churchill, G. (1979). “A paradigm for developing better measures of marketing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6, No.1(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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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야전부대 실
무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예비문항 개발단계로 주
요 구성개념과 관련된 기존의 척도 문항을 수집하고 여러 차례의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임무
형지휘 개념의 구성요소를 반영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단
계에서는 임무형지휘의 구성요소를 역량, 소통, 권한위임 등 세 개로 선정하고, 세부 항목을 
지정하여 관련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검토, 야전 실무자 의견 등
을 반영하여 예비문항은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1차 타당도 검증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임무형지휘 구성개념과 개발된 기초문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사전 조사 단계로, 임무형지휘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
분석(EFA)을 실시하기 위해 최전방 4개의 보병 상비사단 장병 6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육군 교육사령부에 의뢰하여 육군 인트라넷을 활용한 온라인 설
문으로 진행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의 수를 결정하
였다. 여섯 번째 단계 본조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요인과 문항을 가지고 2개
의 전방 상비사단, 2개의 전방 예비사단, 2개의 후방 향토사단, 1개 특전여단, 1개 특공연대 
등 총 8개 부대 약 850명의 육군 간부를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였다. 일곱 번째 단계에서
는 수집된 본조사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고, 모형의 적합
도 평가,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 여덟 번째 최종 척도 구성 단계에서는 각 
영역별 척도를 확정하였다. 

<표 1> 척도 개발 절차

단계 연 구 내 용

1단계: 구성개념 도출
임무형지휘 개념과 관련된 문헌 고찰

육군 교본･교리검토를 통해 주요 요소 분석, 전문가와의 논의

2단계: 예비문항 개발 주요 구성개념과 관련된 기존의 척도 문항을 수집하고 이를 검토하여 개발

3단계: 타당도 검증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영역별 구성개념과 개발된 기초문항의 적절성 검증

4단계: 예비조사 1차 설문조사 실시

5단계: EFA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의 수 및 측정문항 결정 

6단계: 본 조사 2차 설문조사

7단계: CFA 모형 적합도 검증,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사

8단계: 최종척도 구성 측정척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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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개념 및 예비문항 도출

육군의 부대활동간 지휘철학인 임무형지휘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그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한 구성개념과 문항을 염출하기 위해 국내ㆍ외 선행연구와 육군의 교리를 검토하였다. 구체
적으로, 육군의 임무형지휘 교범 (2019)에서 제시한 임무형지휘 6대 기본정신과 임무형 지
휘 7대 원칙을 검토하였다. 육군은 임무형지휘 6대 기본정신으로 1) 복종속의 자유, 2) 현장
지휘관(자)의 판단존중, 3) 상황주도 정신과 모험정신, 4) 실수에 대한 관용을 통한 창의성 
배양, 5) 개념의 통일과 시행의 자유, 6) 부하역량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32). 임무형지휘 
7대 원칙으로는 1) 교리에 대한 이해와 공유, 2) 상호 신뢰 형성, 3) 작전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인식, 4) 명확한 지휘관 의도 제시, 5)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임무수행, 6) 임무형명령 
사용, 7)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의 감수 등을 제시하였다33). 이와 더불어 저자는 국방부가 
2016년에 발간한 임무형지휘 사례집에서 임무형지휘 전제조건을 검토하였다. 임무형지휘
의 전제조건은 1) 열린 의사소통 문화조성, 2) 전술적 지식 공유, 3) 업무전문성 강화, 4)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한계 설정, 5) 계산된 실수의 허용 등이다34). 또한, 미(美) 육군의 임
무형지휘 교범에서 미(美) 육군의 임무형지휘 7대 원칙인 1) 역량(competence), 2) 상호 
신뢰(mutual trust), 3) 공유된 이해(shared understanding), 4) 지휘관 의도 
(commander’s intent), 5) 임무형 명령(mission orders), 6) 절제된 주도권 (disciplined 
initiative), 7) 위험 감수 (risk acceptance) 등을 확인하였다35).

이러한 임무형지휘 관련 선행연구 및 육군의 교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야전부대 실무자와 논의를 거쳐 임무형지휘의 주요 구성개념으로 역량(개인의 태도), 소
통(관계성), 권한과 책임 (제도/문화)로 설정하였다. 군대 조직문화36)가 임무형지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문문항을 자아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상관과 조직에 관한 설문
문항도 포함하였다. 이에따라, 각 구성요소에 적합한 하위 개념들과 그에 따른 자아, 상관, 
조직을 모두 고려한 60개의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32) 육군본부 교육참고. 『임무형지휘』(육군본부, 2019). 

33) 육군본부 교육참고. 『임무형지휘』(육군본부, 2019). 

34) 국방부. 『임무형지휘 사례집』(국방부, 2016).

35) U.S. Department of Army Army Doctrine Publication (ADP) 6-0. Mission Command: Command 
and Control of Army Forces. (Washington D.C., 2019). 

36) 군대조직문화란, “군대라는 조직사회의 문화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대사회의 소속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식구조, 가치관과 태도의 전체는 물론이고 군대사회의 생활양식과 상징체계”를 의미한다(민진, 2011: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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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임무형지휘의 하위 구성개념

대분류 소분류 개념적 정의

역량

 (개인의 

태도)

상황대처 능력
임무수행간 최초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과 지휘관 

의도를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임무수행

군사적 교리적 지식 임무수행에 필요한 군사적 교리적 전문지식 보유

전술지식의확산 / 지식

의 공유
개인이 학습한 군사적 지식을 부대원들과 공유하려는 정도

역량강화 노력 / 학습의지 개인이 군사적 교리적 지식 수준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정도

자기결정성

(주도성)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의 과정

이나 동기, 인지적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

소통 

(관계성)

상호신뢰 군사적 전문성 및 인격과 감정에 대한 상호간의 믿음, 개인적 감정적 매력의 정도

상호소통 (열린 의사소

통문화)

부하들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장려하고 공감하며, 이를 

적극 수용한다. 

임무형 명령 사용
지휘관 의도가 의미하는 것을 표현한 명령의 일종으로 달성해야 할 결과를 

강조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표현한 명령

공유된 이해 형성 
작전환경과 목적, 문제와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방법 (군사 교리)에 대해 공유

된 상황이해 형성

명확한 의사전달 (지휘

관의도)

지휘관이 생각하는 작전목적과 최종상태에 대해 간명하게 표현하여 제시 (1

차 및 2차 상급지휘관 의도)

권한과 

책임 

(제도/

문화)

권한 위임

(시행의 자유)

지휘관 의도 범위 내에서 임무수행 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자유롭게 선

택 가능

충분한 자원 제공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

위험 감수

(실수 관용)

임무수행간 승리의 기회를 얻는 과정 발생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임무수행간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를 관용하려는 문화

현장지휘관 판단 존중
현장 지휘관이 주도적으로 임무수행 가능하도록 그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급 

지휘관의 개입 최소화

본 연구는 임무형지휘 관련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하여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현재 육군에서 채택하고 있는 임무형지휘 교리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임무형지휘 척도 개발
을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군 조직의 임무형지휘의 구성요소는 역량
(개인의 태도), 소통(관계성), 그리고 권한위임이라는 특성으로 구성되며, 이를 평가하기 위
해서는 개인이나, 상관 등 단일 대상이 아닌, 개인, 지휘관, 부대의 조직문화 등을 동시에 
고려한 임무형지휘 척도 모델을 도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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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임무형지휘 척도 개발 연구모형

3. 탐색적 요인분석 

최종 정리된 60문항을 사용해 임무형지휘 척도 모형을 만들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explan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시행하였다. 안정적인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최소 200명 이상의 표본을 필요로 하며37), 일반적으로 측정 도구 개발 연구에서는 개발된 
문항수의 최소 5배 이상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이 권장된다38).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설문 데이터 수집을 위해 육군 교육사령부 교리발전부 임무형지휘/지휘통제 교리과와 협조
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대상은 육군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전방 상비사단 간부들로 
선정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육군 인트라넷 설문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설문 대
상 사단의 교육훈련참모처에 협조공문을 보내 충분한 인원의 간부들이 설문에 응하도록 협
조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를 제외한 각 설문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5: 전혀 
그렇지 않다 – 1: 매우 그렇다). 최초 육군 12사단과 21사단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들
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28일부터 8월 4일에 걸쳐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가 이뤄졌으나, 
설문인원의 부족으로 1사단과 6사단을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9월 15일에 걸쳐 추가 설문
조사를 시행해 모두 간부 650명의 설문응답지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650부 중 불성
실 응답으로 판단되는 262부를 제외한 총 388부(59.7%)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39).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37) MacCallum, R. C., Widaman, K. F., Zhang, S., & Hong, S.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Vol. 4, No. 1(1999).

38) Stevens, J. P.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Mahwah,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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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차 조사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366 94.3

여자 22 5.7

복무 구분

장기복무 211 54.4

복무연장 67 17.3

단기복무 110 28.4

신분(계급)

장 교 214 55.2

준사관 1 0.3

부사관 173 44.6

직책

지휘관(자)  157 40.5

참모(부서장) 40 10.3

참모(실무자) 191 49.2

학력

중학교 졸업 1 .3

고등학교 졸업 74 19.1

학사 (재학) 281 72.4

석사 (재학) 30 7.7

박사 (재학) 2 .5

직속 상관 직책
지휘관 271 69.8

참모 117 30.2

N 388 100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기 전에 수집된 설문 데이터가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KMO 지수는 .889로 일반적 기준인 0.8보다 높았고,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x2(p)=.000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고, 사각 회전 방식의 PROMAX40)와 최대우도
법에 의해 이뤄졌으며, 항목들의 공통성과 회전된 성분행렬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을 검토하였다41)42). 요인적재값(eigen values)과 scree plot 분석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

39) 분석에 포함된 설문응답자는 계급별로 하사 68명, 중사 44명, 상사 48명, 원사 13명, 준위 1명, 소위 55명, 중
위 82명, 대위 53명, 소령 16명, 중령 8명으로 나타났다. 

40) 요인 간의 상관을 가정하여 분석한다. 심리적 구성 개념 개발에 있어서 사각 회전 사용을 권장한다(김주환, 김민
규, 홍세희, 2009). Promax는 사각회전 방식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가장 간명한 요인 모형 도출이 
가능하다(Hetzel, 1996).

41) 장승민. “리커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사용”.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제
34권 제4호(2015). 

42) Revelle, W. psych: Procedures for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Research.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linois, US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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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5요인 구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결정계수(determinant)43)가 기준치(.00005)
보다 작아 측정변인 간 상관 구조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첫 요인분석 이후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s), 공통분산(communality)44), 복잡성(complexity)45), 그리
고 문항의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를 중심으로 문항 제거를 수행하였다46).

