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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략사령부 창설 방안의 모색
1)

정 경 운*
❖요 약❖
전략사령부 창설 검토는 문재인 정부가 국
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지금은 잊혀진 상태
이다.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과
ICBM 실험, 6차 핵실험 등으로 전쟁 위기가
높아졌으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화
분위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
의 전략사령부 창설 검토도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그 후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되지 않았
고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은 지금도 증강되고
있다. 중국의 위협은 우리 눈앞에 현실화되었
고 우주 위협도 멀지 않은 기간에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무기체계의 고도화는 싸우는
개념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
한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우리 군의 능력

과 태세는 충분한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전략사령부 창설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
으나 전략사령부 창설에 따르는 어려움도 만
만치 않을 것이다. 전략사령부의 임무와 기능
설정, 부대 편성과 지휘관계 설정, 한미의 협
조, 각종 이익 단체의 반대, 정치･외교적인 부
담 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예상되는 어
려움은 우리의 지혜와 노력의 결집을 통해 극
복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국방개혁의 일환으
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면 미국의 협
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행동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퇴보는 자명하
다.

핵심어: 전략사령부, 북한 핵위협, 국방개혁, 지휘체계

Ⅰ. 문제의 제기
전략사령부(이하 전략사)는 국가의 전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군부대나 무기체계
를 지휘하는 사령부이다. 특히, 핵무기를 운용하는 국가는 명칭은 다르지만 전략
사를 운용하고 있다. 북한도 보유한 핵무기를 운용하는 전략군1)을 두고 있어 우리
DOI: 10.35390/sejong.28.1.202202.001
* 한국군사학회 연구위원
(육군 예) 중령, 합참 핵･WMD대응센터, 합참 군사전략부에서 근무)
1) 기존 육군 산하 미사일지도국을 2012년부터는 전략로케트군으로 호칭하였다가 2014년부터는
부대명칭을 전략군으로 변경하였고 예하에는 13개 여단을 편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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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략사 창설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시 전략사 창설 검토를
국정과제로 선정2)하면서 군과 여러 국책 기관에서 전략사 창설의 필요성과 대안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합동군제3)에서 늘 그러하듯 군의 조직체계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물밑에서는 각군의 경쟁과 견제, 눈치보기와 여론 조성 등과 같
은 일들은 오히려 일상적이다. 군사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략사 창설 여부를 건
의해야 할 군은 먼저 상부의 지침을 기다렸고 상부는 어떠한 지침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략사 창설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리가 전략사를 창설할 필요
성이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부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계, 전･평시 지
휘체계 분리와 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와 같은 문제
제기까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전략사 창설 관련 정책과제를 연구했던 한국국방
연구원(KIDA)도 전략사 창설은 기존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
서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하였다.(이병록 2021) 그러나 아쉽게도 추가적인 논
의는 충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
했다.4) 무엇보다도 군내외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2018년부터 평화 분위가 조성되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였고 그해 5월 24일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신 기자단을 초청한 가운데
갱도와 각종 시설을 폭파5)하여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였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비핵화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가 전략사 창설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형태의 전략사 창설이 아닌 OO의 예하 조직
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중앙일보 2019.2.19.).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비핵화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현재까지 비핵화 협상은 교착된
상태이다. 2018년 이래로 북한의 핵능력이 동결되었거나 감소되었다는 증거는 어
2)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분야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의 국정과제(85번)로‘북핵 ․ 미
사일 위협 대비 전담조직 설치 검토’로 전략사 창설 여부를 검토하였다.
3) 육･해･공군이 고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3군의 일부 기능을 통제하는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있는 군제
4) 2017부터 몇몇 국책 기관에서 전략사 창설과 연관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나 정책에 반영한
연구결과는 없었다. 특히, 전략사 창설 관련 정책과제를 직접 연구한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전략사 창설은 지휘체계의 중복,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하였다.