[그림 2] 예비조사 대상 Scree Plot

요인분석 결과, 초기 60개 문항에서 43개 문항이 탈락하면서 최종적으로 5요인 17문항 
척도를 확인되었다.47) 고유값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5개가 존재하였고, 총 누적 분산 설명률
은 64%로 나타났다. 추출된 5요인으로는 ‘역량(상관)’, ‘권한위임(상관)’, ‘소통(조직)’, ‘소통
(자아)’, ‘역량(자아)’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역량(상관)’ .871, 
‘권한위임(상관)’ .880, ‘소통(조직)’ .853, ‘소통(자아)’ .787, ‘역량(자아)’ .769 등으로 모
두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총 누적 설명량이 61%로 현재의 17문항 척도를 통해 5요인 
잠재 변인의 6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FA 모델의 모형적합도는 
TLI(Tucker-Lewis Index) .975로 나타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43) 상관계수행렬을 통해 전체 측정 도구 간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도출한 수치이다. 이 수치가 기준치(.00005)보다 
작은 경우 측정 문항 중 너무 높거나 낮은 상관을 갖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문항의 상관 
수치를 확인하여 문항 제거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Field, 2016). 

44) 요인 구조 모형 추출 후의 잠재 변인에 대한 설명량을 의미하는 공통성이다. 이 수치가 낮은 문항은 잠재 변인에 
대한 설명량이 낮은 문항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잠재 요인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45) 요인 부하량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수치화한 것이다(백영민, 2018). 일반적으로 2.0 이
상의 수치인 경우 한 측정 도구가 두 개 이상의 요인 이상을 동시에 설명한다. 이 수치가 높은 문항은 제거를 고
려해야 한다.

46) 기준치: 요인부하량(0.5 이상), 공통분산(0.4 이상), 복잡성(1.5 이하).

47) 초기 연구모형인 3rd order 구조에 바탕으로 두고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권한과 책임’이 단일 요인으로 묶
이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측정도구의 적합성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요인 구
조 안정성, 전체 문항 수 대비 사례수(문항 수 x 10)에 대한 안정성 문제 등으로 인해 3rd order 구조가 아닌 
세 가지 2nd order 구조로 요인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임무형지휘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71

Approximation)값은 90% 신뢰 구간에서 최저값 .024, 최고값 .054, 적합도 지수는 .040
으로 모형 적합도를 종합해보면 양호한 모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분석 결과

구분 설문문항
역량

(상관)

위임

(상관)

소통

(조직)

소통

(자아)

역량

(자아)

A10_L
나의 상관은 우리부대의 작전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다.
0.89 -0.07 0.03 0.01 -0.09

A11_L
나의 상관은 작전 및 전술에 관한 지식을 충분

히 갖추고 있다. 
0.85 0.1 -0.1 -0.02 -0.05

A13_L
나의 상관은 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0.71 0.14 0.03 -0.09 0.06

A14_L
나의 상관은 부하들에게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구비토록 강조한다.
0.67 -0.07 0.02 0.09 0.1

C9_L

나의 상관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무수행 시 

발생한 부하들의 실수에 대해 책망하지 않는

다.

-0.03 0.85 -0.04 -0.07 0.01

C10_L
나의 상관은 본인의 의견에 앞서 현장에 있는 

부하의 판단을 우선 존중한다. 
0.05 0.82 0.05 -0.13 0

C7_L
나의 상관은 부하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자 한다. 

0.07 0.72 0.09 0.1 -0.06

C6_L
나의 상관은 임무수행 과정에서의 부하의 계획

수립과 행동에 대해 존중하는 편이다.
0.04 0.7 0 0.16 0.01

B16_O 우리 부대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높다. -0.04 -0.04 0.96 -0.08 0

B15_O
우리 부대는 서로의 임무 수행 능력에 대해 신

뢰한다. 
0.01 0.06 0.77 0.04 -0.01

B17_O
우리부대는 임무수행을 위한 건전한 의견이 있

다면 망설임 없이 개진할 수 있다. 
0.03 0.08 0.64 0.07 0.02

B4_S
나는 부하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다. 
0.06 -0.1 0 0.82 -0.06

B3_S
나는 회의할 때 부하가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한다.
-0.1 0 0.08 0.74 0

B5_S

나는 부하에게 임무 부여 시, 임무수행의 목적

과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해 이해시키려고 노

력한다. 

0.05 0.06 -0.09 0.71 0.05

A5_S 나는 군사관련 서적과 교범을 자주 읽는다. -0.01 -0.01 -0.03 -0.08 0.86

A6_S 나는 군사전문가로서의 자기 계발에 관심이 많다.* -0.08 0.16 -0.06 0.1 0.68

A4_S
나는 동료 및 부하들과 군사교리에 대해 자주 

토의한다.
0.06 -0.14 0.09 -0.02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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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최종 제거된 문항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5 요인 ‘역량(상관)’, ‘권한위임(상관)’, ‘소통(조직)’, ‘소통
(자아)’, ‘역량(자아)’에 대해 임무형지휘의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표 7>과 같이 새로운 명
칭을 부여하였다. 임무형지휘는 예하부대에게 의사결정 권한의 위임과 분권화 시행을 강화
하여 변화하는 상황을 주도하게 하는 지휘통제 접근법으로 정의된다48). 이 정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각 부대원들은 평소 부단한 훈련과 자기 계발을 통해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상･하급자는 부단한 의사소통과 전술 토론을 통해 두터운 신뢰와 전
술관을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급자는 하급자가 임무수행시 임무수행 방법에 대해 과감
하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임무형지휘가 효과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이다. 탐색적 요인분석
을 통해 추출된 ‘역량(상관)’ 요인은 상관의 군사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하와 군사적 식견
을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그 명칭을 ‘전술관 공유’로 부여하였다. ‘권한위임(상관)’ 요
인은 부하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현장에서 임무수행하는 부하의 판단을 존중하는 내
용이므로 그 명칭을 ‘권한위임’으로 부여하였다. ‘소통(조직)’ 요인은 부대원들간의 인간적, 
군사적 신뢰에 관한 내용이므로 그 명칭을 ‘상호신뢰’로 부여하였다. ‘소통(자아)’ 요인은 임
무수행의 목적을 부하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부하의 비판적인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내용
이므로 그 명칭을 ‘의사소통’으로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역랑(자아)’요인은 군사서적에 대
해 연구하고 동료 및 부하들과 군사교리에 대해 토의함으로써 임무수행을 위한 역량을 구비
한다는 내용이므로 그 명칭을 ‘역량강화’로 부여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다
섯 요인과 그에 따른 17개 설문 문항은 육군 임무형지휘에 명시된 임무형지휘 7대원칙과 
부합하였다.

48) 육군본부 기준교범. 6-0『지휘통제』(육군본부, 2021). 

구분 설문문항
역량

(상관)

위임

(상관)

소통

(조직)

소통

(자아)

역량

(자아)

Eigenvalues 2.6 2.64 2.02 1.8 1.66

% of Variance 0.15 0.16 0.12 0.11 0.10

Cronbach's alpha 0.871 0.880 0.853 0.787 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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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식별된 임무형지휘 구성요소에 대한 요인명

요인명 개  념 임무형지휘 7대원칙

전술관 공유

지휘관, 참모, 예하 지휘관들이 작전환경, 작전

목적, 임무완수를 위한 작전 수행방법에 대한 

공통된 접근법 공유

1. 교리에 대한 이해와 공유

권한위임

부하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지휘관 의도 범위 

내에서 계획 수립 및 시행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하여 주도적으로 임무 수행

7. 수용할 수 있는 위험 감수

5.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임무수행

6. 임무형 명령 사용

상호신뢰
지휘관과 참모, 예하부대 지휘관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와 인간적 신뢰 형성
2. 상호신뢰 형성

의사소통
부하들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

도록 장력하고 공감하며, 이를 적극 수용

2. 상호신뢰형성

4. 명확한 지휘관 의도 제시

6. 임무형 명령 사용

역량강화

교육, 훈련, 자기 개발을 통해 부여된 임무를 완

수 할 수 있는 군사적, 교리적 전문성과 작전수

행능력 구비

1. 교리에 대한 이해와 공유

3. 작전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인식

[그림 3] EFA 분석결과에 따른 임무형지휘 요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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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들에 대한 통계적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를 위한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설문
은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실시했던 4개 전방 상비사단 (12사단, 21사단, 1사단, 6사단)과는 다른 부대를 설문 대상집
단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임무형지휘 척도의 외적타당성(external validity)를 확보하기 위
해 전방 상비사단 (3사단, 5사단) 뿐 아니라 예비사단(11사단, 27사단), 향토사단(35사단, 
50사단) 특전여단, 3군단 특공연대 간부들(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2일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다49). 모두 850부의 샘플을 수거하였으며, 회
수된 설문지 850부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총 553부(59.1%)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확인
적 요인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8>과 같다. 

<표 6> 본조사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9) 분석에 포함된 설문응답자는 계급별로 하사 99명, 중사 83명, 상사 69명, 원사 21명, 준위 5명, 소위 64명, 중
위 96명, 대위 81명, 소령 24명, 중령 9명, 대령 2명으로 나타났다. 

특성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507 91.7

여자 46 8.3

복무 구분

장기복무 298 53.9

복무연장 107 19.3

단기복무 148 26.8

신분(계급)

장 교 276 49.9

준사관 5 0.9

부사관 272 49.2

직책

지휘관(자)  223 40.3

참모(부서장) 44 8.0

참모(실무자) 286 51.7

학력

중학교 졸업 1 0.2

고등학교 졸업 82 14.8

학사 (재학) 425 76.9

석사 (재학) 43 7.8

박사 (재학) 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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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측정변수들이 구성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량강화 요인의 AVE 값이 0.5이하(.436)로 나타남에 따라 표준화 요인부하
량이 0.6(.553)에 미치지 못하는 A6_S(나는 군사전문가로서의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다)을 
분석모형에서 제외한 후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최종 모형의 모형적합도 검증에는 
CFI(Comparative Fit Index; 비교부합치), TLI(Tucker-Lewis Index; 터너-루이스 지
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점근적 오차평균),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표준평균 제곱잔차 제곱근)을 사용하
였다50)51)52). 분석 결과, CFI .944, TLI .934로 나타났으며, RMSEA .064, SRMR .049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델 적합도 검증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된 도구들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
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준화 요인부하량값과 유의성, CR(construct reliability)53),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54) 등을 활용해 타당도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50) Kline, R.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11). 

51) Hair, J. E. Jr., A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1998).

52) 모형적합도 권장기준에 대해 확립되어 있는 단일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CFI>0.9, TLI>0.9, RMSEA<0.08, 
SRMR >.08의 기준이 제시된다. 

53)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은 (표준부하량의 합)2 / {(표준부하량의 합)2 +측정오차의 합}으로 정
의함

54)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plained; Average Variance Extracted)는(표준부하량 제곱의 
합) / {(표준부하량 제곱의 합) + 측정오차의 합}로 정의

특성 빈도(명) 비율(%)

직속 상관 직책
지휘관 382 69.1

참모 171 30.9

N 55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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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문항
표준화 

요인부하값
S.E. t값 AVE CR

전술관 공유

A14_L .701 - -

.675 .892
A13_L .891 .065 19.291

A11_L .871 .063 18.964

A10_L .809 .062 17.746

권한위임

C10_L .762 - -

.682 .811
C9_L .750 .057 17.775

C7_L .847 .053 20.262

C6_L .804 .049 19.188

상호신뢰

B17_O .758

.646 .845B16_O .824 .056 18.951

B15_O .827 .054 19.004

의사소통

B5_S .691 - -

.516 .762B4_S .753 .089 13.277

B3_S .710 .088 13.001

역량강화
A4_S .774 - -

.515 .697
A5_S .657 .123 6.567

<표 9>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개념신뢰도(CR)는 일반적으로 합성신
뢰도(composite reliability)라고도 하며, 지표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
다. 신뢰도 수준은 0.7이상이면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말하는데, CR값의 기준을 0.6
이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55). 본 연구의 경우, CR값이 역량강화는 .697, 전술관공유는 
.892, 의사소통은 .762, 상호신뢰는 .845, 권한위임은 .811로 모두 0.7을 상회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 내적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VE 값의 경우 역량강
화는 .515, 전술관공유는 .675, 의사소통은 .516, 상호신뢰는 .646, 권한위임은 .682로 나
타나 모두 0.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
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55) Bagozzi, R. P., & Yi, Y.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16, No. 1, (PP. 74-94)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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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요인 간 상관관계

　 1 2 3 4

1. 전술관공유 -

2. 권한위임 .636*** -

3. 상호신뢰 .537*** .755*** -

4. 의사소통 .431*** .439*** .540*** -

5. 역량강화 .297*** .271*** .404*** .231***

*** p<.01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로서, 잠재변
수 간의 추정된 상관관계는 0.85보다 낮아야 한다56).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들
은 유의도 0.01 수준에서 모두 정(+)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상관계수
는 권한위임과 상호신뢰(r=.755)였고, 가장 낮은 상관계수를 보인 관계는 의사소통과 역량
강화(r=.231)로 나타났다.

<표 9> 동시타당도 검증을 위한 임무형지휘 요인과의 상관관계

　 전술관공유 권한위임 상호신뢰 의사소통 역량강화

군인정신 .401*** .554*** .554*** .571*** .310***

직무만족 .324*** .455*** .493*** .373*** .337***

*** p<.01

마지막으로 개발된 임무형지휘 척도의 동시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
해 임무형지휘와 유의미한 관계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군인정신57) 및 직무만족58)과의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인정신은 백순근 외(2019)59)가 개발한 군인정신 척도를 사용하였
으며, 직무만족은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실태조사의 직무만족 문항을 사용하였다60). 모든 하
위요인들이 군인정신 및 직무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전술관공유, 권한위임, 상호신뢰 상화, 의사소통 증대, 역량강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

56) Kline, R.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11). 

57) 이진혁･성영태. “육군의 임무형지휘가 사기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팔로워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인사행정학회보』 제19권 제2호(2020). 

58) 조태명･김성종. “군조직에 있어 임무형지휘가 직무만족에미치는 영향-셀프리더십 매개효과 중심”. 『정책개발
연구』 제15권 제2호(2015).

59) 백순근･엄문영･정상근･신안나. 『정신전력 개념 발전 및 측정도구 개발』(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60) 구체적 측정문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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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군인정신과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임무형지휘 하위요
인들이 군인들의 바람직한 행태변인들과 기대되는 방식으로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
다. 따라서 개발된 임무형지휘 척도의 동시타당도가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결론: 요약 및 함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통계적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해 5개 요인으로 이루어진 총 16개 문항의 
임무형지휘 척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군인들이 임무형지휘를 평가할 때 전술
관공유, 권한위임, 상호신뢰, 의사소통, 역량강화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 1은 ‘전술관공유’로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관이 부대의 작전계획, 
작전 및 전술에 대한 지식, 전문성 강화 노력, 하급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 노력 등을 포함
하는 것으로 ‘지휘관, 참모, 예하 지휘관들이 작전환경, 작전목적, 임무완수를 위한 작전 수
행방법에 대한 공통된 접근법 공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술관공유는 전술지시 공유61)62), 
계획수립63)64)등의 이름으로 일부 선행연구에서 주요 구성요소로 제시되고 있으며, 효과적 
임무형 지휘를 위해서는 부하들이 지휘관의 명확한 의도를 하급자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점에서 주요 구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인 2은 ‘권한위임’으로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관이 부하에게 임무수행
을 위한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부하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지휘관 의도 범위 내에서 계획 수립 및 시행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하여 주도적으
로 임무 수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한위임은 권한과 책임65), 권한위임66)등 다양한 이름으

61) 김인수･허찬영. “軍 조직에 있어서 임무형지휘가 부하의 주도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개
발연구』제20권 제4호(2017). 

62) 허찬영･김인수. “임무형지휘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상사-부하 교환관계 (LMX)의 조절효과를 중심으
로”. 『기업경영리뷰』 제8권 제3호(2017).

63) 황성훈. “임무형지휘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군사학연
구』 제15집(2018).

64) 김문겸. “임무형지휘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정신전력연구』52권(2018).

65) 김인수･허찬영. “軍 조직에 있어서 임무형지휘가 부하의 주도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개
발연구』제20권 제4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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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행연구에도 제시되고 있다. 임무형지휘가 임무를 최대한 위임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높
은 환경에서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임무수행 방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임무형지휘의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요인 3은 ‘상호신뢰’로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대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관심과 배려 여부에 대해 묻는 것으로, ‘지휘관과 참모, 예하부대 지휘관이 서로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와 인간적 신뢰 형성’을 뜻한다. 상호신뢰는 유능성 신뢰67)와 같은 
요인으로 일부 선행연구에서 다뤄지고 있으나,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주요 구성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 요인이다. 그럼에도 임무형지휘의 효과적 발현을 위해서는 상호신뢰에 
기반한 임무수행이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임무형지휘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요인 4은 ‘의사소통’으로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이 부하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노력하는 지를 묻는 것으로, ‘부하들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장
력하고 공감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임무형지
휘의 측정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하위 구성요소로서68), 임무수행을 위한 
명확한 의사전달(지휘관 의도)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임무형지휘의 중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요인 5는 ‘역량강화’로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훈련, 자기 개발을 통해 부여
된 임무를 완수 할 수 있는 군사적, 교리적 전문성과 작전수행능력을 측정한다. 이 역량강화
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임무수행능력을 신뢰하고,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로서 선행연구에서는 업무전문성69)70) 유능성 신뢰71)등으로 제시되어 왔다.  

66) 이진혁･성영태. “육군의 임무형지휘가 사기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팔로워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인사행정학회보』 제19권 제2호(2020). 

67) 황성훈. “임무형지휘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군사학연
구』 제15집(2018).

68) 김인수･허찬영(2017), 허찬영･김인수(2018), 조태명･김성종(2015), 황성훈(2018), 김문겸(2018), 이진혁･성
영태 (2020) 등이 의사소통을 임무형지휘의 중요요소로 제시함

69) 허찬영･김인수. “임무형지휘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상사-부하 교환관계 (LMX)의 조절효과를 중심으
로”. 『기업경영리뷰』 제8권 제3호(2017).

70) 이진혁･성영태. “육군의 임무형지휘가 사기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팔로워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인사행정학회보』 제19권 제2호(2020). 

71) 황성훈. “임무형지휘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군사학연
구』 제15집(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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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함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임
무형지휘 척도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현재 육군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임무형지휘 관련 교리와 그 방향성을 일치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예컨대, 선행연구에
서 채택한 임무형지휘 측정도구는 그 개념이 변혁적 리더십이나 임파워먼트와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그 하위 요소를 임무형지휘의 하위 요소로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접근은 지휘관의 리더십이나 응답자의 역량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임무형지휘가 내포한 조
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육군 교범상에 명시된 임무형지휘의 개념, 기본정신, 실천을 위한 원칙, 그리고 국방
부에서 발간한 임무형지휘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 적용시켜, 
육군에서 통용되는 임무형지휘의 교리와 일치하고 군의 조직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척도
를 개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임무형지휘 측정 척도는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통계학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ㆍ후방 부대 및 학교기관에서 임무형지휘의 객관적 측정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여러 항목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수치점수(numerical 
score)로 나타내는 지수(index)와 달리 척도는 실제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즉, 척도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잠재변
수의 수준진단을 위한 것으로, 연구자가 하나의 구성개념의 강도, 방향,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도구로써 실제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72)73). 따라서 제대별 전투력 측정 및 전술훈련 평가 시 
임무형지휘 수준을 측정하는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임무형지휘 척도를 활용한다면 임무
형지휘 수준이 실제 부대의 전투력 발휘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무
형지휘의 다섯 가지 하위 구성요소를 분석하면, 부대가 임무형지휘를 구현하는데 취약한 부
분을 식별하고 이를 신속하게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토대로 향후 각 척도간의 독립성, 중요도, 관련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개인 간, 부대 간, 그리고 군 시스템 간의 평가 결과의 비교를 통해 임무형지휘
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각 부대의 임무 및 

72)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서울: 법문사, 2021).