5)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3개와 각종 지원시설을 폭파하였으나 각 갱도는 약 30m × 3곳만 폭
파되어 95% 정도는 온전한 상태로 추정되고 가장 핵심 시설인 기폭실은 폭파하지 않았다. 물
론 핵실험에 필요한 각종 계측장비는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하게 보관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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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도 발견할 수 없다. 북한은 현재까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을
지키고 있으나 지난 1월 19일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결과 그동
안 신뢰조치와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6) 그들의 핵능력 고도
화는 지속되고 있는 것을(브루스 베넷 외 2021, 23-36)7) 우리는 똑똑하게 목도하
고 있다. 특히, 2021년 초 8차 노동당대회 이후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SLBM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박재완 2021).
지난 4년간 북한의 핵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동안 우리의 대응능력과 태세도 그만
큼 증가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접근을 지원하
기 위하여 우리의 군사적 능력과 태세는 만족할 만큼 증강되지 못한 면이 많다.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접근 방식이 유효할지 모르겠으나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의
접근 방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선의에 기대한 외교적 접근은 많은 한계를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그 한계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여당 김병주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우여
곡절 속에서 2021년 2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략사
창설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동아일보 2021.6.15.).
만약 우리가 전략사를 창설한다면 우리 군도 수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
이다. 그 가운데 수많은 도전 과제들도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전략사 창설은 미래
에 관한 일로 작전 - 전략 - 정치･외교적 영역을 포함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로 축적된 연구도 일천하고8) 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그저 참고사례일 뿐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직접 관련된 참고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논리가 개념
적일 수밖에 없었고 또한 대부분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도전 과제는 단지 극복해야 할 대상이고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6) 북한은 “우리가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7) 2021년 4월 RAND와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연구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에서 북한은 2020년까지 핵탄두 67개~116개를 보유했을 것이며, 2027년까지
151개~242개를 보유할 것으로 평가했다.
8) 군내에서 보고 목적으로 산발적인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비밀로 취급하여 공개된 자료는
없다. 군구조와 연계하여 전략사 창설 관련 단편적인 연구는 있었으나 매우 제한된 논거로 정
책을 결정하기에는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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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국전쟁 이후 고착된 우리 군의 전략과 작전개념, 지휘
체계, 부대구조와 배치 등을 비판적으로 재조명해보고 변화된 전략환경도 오로시
담아내어야 한다. 지난 제 53차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9) 마련에 합의하였다. 명백히 현존하고 점증하는 북한
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 국방개혁 2.0에 따른 한국군의 변화와 함께 연합지휘체계
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한다(이데일리 2021.12.2.).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 좋은 기
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사 창설은 순수하게 군사적 조건과 판단을 넘어서
정치･외교적 조건도 고려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제부터라도
2017년 당시에 부족한 부분을 되짚어보고 전략사 창설의 출발점인 군사적 필요성
부터 냉철하게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략사 창설의 군사적 필요성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전략사 창설을 전제로 전략사 창설 방향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접근을 시도해볼 것이다. 세부적인 전략사의 임무와 기능, 부
대편성, 지휘체계, 창설을 위한 로드맵과 같은 문제들은 정책 당국자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여하튼 본고가 전략사 창설 검토에 도움이 되었으
면 한다.

Ⅱ. 전략사 창설의 필요성
1. 한반도와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
1) 북한의 핵위협과 한반도 미래전 양상
우리에게 당면한 위협과 다가오는 위협은 기존의 위협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
존에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당면한 최대의 위협이었다. 비록 북한의 재래식 전
력이 낙후되었다고 하지만 재래식 전력의 총합은 약화되지 않은 가운데 이제는 북
한의 핵위협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은 2017년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고
그들의 핵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다(신승기 2020). 2018년 이후 동결하고