73) DeVellis, R. F. Scale development: theories and applications(4th Ed.). (Sage: Newbury Park, 
Californi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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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대 수준에 맞는 구체화된 임무형지휘 측정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임무형지휘의 구성요소를 역량(개인의 태도), 소통(관계성), 그리고 권한위
임으로 가정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부대원 개인, 지휘관, 부대의 조직문화 등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하지만 1차 예비 설문조사와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군 조직의 구성원은 임무형
지휘를 최초 가정하였던, 세 가지 구성요소와 세 가지 위계에 따라 인식하는 3단계 구조가 
아닌, 전술관 공유, 권한위임, 상호신뢰, 의사소통, 역량강화 등 다섯 가지 하위 개념으로 
이뤄진 2단계 구조로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육군 임무형지휘 교리에서 임무형지휘의 성공
적인 구현을 위해 제시한 7대 원칙 중 ‘임무형명령의 사용’에 대한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최종 개발된 척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임무형명령은 
지휘관의도와 작전의 목적 등의 정보와 과업의 세부 수행방법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기술되
는데, 이러한 내용이 ‘권한위임’과 ‘의사소통’의 개념에 일부 반영됨에 따라 설문조사의 응
답자가 ‘임무형명령의 사용’을 다른 개념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중요한 구성개념으로 인식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임무형명령의 사용’이 임무형지휘를 구성하
는 하위 개념이라기 보다는, 일선 부대에서 임무형지휘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 
지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본 연구는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육군의 인구비례적인 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전방 전투부대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자료수집
이 이루어졌다. 표본선정의 편리성에 기준을 두고 임의로 표본을 선정하는 이러한 편의(임
의)표본추출은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며, 일반화 측면에서 상대적 약점으로 언급될 수 있
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전체 모집단의 전반적으로 특성을 고려한 확률 표본 추출
(probability sampling) 방식의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확보를 위한 노력이 추가
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은 임무형지휘 척도를 개발했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기존 측정도구를 참조하고, 이해당사자의 요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임무형지휘의 주요 구성요소를 반영한 측정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임무
형지휘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환류를 위한 도구로서 향후 임무형지휘의 발전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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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Mission Command 
Scale

Oh, Dongjin, Chang, Da Jeong, Ko, Myeong Chul

Keywords

Mission Command, Scale Developmen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iscriminant Validity, Convergent Validity, Concurrent Validity

Since the Republic of Korea Army (ROKA) adopted mission command as a command 

philosophy in 2018, the ROKA has been emphasizing that every military operation and 

activity should be done in accordance with the mission command spirit. Nevertheless 

there is no reliable scale to measure the concept of the mission command.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cale to measure mission command. The scale items were constructed 

by thoroughly reviewing the relevant Army doctrine and previous studie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affirmed the factor structure of the mission 

command Scale that consists of factors: shared understanding of tactics, delegated 

authority, mutual trust, communication, and competence. Through a series of 

measurement development procedures, the results present a more concise, refined, and 

validated model consisting of 16 items under 5 factors.  The validated Mission Command 

Scale also shows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military spirit and job satisfaction. This study 

advances the body of literature on the mission command and provides managers with 

credible and useful guideline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mission command development. 

[논문투고일 : 2022. 4. 26.]
[심사의뢰일 : 2022. 5. 26.]
[게재확정일 :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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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군인정신 및 직무만족 측정도구

구분 측정 문항

군인정신

(출처: 백순근 외, 

2019)

나는 군복무가 내 삶에 분명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상관의 정당한 명령은 국가의 과업이나 다름없다.

나는 법규, 규정,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나는 군인으로서 맡은 임무를 매사에 실천하고 있다.

나는 언제든지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 부대원들은 힘든 훈련 중에도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아준다

나는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헌신할 것이다.

나는 전투 시 나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잘 수행할 자신이 있다.

직무만족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실태조사)

나는 담당업무에 흥미가 있다

나는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

나는 보상과 상관없이 내가 맡은 업무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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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방 인공지능 모델이 가져야 할 기술과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민간 분야와는 차이가 있는 국방 환경에 적용될 인공지능 모델이 

가져야 할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방 인공지능 모델은 민간 인공지능 모델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전투와 같은 

긴박하고 위험한 의사결정에 적용되므로 결과의 신속성과 정확도에 대한 요구가 민간보다 높다. 

둘째,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명력ㆍ해석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적대국에 의해 

모델을 무력화하는 적대적 공격의 위협이 크다. 넷째, 야전 혹은 함정ㆍ항공기 등 다양한 플랫폼

에서 운용될 수 있으므로 간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국방의 특징을 충족시키기 위한 국방 인공지능 모델의 기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델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모델의 개선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모델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는 적대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적대적 방어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처리 속도를 높이고 고성능 컴퓨팅 환경이 제한되는 

플랫폼에서도 적용되도록 모델을 간소화하는 경량화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별된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함정 분류모델 

예시를 통해 각 과제별 해결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국방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국방 인공지능 모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적대적 공격, 적대적 방어, 경량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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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발전에 의한 사회 전반의 혁신
은 우리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의 발달로 
초지능ㆍ초연결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7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동
력으로 보고 2019년 국가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총
력을 기울이고 있다.1) 

4차 산업혁명은 국방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 스마트 국방 혁
신단을 출범하여 국방운영, 기술ㆍ기반, 전력체계 3대 혁신 분야와 61개 과제를 선정하여 
스마트 국방을 추진하고 있다.2) 또한 2021년 “국방 인공지능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인공지
능을 통한 국방 전 영역의 혁신을 목표로 중ㆍ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공지능 업무발전을 위
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정부, 국방부의 관심으로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다. 이종관ㆍ한창희(2019)는 미래전에 사용될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와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의 취약성, 데이터 및 설명력 부족, 윤리적 이슈 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동 노력, 데이터 관리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3) 김용삼(2019)은 한국군
의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비전 및 규정 정립, 전문인력 확보 등의 정책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4) 황태성ㆍ이만석(2020)은 인공지능의 전술적 수준과 작전적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군사적 활용 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와 제한사항, 극복방
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5) 조재규(2020)는 국방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컴퓨팅, 알고리즘
의 인프라 환경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6) 정두산(2021)은 국방 인공지능 발전
을 위한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법ㆍ제도, 조직ㆍ인력의 인공지능 생태계 발전방안
을 제시하였다.7) 기존 연구를 통해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제도 정립 및 보완, 조직ㆍ인

1) 관계부처합동. (2019). 『인공지능 국가전략』

2) 이광제.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고찰.” 『한국 IT서비스학논집』제20권 제1호 (2021), pp. 1-9. 

3) 이종관ㆍ한창희. “미래전과 국방 인공지능 체계.” 『한국 통신학회논문지』 제44권 제4호(2019), pp. 782-790.

4) 김용삼. “한국군의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 구축방향”, 『국방과 기술』482 (2019), pp. 
48-59. 

5) 황태성ㆍ이만석.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과 과제.” 『한국군사학논집』제76권 제3호(2020), pp. 1-30.

6) 조재규. “국방 인공지능 인프라 분석 및 발전방안”. 국방정책연구』제36권 제4호(2020), pp. 10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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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보강 등 정책적 분야와 국방데이터ㆍ컴퓨팅 환경 등의 기반환경 분야, 인공지능 모델이 
가지는 취약성ㆍ설명부족의 기술 분야, 윤리적 사용의 주요 이슈를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정책적 제언에 나아가 국방 인공지능 모델 기술개발(적용) 시 
고려해야 할 예상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주의해야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국방 인공지능 모델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요구되는 기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
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도모하고, 기술 반영을 위한 
국방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정과 정책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인공지능의 개념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3장에서 국방 인공지능의 특징과 기술과
제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제시된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과 이를 적용하기 위
한 개발절차를 제안하고, 5장에서 결론과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하
였다.

Ⅱ. 인공지능 개념과 주요 이슈

1. 인공지능의 정의

1950년 앨런 튜링(Alan Turing)은 “계산 기계와 지성”이라는 논문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1956년 존 매커시(John McCarthy)는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과학과 공학분야”로 정의하
였다.8)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 혹은 학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은 
기억, 지각, 이해, 학습, 연상, 추론 등의 인간 지성을 모방하기 위해 기계를 이용하거나 컴
퓨터상의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딥러닝, 기계학습과 같은 용어와도 혼재하여 쓰인다. 하지만 인공지
능이란 기계학습, 딥러닝의 상위개념으로 인간의 지성을 구현하는 모든 분야를 말한다. 기
계학습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여 예측이나 판단을 제공하는 기술분야이고, 딥러닝
은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활용하는 기

7) 정두산. “국방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향 연구”. 『국방연구』, 제64권 제3호(2021), pp. 27-60.

8) 박영욱ㆍ쟁재원ㆍ김승천ㆍ이우신ㆍ유형곤ㆍ이지선ㆍ이규정. (2020). “국방 인공지능 발전 계획 수립연구”. 사
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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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학습의 한 분야로 <그림 1>과 같은 범위를 갖고 있다. 특히 딥러닝은 합성곱 신경망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순환신경망(RNN, Recurrent Neural 
Network),  LSTM(Long Short Term Memory)과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이미지 인식, 자
연어 처리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림 1] 인공지능 분류9)

2. 인공지능 모델의 주요 이슈

본 절은 인공지능 모델의 활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인간이 볼 수 없는 데이터 내부의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데이터가 많다고 훌륭한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학습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구글, 마이크로소
프트, 스탠포드 대학교와 같은 산학 연구기관은 전 세계 연구자들을 위해 대량의 동영상, 
이미지, 음성과 같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보진흥원 AI 허브를 
통해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이미지 데이터, 법률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10) 
하지만 이러한 공개 데이터 제공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데이터는 제한적이다. 인터넷 공개자료는 제한적이고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또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정보나 국가 
안보, 보안과 관련된 데이터는 획득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9) Francois Chollet. 박해선(역). 『케라스 창시자에게 배우는 딥러닝. (서울: 길벗, 2019). 

10) 조재규(2020), pp. 10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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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공지능 모델은 해석성과 설명성이 부족하다. 해석성이란 모델의 출력값과 입력값 
사이를 관계 짓는 것을 말하고, 설명성이란 모델의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값을 찾는 방
법을 말한다.11) 인공지능 모델 내부는 수백~수천 만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된 모델이다. 그
리고 이 파라미터 값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black box로 우리는 그 결과만 
얻을 뿐 모델이 생성되는 원리나 어떠한 입력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가 제
한된다. <그림 2>는 기계학습부터 딥러닝까지 그 성능과 해석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딥러닝 모델의 해석이 매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모델 성능과 해석성12)

의사결정과 같은 추론분야에 있어서 모델의 결과에 대한 중간 해석 및 추론 과정이 설명
되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권자가 모델을 믿고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한계
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eXplainable A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후 많은 연구진이 딥러닝 모델 해석과 설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모델 자체의 추론과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입력과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의 중요 부분을 밝히는 연구(Post-hoc explain)가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black box 모델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gray box 모델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 고학수ㆍ김용대ㆍ윤성로ㆍ이선구ㆍ박도현ㆍ김시원.『인공지능 원론』(서울: 박영사, 2021). pp. 66-69.

12) Arrieta, A. B., Díaz-Rodríguez, N., Del Ser, J., Bennetot, A., Tabik, S., Barbado, A., Herrera, F.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xAI): Concepts, taxonomi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oward responsible AI”. Information Fusion, 58.(2020).  pp. 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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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공지능 모델은 적대적 공격(Adversarial Attack)에 취약하다. Goodfellow 등
(2014)은 딥러닝에서 이미지 화소값에 아주 작은 변화를 주었을 때 모델이 오분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키기 위해 데이터에 작은 변형을 
주는 것을 적대적 공격이라고 말하고, 적대적 공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데이터를 적대적 
예제(Adversarial Example)라고 하였다.13) 적대적 예제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연어 및 
오디오 처리 등의 모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14) 또한 적대적 예제는 전이성
(Transferability)을 가져 특정 모델에서 만든 적대적 예제는 다른 모델에서도 유사한 오분
류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15) <그림 3>은  적대적 공격의 기본 방법인 FGSM(Fast 
Gradient Sign Method)을 나타낸다. 좌측 원본 이미지에 중간의 노이즈를 추가했을 때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는데 사람의 눈에는 두 이미지 모두 판다(panda)로 보이지
만, 딥러닝 모델은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를 긴꼬리원숭이(gibbon)로 잘못 분류하였다.

[그림 3] 적대적 공격(FGSM) 예시16) 

적대적 공격으로 모델이 혼란을 일으킬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딥러닝 
기반 의료 영상인식에서 적대적 공격이 추가된 CT, MRI 사진을 환자로 분류하지 못하거나, 
자율주행 차량 이미지 센서가 교통신호를 잘못 분류 할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강건하고 안전한 딥러닝 모델 개발 연
구가 필요한 바이다.

넷째, 인공지능 모델은 성능 향상을 위해 크기가 점점 커져 연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

13) Goodfellow, I. J., Shlens, J., & Szegedy, C. “Explaining and harnessing adversarial examples”.
      arXiv preprint arXiv:1412.6572. (2014)

14) Katy Warr. 김영하(역). 『안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한 심층 신경망 강화』. (서울: 한빛미디어, 2020). 

15) 오희석. (2020). “이미지 기반 적대적 사례 생성 기술 연구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제30권 제6호.
      서울: 정보보호학회, pp. 107-115.

16) Goodfellow.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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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4>는 이미지 인식 분류 모델에서 사용된 모델별 파라미터 수와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으
로 둘 사이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모델의 파라미터와 정확도17) 

파라미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연산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량의 연산량을 처리하
기 위해 GPU(Graphic Process Unit)와 같은 분산처리 장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나, 
GPU 설치가 제한되거나 계산능력이 떨어지는 컴퓨팅 환경에서는 딥러닝 모델 운용이 제한
될 수도 있다. 또한 GPU의 연산속도 발전에 비해 딥러닝 모델의 연산량 증가 속도가 높으
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을 간략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인공지능 윤리는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
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이슈이다. 앞서 적대적 공격에서의 밝힌 바와 같이 인공
지능 모델의 취약성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 대량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군사용 무인체계에 운용할 
수도 있고, 가짜 영상 및 뉴스를 만들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인공지
능 모델을 만들 때 사회규범 및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게 기술을 제한하고, 운영하도
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17) Tan, M., & Le, Q. “Efficientnet: Rethinking model scaling fo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2019, May). pp. 6105-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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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방 인공지능 모델의 특징과 기술과제분석

1. 국방 인공지능 개념과 특징

국방 인공지능이란 국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020년 국방 전문
가 40인(군인, 연구소, 방산기업,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방 인공지
능 기술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4%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림 5>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 활용 기대효용 질문에 자원 관리의 효율화, 위험 임무 대체 등에서 효용을 
얻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도 질문에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서 보통 
이상의 활용도를 가질 것으로 응답했다.19)

[그림 5] 인공지능 활용 기대효용(좌)과 기술 활용(우) 정도 

이렇듯 국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모
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방이 가지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방에서 활용될 
인공지능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국방 인공지능 모델을 위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다. 국방 데이터는 보안규정 및 군 전용 네트워크 사용 등으로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18) 문호석ㆍ손승연ㆍ임유신.  “국방 인공지능 추진을 위한 전문조직 구성 및 인력관리 연구”.  국방대학교 산학협
력단.(2021). pp. 21-25.

19) 윤정현. . “국방분야 인공지능 기술도입의 주요쟁점과 활용 제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79.(2021). pp.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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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으며, 데이터의 양이 적거나 불균형하여 학습하기에 불충분한 데이터일 가능성 높다. 
둘째, 성능에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방 인공지능 모델은 전투와 같이 어렵고 힘든 
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에서 사용하는 모델에 비해 그 요구 성능이 더욱 높아야 
한다. 또한, 신속ㆍ정확하게 결과를 도출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
명력과 해석력이 따라야 한다. 셋째,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방 
분야는 위협국에 의한 사이버 위협이 높다. 따라서 적대적 공격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을 무
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강건함을 가져야 한다. 넷째,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간결성이 요구된다. 국방 인공지능 모델은 드론과 같은 소형 플랫폼으로 고성능 
컴퓨팅 지원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
록 간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표 1>은 국방 인공지능 특성과 민간의 인공지능과 주요 
차이를 보여준다.

<표 1> 국방 인공지능 특성과 민간 인공지능과 차이점20)

특  성 내  용

기술적 특성
민간영역과 근본적 차이는 없으나, 설명 가능성과

적대적 공격 및 방어 연구 중요시 됨

운용환경
- 전장환경 적용 시 신속성이 우선시되며, 예측 불가 상황 발생 가능

- 가혹한 야전환경 및 다양한 군용 플랫폼에 적용가능

데이터 - 학습/훈련데이터 획득 어려움, 데이터 보안 요구

네트워크 - 폐쇄적 국방망으로 연결이 제한되는 경우 많음

요구사항 - 강건성, 안전성, 무결점 요구 등 성능기준이 높음

적대적 의도 가능성 - 민간보다 높음

성능검증, 안전,

표준기관 및 절차
- 민간보다 미비한 편

2. 국방 인공지능 모델 발전에 필요한 과제 도출

지금까지 살펴본 인공지능 주요 이슈와 국방 인공지능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인공지능 주요 이슈가 국방 인공지능의 특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슈와 특징을 고
려해야 국방 인공지능 모델이 원활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0) 박영욱ㆍ쟁재원ㆍ김승천ㆍ이우신ㆍ유형곤ㆍ이지선ㆍ이규정. (2020). p.13.을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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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공지능 이슈와 국방 인공지능 특징

인공지능 주요 이슈 국방 인공지능 특징

① 양질의 빅데이터 필요

② 딥러닝 모델의 복잡도 높아짐으로

   고성능 컴퓨팅 요구

③ 설명, 해석의 어려움

④ 적대적 공격에 취약

⑤ 윤리기준 정립

① 학습용 데이터 획득 제한

②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 요구

③ 설명력과 해석력 필요

④ 적대적 공격 가능성 높음

⑤ 야전 및 드론 등 고성능 컴퓨팅 지원이

   제한되는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 가능

이를 바탕으로 국방 인공지능 모델 발전을 위해 <표 3>과 같이 정책적 과제와 기술적 과
제를 도출하였다. 두 가지 모두 국방 인공지능 모델 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발전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정책적 과제인 데이터 확보, 컴퓨팅 환경 구축,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는 
중ㆍ장기 정책적 과제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다. 특히 윤리적인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
쳐 법적 제도와 함께 정립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국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때는 기술적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과제를 반영하여 모델을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확도를 높이고 설명성을 보장하며 적대적 공격에 강건해야하며, 
컴퓨팅 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하도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표 3> 국방 인공지능 모델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정책적 과제 기술적 과제

① 국방 데이터 확보 

② 고성능 컴퓨팅 환경 구축

③ 국방 인공지능 윤리정립

① 정확도 향상

② 신속성 향상

③ 설명성, 해석성 보장

④ 적대적 공격에 대응

⑤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토록 간결하게 개발

국방 인공지능 모델 발전을 위한 기술과제 중 정확도 향상은 모델 개발 시 양질의 학습데
이터 확보와 모델 파라미터 미세조정의 시행착오를 통해 향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과제 ②, ③, ④, ⑤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기술적 용어로 변경하면 
1)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2) 적대적 공격 대응, 3) 경량화된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모델 개발 시 정확도만 고려하지 않고 제시된 기술과제들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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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방 인공지능 모델 기술과제 해결 및 발전방안

이번 장에서는 국방 인공지능 모델이 가져야 할 기술적 과제를 바탕으로 모델개발 시 적
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적용 예시를 보여주고자 한다. 예시로 보여주는 
인공지능 모델은 국방 감시ㆍ정찰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는 이미지 분류 및 인식 분야 모델
이다. 예시 모델은 해상경계에 활용하기 위해 항공모함, 지원함, 전투함, 잠수함, 상선, 어
선, 부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군함의 종류를 분류하는 모델이다. 예시를 통해 각 기술과제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적용결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추가하여 기술과제를 접목하여 국방 인
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절차(안)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모델 개발

설명가능 인공지능 모델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 먼저, 모델 
해석의 복잡성과 관련된 것으로 “①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할 때 설명이 가능하도록 모델을
(Transparent Model) 만들어 설명과 해석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 ② 복잡하게 만들어진 
모델의 추론 과정을 설명(Post-hoc explain)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 설명의 범위가 
“① 모든 결과(Global)에 대해 설명력을 보장하는 해석인가? 혹은 ② 하나 또는 일부(Local)
의 결과만을 설명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세 번째로, 설명기법이 “① 특정 모델에만
(Model specific) 적용 가능한 것인지? 혹은 ② 모델과 관련 없이(Model agnostic) 범용적
으로 적용 가능한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 따라 XAI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은 <표 4>와 같다. 

<표 4> XAI 연구범위와 관련 모델

범주 하위범주 적용 모델 비 고

복잡도

(Complexity)

Transparent

Model
선형모델, 의사결정나무 등

모델 자체로

 설명 및 해석용이
Post-hoc

Explain
CNN, RNN 모델 - 

설명범위

(Scope)

Global 의사결정나무모델
모델 자체로

 설명 및 해석용이

Local 대부분의 기계학습/딥러닝 모델 -

적용범위

(Dependency)

Model

Specific
CNN 모델 -

Model

Agnostic
CNN, RNN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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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주는 크게 세 가지이나 적용 모델과 설명기법은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다. 인공
지능 모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방법은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방법, 결론 도출과정을 문
자로 제공하는 방법, 혹은 특정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 등이 있다.

현재 딥러닝 모델의 XAI의 연구는 ‘Post-hoc explain’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딥러닝 모델은 수백에서 수천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으며,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비선형 함수로 모델 해석이 제한된다. 따라서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
는 기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Post-hoc explain’에 대한 주요 방법론과 관련 기법은 <표 
5>와 같다.  