9) 한미 국방부 장관이 대표로 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미연합사에 하달하는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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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핵과 ICBM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10) 한미의 재래식
연합전력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억지할 수 있을 것이나 핵위협을 억지할 수는
없다. 물론 미국은 우리에게 확장억제 제공을 공약하고 있으나 미국 본토를 타격
할 수 있는 북한의 핵능력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안보구조에서 북한은 전술핵무기와 5대 핵심 전략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11) 2021년부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투발수단12) 개
발을 위한 비행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박재완 2021). 신형 KN-23의 시험발사, 열
차를 이용한 KN-23 시험발사,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화성-8형 시험발사,
KN-23을 개량한 것으로 보이는 소형 SLBM 시험발사가 있었다(이흥석 2021).
올해도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13)을 포함하여 벌써 7회 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순
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였다. 북한은 지금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대
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
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전술핵으로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함형필 2021).14) 북한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술핵은
전략핵15)보다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소규모 살상과 파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
이면서 군사적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이 가능하다. 북한의 전술핵 보유는 핵문
턱(Nuclear Threshold)을 낮출 것이며16) 반대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면 핵전
10) 김정은이 주제한 노동당 정치국회의 결과 선제적 신뢰구축조치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를 재검토하고, 잠정 중지하고 있는 핵실험과 ICBM 실험을 재개
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1월 19일 발표하였다.
11)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공개한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
ICBM(대륙간탄도탄), 다탄두 개별유도기술(MIRV), 핵추진 잠수함과 SLBM, 군사정찰위성이
포함된다.
12) 최근 북한이 시험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소형 SLBM에 탑재할 탄두의 종류는 알 수
없다. 다만, 전략적･전술적 필요성,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의 크기와 무게,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정도 평가 등을 고려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3)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1일에 시행한 3차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실험에서 원뿔형
탄두를 장착하고 비행거리는 1,000km, 240km를 강한 선회비행하여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였다.
14) 북한의 핵개발 전략은 2가지 경로로 추정된다. 우선 전략핵을 개발하여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억지하고 이와 병행하여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제 사용이 가능한 전술핵을
개발하는 것이다.
15) 투발수단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지만 전술핵과 전략핵의 구분을 공식적으로 정의한 것은 없다.
여기에서는 폭발력을 기준으로 대략 수십kt 미만이면 전술핵으로 수백kt 이상이면 전략핵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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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높아질17)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와 능력의 변화는
장차 한반도에서 전쟁양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
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전쟁을 결심한다면 이길 수 없는 재래식 전쟁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그 방법
은 핵능력을 바탕으로 재래식 전력과 통합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핵
무기를 배경으로 다양한 정치･외교･심리적 수단으로 우리의 경제적･사회적 혼란
을 조성하여 최종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실제 전쟁이나 전쟁상태가 아닌 회색
지대 전쟁, 국지적인 긴장을 계기로 핵무기로 위협하여 우리의 혼란을 유도하는
심리전, 백령도와 같은 작전적 목표나 서울과 같은 전략적 목표를 기습적으로 점
령하고 핵무기로 위협하여 우리의 양보를 강요하는 제한전,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
를 배합하여 짧은 기간에 한반도를 석권하는 전면전, 재래식 전면전에서 핵무기로
위협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종전을 유도하는 전쟁의 양상까지 생각할 수 있다. 북
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전쟁양상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재래식 전력
에 기반하여 전면전을 대비한 기존 작전계획 5015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
다. 한미는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전쟁계획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난
제53차 SCM에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 마련에 합의
하였다. 이러한 한미의 변화도 변화된 전략환경을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을지 유
심히 지켜볼 일이다.