<표 5> Post-hoc explain 방법론21) 

구  분 설 명 관련 기법

Backpropagation

based method

모델 예측결과를 역전파하여 입력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하고, 기여도를

가시화하는 방법

Saliency

(Simonyan et al., 2013), 

LRP(Bach et al., 2015) 등 

Activation

based method

CNN 모델에서 활성화된 값들의

선형 결합한 가중치를 이용

CAM(Zhou et al., 2016),

Grad CAM

(Selvaraju et al., 2017) 등

Perturbation

based method

정보를 알 수 없는 모델에 입력의

변화를 주어 모델의 결과를 측정,

원래 입력의 변화를 해석으로 제공

LIME

(Ribeiro et al., 2016) 등

XAI의 다양한 기법 중 본 연구에는 Sailency Map, LRP(Layer-wise Relevance 
Propagation), Grad CAM(Gradient Class Activation Method), LIME(Local 
Interpretable Model Agnostic Explanation)을 이용하였다. 각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
을 하고, 군함분류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하여 결과를 해석하겠다. 먼저 입력값 , 모델 
∙, 그에 따른 출력값을 을 가지는 딥러닝 모델을 가정하겠다.

Saliency Map은 돌출지도라고 불리며 입력 데이터 중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다른 
주변 데이터에 비해 눈에 두드러지는 입력값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돌출값은 결과값 

에 대해 입력값 픽셀 에 대한 편미분의 크기를 통해 계산된다. 이 값이 클 경우 중요도가 
크다고 보고 작으면 영향력이 작다고 판단하여 이 값을 원본 이미지에 겹쳐서 중요 부분을 
나타내는 기법이다.

21) Wagner, J., Kohler, J. M., Gindele, T., Hetzel, L., Wiedemer, J. T., & Behnke, S. “Interpretable and 
fine-grained visual explanations fo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n Proceedings of the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2019) pp. 9097-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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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P는 출력값 를 타당도 점수(Relevance Score)로 간주하고 이 값을 분해하여 입
력 이미지까지 역전파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입력 픽셀 에 대해 타당도 점수를 측정하
여 가시화하는 방법이다.

Grad CAM은 입력 이미지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활성화 값(activation)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Grad CAM은 마지막 완전연결층의 Gradient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입
력 이미지에 heatmap 가중합을 구해 가시화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많
이 쓰이는 방법이다.

LIME은 ‘Post-hoc explain’ 하면서 Model agnostic한 방법이다. 기존의 방법들은 모
델의 구조와 파라미터 값을 알아야 했다면, LIME은 모델 정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 

LIME은 입력값에서 샘플 ′를 랜덤하게 생성하고 그 주변을 확장시켜가며 샘플에 대해서 
원 모델의 결과값 와 같은 결과를 내도록 학습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와 
같은 결과를 내는 sample 부분을 가시화하여 중요 부분으로 보는 방법이다.

각각의 기법을 적용하여 모델에서 항공모함을 인식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군함 분류모델에 XAI 기법을 적용한 결과

원본 Saliency Map LRP Grad CAM LIME

Saliency Map, LRP, Grad CAM의 붉은색 부분은 모델이 항공모함으로 분류할 때 큰 
영향을 끼친 부분이다. LIME은 녹색으로 가려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다. Sailency Map과 LRP는 noise가 퍼져있어 시인성은 떨어진다. 단, 항공모함의 
비행갑판과 함교 부분이 진하게 나타고 있어 그 부분을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
다. Grad-CAM과 LIME은 원본 이미지에 heatmap과 음영처리를 하여 결과를 나타내므로 
시인성이 높다. 하지만 Grad CAM은 항공모함 자체보다 항공모함을 둘러싼 배경에 더욱 
중요하게 인식함을 알 수 있고, LIME은 가시화된 부분으로는 정확히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렇듯 XAI 적용을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이 입력의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결과를 도출했
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Saliency Map과 LRP는 인간의 항공모함 인지 기준과 유사하게 
분류하고 있었으며, Grad CAM, LIME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인간과 다른 기준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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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모델 설명에 대한 정확한 평가방법이나 정량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전문지식
을 가진 사람의 기준에 따라 정성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XAI 기법 
적용을 통해 모델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결과를 도출하는지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델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또한 그 결과를 통해 모델 개선의 필요성도 확인 할 수 있다.

2. 적대적 공격 대응

적대적 공격 방법은 크게 세 가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공격이 발생하는 환경이 
컴퓨터 내부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공격과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공격이 있다. 또
한 공격 대상이 특정 목표로 오분류 하도록 공격하는 Target 공격, 원래 목표와는 다른 결
과로만 도출하면 되는 Non-target 공격이 있다. 또한 공격자가 공격하는 모델에 대한 구조, 
파라미터 값, 학습 데이터 등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따라 White-box 공격, 
Gray-box 공격, Black-box 공격으로 나눌 수 있다. White-box 공격은 공격대상 모델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을 때이며, Black-box 공격은 입력과 출력만을 알 수 있을 때, 
Gray-box 공격은 모델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만을 알고 있을 때를 말한다. <표 6>은 분류기
준에 따른 다양한 공격방법이다. 

<표 6> 적대적 공격 분류 및 방법22)

구 분 관련 방법

디지털 공격

White-box Attack

FGSM(Goodfellow et al., 2015)

PGD(Madry et al., 2017)

C&W(Carlini & Wagner, 2017)

Black-box Attack ZOO(Chen et al., 2017)

Gray-box Attack AdvGAN(Xiao et al., 2018)

물리적 공격
Sticker Attack(Eykholt et al., 2017)

Adversarial Patch(Brown et al., 2017)

국방 인공지능 모델에서 예상되는 가장 위협적인 공격방식은 물리적 공격이다. 디지털 공
격은 디지털 이미지에 특정 노이즈를 추가해 합성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 FGSM, PGD, 
CW등의 공격방법이 있다. 이러한 디지털 공격은 모델에 입력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하
는 것으로 실제 객체를 관측하는 광학 카메라에 적용은 제한된다. 하지만 물리적 공격은 <그

22) 유영준ㆍ양병희ㆍ노용만.  “영상 정보 분야의 딥러닝 기반 적대적 공격과 방어 기술 동향 분석 및 국방 분야 적
용 방안”,『국방경영분석학회지』, 제46권 제1호(2020). p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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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7>과 같이 도로표지판에 특정 Sticker를 붙여(Sticker Attack) stop 신호를 “속도제한”
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바나나에 특정 패치를 붙여(Adversarial Patch) 바나나를 토스터기
로 오분류하게 한다. 즉, 물리적 공격은 현실 세계에 적용하여 실시간 감시체계의 무력화가 
가능한 만큼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7] Sticker Attack(좌) 및 Adversarial Patch(우)23)

 이러한 적대적 공격의 원리는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을 반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오차 역
전파는 모델학습 시 예측값과 참값의 오차를 측정하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 파라미터
를 갱신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적대적 공격은 오차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옮김
으로써 오차가 커지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아래 <그림 8>은 적대적 공격에 대한 예시이다. 항공모함을 항공모함으로 정확히 분류하
는 모델이 있을 때 디지털 공격(FGSM)과 물리적 공격(Patch) 결과로 디지털 공격을 하였을 
경우 항공모함을 80% 확률로 Battleship으로 분류하였으며, 물리적 공격은 79%로 
Battleship으로 분류의 정확성이 감소하였다.

[그림 8] 적대적 공격 결과

원 본 디지털 공격(FGSM) 물리적 공격(Patch)

23) Eykholt, K., Evtimov, I., Fernandes, E., Li, B., Rahmati, A., Xiao, C., Song, D. “Robust  
physical-world attacks on deep learning visual classification”. In Proceedings of t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2018). pp. 162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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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적대적 공격에 대한 대응을 적대적 방어(Adversarial Defense)라고 한다. 적대적 
공격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대응 방법은 적대적 공격으로 만들어진 적대적 예제를 다
시 훈련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대적 예제를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적대적 예제로 재훈련한 모델에서도 또 다른 적대적 예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완벽한 방법
은 아니다. 적대적 방어의 다른 방법은 학습 기울기 자체를 숨기거나 기울기 자체를 정규화 
방법을 통해 모호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학습 기울기를 이용하지 않는 적대적 공격
에 대해서는 대응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으며, 타 모델을 이용해 적대적 예제를 생성하는 적
대적 공격 전이성을 이용하면 무력화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로 적대적 예제 자
체를 탐지하는 방법으로 적대적 예제를 탐지하는 추가 모델을 만들거나 결과의 일관성을 확
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방법 또한 적대적 예제 탐지를 위한 추가 데이터가 필요한 단점
이 있다. 이러듯 다양한 방어기법들이 있지만 완벽한 방법이 없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국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때에는 모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
양한 방어 기법을 적용하여 적대적 공격에 강건하도록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림 9>는 적대적 예제의 탐지 방법으로 차원축소방법인 t-SNE(Stochastic Neighbor 
Embedding)와 생성 모델인 AutoEncoder를 이용한 예시이다.  t-SNE는 딥러닝과 같은 
비선형 모델의 고차원 결과를 축소하여 가시화하는 방법이고, AutoEncoder는 원본과 유사
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원본↔생성 이미지간의 오차를 확인하여 임계치 이상의 오차가 발생 
할 경우 이상치로 탐지하는 방법이다. <그림 9>의 각 포인트 색은 분류 모델의 클래스(항공
모함 : 주황색 등)를 나타낸다.

[그림 9] 적대적 예제 탐지 예시

  t-SNE Auto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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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NE의 중간부분의 파란색 점은 잠수함을 해상부이로 오분류 하도록 만든 610개의 
Patch 결과를 2차원 좌표에 나타낸 것이고, 나머지는 원본인 항공모함, 전투함 등의 원본 
이미지 범주별로 2차원 좌표로 나타낸 것이다. Patch 이미지 일부가 원본 이미지와 겹치기
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포로 나타나 시각적으로 적대적 예제를 확인할 수 있다. 우측은 
AutoEncoder를 활용해 원본 이미지를 재생성 했을 경우 원본과 재생성 이미지의 오차를 
확인한 것이다. 대부분의 재생성 오차는 0.1 이하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림 9>의 항공모함 
적대적 예제(X 표시)에 대한 재생성 오차 또한 0.1 이하로 나와 특이 데이터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적대적 예제를 완벽히 방어하거나 탐지하는 완벽한 방법은 없다. 따라
서 다양한 방어기법을 중복 적용하여 상호 보완하는 방법으로 방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경량화 인공지능

딥러닝은 깊은 레이어로 구성된 모델이다. 따라서 파라미터가 많고 이에 비례하여 연산량
이 증가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요구된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나 
사물인터넷, 소형전산기 등은 고성능의 컴퓨팅 탑재가 제한되고, 대량의 연산이 지속될 경
우 소형 플랫폼의 배터리 소모로 기기의 본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모바일 
기기 등 저성능 컴퓨팅 환경 장치를 위한 경량화된 딥러닝이 필요하다. 모델을 경량화하기 
위한 방법론은 <표 7>과 같다.