2) 미래 전장영역의 확장과 합동성18) 요구
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지금의 지상, 해상, 공중 위주의 전쟁에서 미
래에는 우주, 사이버, 전자기, 심해저, 인간의 인지 등으로 전장영역이 확장될 것
이다. 각각의 전장에서 다른 전장으로 정보, 인원, 플렛폼, 무기, 물자 등의 이동도
16) 핵문턱이라는 것은 보통 재래식 전쟁에서 핵전쟁으로 확전되는 것과 최초 핵사용을 의미한다.
핵문턱의 높이가 중요한데 필자는 북한의 국력, 국토의 크기, 인구, 북한의 지정학적 환경,
동맹, 재래식 전력, 군사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북한의 핵문턱은 이스라엘에 비해
상대적으로 2배 정도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17) 재래식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북한의 핵사용 전략은 비대칭 확전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18) 합동성의 목적은 개념발전, 군사력 건설, 작전수행 등 모든 군의 활동에서 전투력 상승을 극
대화시켜 전승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형 전략사령부 창설 방안의 모색 11

훨씬 제한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다영역작전(Muiti - Domain Operations)19)
이다. 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발전은 이러한 전장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무기의 치
명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전장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장 운용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의 작전개념, 무기체계, 부대구
조, 지휘체계, 편성 등도 진화할 것이다. 이러한 진화와 더불어 통합성을 발휘하는
효율적인 지휘조직도 필수적이다. 미군도 이러한 변화를 받아드려 육군의 다영역
작전(MDO)을 합참 차원의 합동전영역작전(JADO)20)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작전개념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부대의 편성과 구조도 혁
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 군도 미래 확장된 전장영역을 이용하고 변화된
전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앞서가고 있는 미군의 변화도 주
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의 노력과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출발점인 위
협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통합적이지 못하다. 모든 위협은 육･해･공군이 합동하여
대응해야 한다. 위협에 대응하는 각군의 수단(부대, 무기체계 등)도 다양하고 충분
하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을 보면 해양으로 오는 위협은 해군이 주도하고 있어 지
상군의 역할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심 전력으로 수조원이 소요되는 미
사일의 전력화와 그 미사일의 운용에 충분한 합동성이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이
다.21) 그리고 우주로 전장영역의 확장에 대비해야 한다. 변화된 전장영역과 새로
운 위협에 대응하는 조직(부대)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지휘체계도 발전시켜야 한
다. 비록 일각이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 창설의 필요성을 주장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다(홍규덕 2021, 264-276).