<표 7> 경량화 기법 요약24) 

구  분 요 약

가지치기(Pruning)
기준값 이하의 가중치나 뉴런을

제거하며 반복 학습

지식증류

(Knowledge Distillation)

기 학습된 모델을 teacher 모델로 하여 경량화된 student 모델을 

학습

양자화(Quantization)
가중치, 활성화 값, 기울기 값을 보다

 낮은 비트 너비로 표현

경량 디자인

(Compact Network Design)

연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딥러닝 모델의 구조를 변경

 

가지치기란 딥러닝의 모든 파라미터가 결과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레이어, 뉴런을 제거하여 파라미터를 줄이

24) 이경하ㆍ김은희.  “딥러닝 모델 경량화 기술 분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20).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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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말한다. 지식증류는 Hinton et al.(2015)에 의해 처음 제안된 방법으로 기 학습
된 여러 모델을 앙상블하여 보다 작은 모델로 학습시키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양자화는 
32비트 부동소수점 기반의 학습 파라미터 값을 이보다 낮은 비트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즉, 
32비트 부동소수점으로 표현되던 파라미터 값을 1비트 혹은 2비트 등으로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 경량 디자인은 모델 자체의 구조를 바꾸거나 일반적인 공간 합성곱(Spatial 
Convolution) 연산의 연산량을 줄일 수 있는 Depthwise Seperable 합성곱 연산, 
Dilated 합성곱 연산 등으로 바꾸는 알고리즘적 접근방법이다.

이중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본적인 공간 합성곱 연산과 Depthwise Seperable 합성곱 
연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입력 이미지의 크기가 H×W이고 rgb(red, green, blue) 3개의 
컬러 채널로 입력되고 합성곱 필터의 크기가 3×3×3 M개로 구성되었다고 하자. 공간 합성
곱 연산의 경우 한 개의 결과를 얻기 위헤 입력값에 3×3×3 필터를 적용하고 필터 수 M번 
만큼 연산하여 총 27×M번의 연산이 이뤄진다. 반면 Depthwise Seperable 합성곱은 입
력 채널(r, g, b)을 분리하여 3×3 필터 연산을 하는 Depthwise 합성곱 연산을 한 후 채널 
연산결과를 결합하고, 1×1×3을 필터를 M번 연산하는 Pointwise 합성곱 연산을 이용한
다. 이를 통해 총 계산량은 27+3M(=3×3×3+3M)이 된다. 따라서 약 1/9의 계산 및 파라
미터 감소를 이룰 수 있다.

<표 8> 공간 합성곱 연산과 Depthwise Seperable 합성곱 연산 비교

(입력 : H×W×3, 필터 : 3×3×3 M개)  

구분 공간 합성곱 연산
Depthwise Seperable

 합성곱 연산

1 output 계산량 3×3×3×M = 27×M
(3×3×3+1×3×M)

=27+3M

파라미터 수
3×3×3×M×H×W=

27×M×H×W

(3×3×3+1×3×M)×H×W

=(27+3M)×H×W

여러 경량화 기법 중 본 연구에서는 경량 디자인을 적용하여 Mask RCNN을 경량화 하였
다. Mask RCNN은 He et al.(2017)에 의해 제안된 객체 분할 및 탐지 모델로서 <그림 10>
과 같이 이미지를 입력받아 관심 영역을 분할하여 탐지 및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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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Mask RCNN 예시

 

함포

(99.2%)

유도탄

(94.2%)

군함

(100%)

 

(좌 : 입력 이미지, 우 : Mask RCNN 결과 (군함, 함포, 유도탄 탐지))

Mask RCNN은 입력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ResNet50/101이라는 CNN 모
델을 기본 backbone으로 이용한다. 하지만 ResNet은 50 또는 101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모델이다. 따라서 기본 Mask RCNN을 경량화하기 위해 backbone을 MobileNet V1으로 
대체하였다. MobileNet V1은  Depthwise Seperable 합성곱 연산을 적용하였다는 특징
이 있다. 이러한 경량구조 기법을 적용하여 <표 9>와 같이 모델의 크기와 파라미터 수가 
66% 감소하였으며, 1-샘플 이미지의 추론 시간도 0.78초에서 0.71초로 약 9% 빨라져 신속
성도 증가하였으나, 정확도는 약 3.9%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확도는 모델 재학습 및 미세
조정을 통해 향상이 가능하므로 제한점으로 작용 되지 않으며, 더 작은 모델로 효율적으로 
모델을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9> 기본 Mask RCNN과 경량 Mask RCNN 결과 비교25) 

구  분 기본 Mask RCNN
Mask RCNN

with MobileNet V1

모델크기

(Mega Byte)
244MB 83.2Mb(↓66%)    

총 파라미터 수

(백만)
63.7M 21.7M(↓66%)

1 샘플 이미지

추론 시간(초)
0.78s 0.71s(↓8.9%)

정확도(mAP) 87.62% 84.18%(↓3.9%)

25) 박진영ㆍ김정환ㆍ문호석. “경량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고가치(HVU) 군함 Image Segmentation에 관한 연
구”.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2021. 6. 4.), pp.3982-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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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방 인공지능 모델 개발 시 기술과제 적용(안) 및 정책제안

본 절은 기술과제를 적용하여 국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적 과제 적용 시 국방 인공지능 모델의 결과 도출 과정을 
미세하게 확인 가능하며, 적대적 공격에도 강건하고, 경량화하여 학습과정 및 추론속도가 
빨라짐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국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 시에는 기술 고려사항을 적용하여 
모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 개발과정은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데이
터 수집 및 전처리, 학습 및 미세조정의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국방 인공지능 모델은 기술
과제를 적용하기 위해 <그림 11>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개발 목표
를 설정하고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한다. 다음으로 모델이 적용될 환경을 고려하여 경량
화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적용할 모델을 선정하고 학습 및 성능 검증을 실시한다. 이때 성
능검증은 단순히 정확도를 평가하는 성능뿐만 아니라 XAI를 적용하여 사람의 판단기준과 
유사하게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대한 설명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람의 
판단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결과를 도출한다면 모델개발 전반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후 적대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적대적 
예제를 생성하고 이를 재학습 또는 탐지하는 네트워크를 추가하여 모델의 강건성을 확보한
다. 최종적으로 미세 조정을 통해 모델 정확도, 설명력, 강건성 등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 
시킨다.

[그림 11] 국방 인공지능 모델 개발 절차(안)

<As I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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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기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과
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군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시 국
방 인공지능 모델의 기술적 해결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적대적 공격’, ‘경량화된 딥러닝’ 등을 위탁교육시 연구해야 할 주제로 
부여하여 연구하도록 과업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석ㆍ박사학위 과
정간 인공지능 모델의 기술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위탁교육 종료 후 국방에 돌아
와서 자체 기술개발 혹은 용역개발 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인력 위탁교육을 통한 발전방안에 추가하여 현재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
는 군사과학기술병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군사과학기술병은 석사 재학 이상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로 육군 인공지능 발전처, 빅데이터 센터 등 150여 개의 직위에서 근무
중으로 전문지식과 함께 민간에서 석박사 기간 중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여 문제해결 능
력이 있는 자원이다.26)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국방 인공지능 모델의 기술적인 과제를 연구
하고 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전문인력 활용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기술과제 연구를 하기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방내 조직이 ’21.7월에 국방부에 인공지능 TF가 만들어져 있으나 소
규모이고, 육군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조직이 없는 상태이다. 당장은 국방부의 
인공지능 TF가 기술적 과제를 주요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육군에서라
도 육군내 인공지능관련 조직을 활용하여 국방 인공지능 모델의 기술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조직내 과업으로 선정하여 연구해 갈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인공지능은 스마트 국방의 핵심동력으로 전투, 전력증강, 인사, 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 접
목하여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국방은 민간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민간의 모델을 그
대로 받아들이기는 보다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연
구를 통해 인공지능의 주요 이슈와 국방 인공지능의 특징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방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기술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과제로 국방 
데이터 확보, 고성능 컴퓨팅 환경 구축, 윤리문제 해결을 제시하였다. 기술적 과제로 정확도 

26) 문호석(2021), pp.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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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신속성 향상, 설명성 보장, 적대적 공격 대응,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토록 간결한 모델
개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깊게 다뤄지지 않은 기술적 과제에 집중하여 기술과제에 
대한 개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적용 예시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기
술과제를 반영하여 국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과 정책적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방 인공지능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국방 인공지능 모
델이 가져야 할 기술적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필요하게 관리해야 할 국방 모
델 혹은 관리체계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 인공지능 모델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국방 인공지능 모델 개발 절차를 제안하였
다. 또한 인력 및 조직 측면에서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연구에서 제기한 국방 인공지능 모
델의 기술과제는 현 단계에서 식별된 제한점이다. 향후 인공지능 의 발전에 따라 더욱 많은 
기술과제가 식별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식별한 기술과제를 기초로 더욱 많은 과제를 식별
하고,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국방 인공지능 모델이 발전하고 이것이 국방 분야에 잘 활용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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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fense AI model technical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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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chnological challenges that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AI) model should have and to suggest solutions. In particular,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that an AI model to be applied 

to a defense environment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rivate sector should have.

The defense AI model has several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civilian AI 

model. First, since it is applied to urgent and risky decision-making such as combat, the 

demand for promptness and accuracy of results is higher than civilian AI. Second, 

explanatability and interpretability must be guaranteed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Third, the threat of adversarial attack that neutralizes the model by the hostile 

country is great. Fourth, since it can be operated on various platforms such as field battles 

or ships and aircraft, it is necessary to make it concise.

Three technical tasks were derived for the defense AI model to satis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environment. First, we need to develop an explainable AI 

model.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not only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model, but 

also to determine the improvement status of the model. Second, adversarial defense 

techniques must be applied to counter adversarial attacks that intentionally neutralize the 

model. Third, it is necessary to apply a lightweight deep learning algorithm that increases 

the processing speed and simplifies the model so that it can be applied even on platforms 

where high-performance computing environments ar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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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various methodologies for solving the identified technical tasks were 

introduced, and practical application examples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of ships were 

presented to suggest appropriate methodologies for each technical task. We expect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fense AI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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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논문의 심사

가. 공모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고 논문 접수(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rinsa.jams.or.kr)을 통해 접수)

※ 논문 투고 시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보고서 제출

(2) 편집위원회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회부 결정

※ 제목 및 내용이 학술지에 적합하지 않은 투고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함.

(3) 논문심사 의뢰(심사는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인이 선정

한 심사자 3인) 

(4) 논문심사 결과 접수 및 심사 판정

(5) 최종 판정된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

(6) 논문게재 시 투고일, 심사(수정)일, 게재확정일을 각 논문 후미에 게재

나. 공모논문의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자 수, 심사방법, 심사기한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각 전공별로 교내외 심사위원 후보군을 선정하고 투고논문의 심사자를 

추천하되, 가능한 교외 전문가가 심사하는 것을 장려한다. 특히, 투고된 논문의 저자

가 교내의 저자일 경우에는 교외 심사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3인에게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

한다. 

(3) 논문심사, 편집위원회 회의, 편집자문위원회 회의는 투고자를 익명으로 한 후 시행하

며, 심사과정 혹은 회의과정에서 편집간사는 필요한 경우 논문상 저자를 추측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할 수 있다.

(4) 논문의 심사는 각 호별 최종마감일 이후 시행하며, 마감일 이후 45일 이내에 투고자

에게 심사 결과를 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은 연중 상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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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및 집필요령

I. 투고 안내

1. 보내실 글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하며, 순수

창작물이 아닌 경우 그 내용을 밝혀야 하고, 학술성과 시사성을 갖춘 논문이어야 한다.

2.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에 기고된 원

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3.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에 귀속된다.

4. 기고논문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rinsa.jams.or.kr)을 통해 제

출하여야 하며, 한글요약(400자 내외) 및 핵심어(5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 정보(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명기한다.

6.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본문과 각주에는 저자를 알아

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하지 않아야 한다.

7. 원고 집필요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8. 논문제출 시 논문유사도 검사후, 검사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이메일 rinsakj@kndu.ac.kr

로 제출해야 한다.

II.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문헌을 합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A4 용지 17~18매)로 한다. 분량 계산은 <글>의 문서정보-문서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2.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표기

가. 인용
      1) 직접 인용은 “……”로 표시한다. 단, 인용구가 3행 이상일 때는 본문과는 별도의 

단락으로 작성하되, 본문 활자보다 1포인트 작게 한다.

      2)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문의 끝 부분 상단에 주 번호를 달고 그 引用源을 각주

에서 밝혀 준다.

      3) 재인용의 경우에는 누구의 어느 책에서 재인용한 것인지 그 引用源을 그대로 밝

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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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주 작성요령
      1) 저서

        가) 황병무.『전쟁과 평화의 이해』(서울: 오름, 2001). p. 302.

        나) Bose, Partha. Alexander the Great's Art of Strategy (New York：Gotham Books, 

2003), p. 98.

      2) 논문

        가) 남궁곤.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의 구성주의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제43집 

제4호(2003), pp. 7-30.

        나) Nye, Joseph S.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8, No. 4 

(Winter 1999), p. 21.

      3) 편저서

        가) 이홍구. “마르크스와 정치이론.” 이홍구(편). 『마르크시즘 100년』(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4), p. 120. 

        나) Strange, Susan. “IMF: Monetary Managers.” in Robert W. Cox and Harold 

Jacobson (eds.). The Anatomy of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3), p. 277. 

      

       4) 번역서

            Baylis, John. 박창희(역). 『현대전략론』(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pp. 156-157.

       5) 학위논문

           홍길동. “조선시대 병영 연구.”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4), pp. 25-26.

       6) 세미나 및 학회 발표논문

           김창수.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정책.” 『아태지역 국가리더십 변화와 안보 도전: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 안보문제연구소 제3회 국제공동학술회의(2013. 4. 11),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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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가) 황병무(2001), p. 300.

         나) Bose(2003), p. 90.

         다) 남궁곤(2003), pp. 25-28.

         라) Nye(1999), p. 27. 

      8) 인터넷 자료

          홍길동, “한국의 국방정책,” http://www.dic.mil/jcs/core/nms.html (검색일: 2005. 

5. 4).

      9) 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일보』(2003. 4. 19).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Weekly Review. May 3, 2002, p.19.

다.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기재하

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외국어(일본어, 중국

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별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

로 배열한다.  

      3) 참고문헌의 기본 양식은 각주 작성요령과 동일하다. 다만 마지막의 쪽수는 제외

한다.

Ⅲ. 기타 참고사항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는 풀어서 쓰고, 

그 다음 번부터는 약어를 사용한다.

  2. 본문 속의 제목들(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에 사용하는 기호 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①, ㉮ 등의 순으로 한다.

  3. 표 및 그림에는 제목을 붙여야 하고 <표 1>,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구분하여 작

성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예) 출처: 한국은행, 「통계연감」 (1985),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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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문 속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5.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 제목 우측 상단에 

별도의 각주표시로 기재할 수 있다.

  6. 저자의 소속 및 직위는 저자명 우측 상단에 별표(*)각주로 기재하되, 공저의 

경우에는 대표저자를 *, 제2공저자를 **, 제3공저자를***...순으로 표기한다. 필요한 

경우, 대표 저자의 이름을 별표 각주에 다시 명기할 수 있다.  

 ※ 심사 후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1) 논문의 한글 제목 및 영어 제목,(2) 저자 

의 한글 성명 및 영문 성명, (3) 3~5개의 한글 및 영문 핵심어(Key Words), (4) 200단

어(words) 내외의 영문 요약문, (5) 200자 내외의 한글 ‘저자 소개문’(소속 및 지위, 

주요 연구관련 경력, 최종학위 수여 기관 및 최종학위 논문제목, 전공분야, 저서 및 

대표 논문들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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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

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

해” 학술적 분석과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할 것

입니다.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 쟁점과 접점 

김예경(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해상수송로 안보와 미국의 외교정책: 레이건 행정부의 쿠웨이트 유조선 군사적 보호 결정 

장성일(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 중국의 정보통제와 코로나19 초기대응 

정주연(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신은비(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생)

•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아베 정부의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 

송지연(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북한 시장화의 정치학: 김정은 시대, 경제적 변화의 정치적 함의 

윤철기(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부교수)

• 한국 유권자의 당파 정렬과 투표 선택: 2012년 및 2022년 대통령 선거 비교 

김정(북한대학원대 부교수)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안내

보내실 글은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은 경남대 극동문제연

구소에 귀속됩니다.

∙발 간 일: 3/ 6/ 9/ 12월 말일 (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최대 150매 이하)

∙원고접수: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편집실

전화: 02) 3700-0708

온라인투고: 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 투고를 환영합니다 ▮
국방정책연구는 국방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이론적 ․ 실증적으로 다룬 논문과 연구 자료를 수록하는 전

문학술지로서 2008년 학술진흥재단의 국내학술지평가에서 ʻʻ등재학술지ʼ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계와 연구

기관의 연구자들, 관련 업무 전문가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기고를 바랍니다.

A. 다른 곳에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글이어서는 아니 되며, 순수한 창작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연구 

프로젝트의 요약이나 재정리 등)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B.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는 기고된 원고의 반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 보내실 곳：한국국방연구원 KIDA Press 국방정책연구 담당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02455)    전화 / 02)961-1291

한국국방연구원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 http://jdps.kid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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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지역 주요국의 ‘안보협력 경향’에 관한 연구 / 김명수, 정재호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잠정조치 사례연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억류 사건을 중심으로 / 고은수

• 효율적 우주작전을 위한 합동우주부대 편성방안 / 박지민

• 휴대전화를 활용한 내부고발과 국방정책 의제설정 변화:

토픽모델링 분석 / 변석언, 하민, 황원준

• 청년층의 병역이행 형태별 노동시장 성과 분석:

첫 일자리 취업연령 및 임금을 중심으로 / 김승태, 김욱기

• 국방 신속획득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신기술 활용의 통합적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 박시우, 김법연, 권헌영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통일연구원은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며,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일정

책연구』를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관련 연구자분들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일반논문

• 북한 연구와 신유물론의 접점: 일상생활연구를 위한 ‘행위적 실재론’·‘사이보그 선언’의 방법론적 가능성

/ 박민주

• 북한의 상징 정치: 김정은 시대 삼지연 중심으로/ 박성열·정원희·한지만

• 북한 대기오염방지정책과정의 영향요인 연구: 조직행태 모델의 적용/ 허선혜

• 파키스탄 및 북한의 핵전략 연구: 비핀 나랑의 ‘비대칭 확전 태세’의 접근과 한계를 중심으로

/ 김민성·임현지

• EC-121기 사건과 미국의 한반도 위기에 대한 대응/ 김차준

• 통일 이후 남북 사회통합 요인분석: 북한이탈주민 FGI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신재은·조문영·이석원

• 한중수교 이전 양국관계 발전과정을 통해 본 비정부행위자의 역할 및 정부와 협력관계 (1979~1989년)

/ 서수정

통일정책연구 원고 모집 안내

▶ 기고할 논문은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원고매수는 국문 원고지 120매 내외입니다.

▶ 문의 및 제출처
∙ 통일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 및 http://kinu.jams.or.kr 공지사항 내 제출양식 및 

기획주제 등 공지

∙ 논문원고는 http://kinu.jams.or.kr 회원가입 후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이메일 kinups@kinu.or.kr, 전화 02)2023-8203, 팩스 02)2023-8293로 연락바랍니다. 

▶ 제출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 가 전 략
제28권 1호, 2022년 봄 [통권 제99호]  

『국가전략』은 세종연구소에서 연 4회 발간하고 있는 전문학술지(한국연

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국

가전략을 모색하고,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에 창간되

었습니다. 

 본 학술지는 한국의 통일·외교·안보 전략과 정책 및 국가전략 수립을 위

한 국제정세 분석과 주요 국가 연구 등의 주제를 편집대상으로 하고 있습

니다. 세종연구소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 한국형 전략사령부 창설 방안의 모색 / 정경운

• 미중간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 주변지역 군사분쟁 전망 / 박영준  

• 트럼프-시진핑 시기 미중경쟁: 탈동조화 경제안보전략의 한계와 중간국가의 부상 / 윤대엽

•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가능성과 중국 변수: 제도화된 협력의 현상변경 / 
박창건･윤석정  

• 테러와의 전쟁과 무인항공기 공습 증가 요인 연구: 오바마 행정부의 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 황원준

• 코로나19 재난 지원금과 유권자의 정치적지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정부신뢰 변화를 중심으로 /   신정섭 

• 1991년 남북 단일팀 성사와 단절에 관한 고찰: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중심으로 / 최진환

『국가전략』 원고모집

⊙ 보내실 글은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합니다. 보

내신 글은 돌려드리지 않으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구소의 편집방향과 편

집기준에 따라서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 상황에 따라 이월 게재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채택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됩니다.

 ⊙ 보내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분량으로 150매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는 반드시 

‘『국가전략』원고 집필 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원고와 더불어  ‘400자 내외’ 한글 요약문, ‘200 단어’의 영문 요약문과 국･영문 핵심어 3~5개를 

작성하여 투고자의 연락 주소, 전화/휴대폰, E-mail 주소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 원고는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s://dbpiaone.com/sjr/index.do)에
회원가입 후 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국가전략』 편집위원장 정성장 

E-mail: nationalstrategy@sejong.org   전화: 031-750-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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