3)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중국은 A2AD 전략을 추구해왔고 2050년에 세계 일류군대를 목표로 군사력을
19) 다영역작전(Multi - Domain Operations)은 적대 행위자의 특정 능력을 압도하기보다는 적대
행위자에게 다층적인 딜레마 상황에 놓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요망 효과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합동군이 다층적 위협을 가함으로써 적대 행위자의 약점을 드러내도록 강요하여 상대적 이
점을 쟁취하는 작전개념이다.
20) Joint All - Domain Operations
21) 우리 군의 미사일 관련 사업은 비닉으로 분류하여 외부 공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합동전장운용에 기반하여 소요결정, 전력화, 배치 및 운용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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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고 있다.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몰아내고 해양패권을 차지하기 위
한 것이다. 한반도는 중국이 설정한 1도련선내 위치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도 서해
는 물론 동해까지 함정과 항공기를 보내고 있다. 노골적으로 내해화를 추진하고
있는 서해에서는 우리의 함정이 동경 124도를 넘어오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22)
동중국해에는 방공식별구역인 CADIZ을 선포하였고 남중국해에는 수많은 인공섬
을 건설하여 군사 기지화하고 있다. 중국의 해공군력 발전은 놀랍다. 현재 중국은
3개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남도(海南島)에 추가 1개 함대를 건설하고 있다. 항
공모함은 2척, 이지스급(052D ∼ 055) 전투함은 33척, 2만톤 ∼ 4만톤급 강습상
륙함은 2척, 원자력 잠수함은 12척, 재래식 잠수함은 55척을 보유하고 있다.
2030년까지 항공모함은 4척 ∼ 6척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반기에 진
수할 것으로 보이는 3번 항공모함은 8만톤급 규모로 함재기 60대 ∼ 70대를 탑재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사출기(EMALS)를 운용하여 함재기의 무장과 연료 탑재량
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일일 소티 창출도 가능하다. 함재기로는 스텔스기인 J-31
을 운용할 것으로 보이며 고정익 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운용할 수 있다.
Type 055 이지스 순양함(13,000톤)은 저고도 인공위성 요격능력을 보유한 것으
로 추정되며 1척을 전력화하였고 추가 8척을 건조할 것이다. 건조 중인 4. 5만톤
급 Type 076 강습상륙함에도 전자사출기(EMALS)와 강제착함기(Aircraft Arrestor
Gear)를 사용하여 중형 항공모함으로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2종류의 ASBM(대
함 탄도미사일 / DF-21D와 DF-26), 540km급 지(함)대함 미사일,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DF-17 / 대함 미사일) 등을 운용하고 있다. 공군도 장거리 전력 투
사를 위해 전략 폭격기, 장거리 수송기, 공중 급유기 등의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창형 2021, 165-190).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전구는 산둥성(山東省) 칭다오
(靑島)에 북해함대 사령부를 두고 칭다오(靑島), 뤼순(旅順), 다롄(大連), 랴오닝(遼
寧) 등에 구축함, 잠수함, 해군항공 등의 기지를 두고 있다. 공군은 다롄(大連)과
지난(濟南)의 항공기지에 14개 항공여단을 운용하고 있다(이창형 2021, 309310).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인 전략과 강화되는 해공군력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
22) 2013년 7월 중국을 방문한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에게 중국의 우성리(吳勝利) 해군사령원(관)은
“한국 해군은 이 선(동경 124도)을 넘지말라.”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동경 124도는 국제법상 공해(公海)이고 북한의 잠수함이나 함정이 124도를 넘어 침투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작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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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다. 기존 우리에게 위협은 모두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능력과 태
세는 북쪽을 향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부상하는 중국의 해공군력에 의한 위협
은 서남쪽에서 한반도로 지향하고 있다. 중국의 국력, 유엔안보리 이사국, 핵무기
보유, 미국과 패권을 경쟁하는 군사력 등의 측면에서 우리의 對중국 전략목표는
제한적이어야 하고 이를 달성할 수단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중
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전략적 수단을 보유하고 통
합하는 운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 위협의 변화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태세
1) 한국군의 국방태세
외부의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퇴보한다. 우리의 국방태세
는 과거보다 강화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변화하는 전략환경과 위협에 대비는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NPT체제와 같은 국제레짐, 한미동맹, 확장억제 등에
안주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과 태세
에 대한 준비는 만족스러운지 의심스럽다. 유감스럽게도 한국군은 한국전쟁 이후
정착된 국방체계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지상군은 북한의 지상군 공격에 대비한
방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공군도 북한의 위협에 주로 대비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도 근본적으로 재래식 전력에서 핵과 WMD위협으로 변했다. 핵과 탄도미사
일을 통합하여 운용하기 위해 별도로 전략군을 편성하고 있다. 한국군도 획기적인
무기체계의 발전과 부대의 능력이 확장되었으나 부대의 배치나 지휘체계도 북쪽
에서 오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만 집중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많은
지상군 사단들은 서에서 동쪽까지 일선형 방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 군은 얼마 규모를 유지해야 국가를 보위하고 부여된 임무를 수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예상되는 다양한 위협에 어떤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
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한편, 중국의 해공군력 위협도 현실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지역을 통한 중국의 지상군 위협을 가정하여 대비계획을 발전시켰
으나 지금은 서･남해를 통한 중국의 해공군력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문
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역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해상교통로에 대한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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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미국과 국제사회에 의존할 것인가?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우주로부터 위협도 당면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들의 우주경쟁이 뜨겁다. 선진국들
은 전쟁을 지원하고 지휘통제하기 위해 우주에 정찰감시, 통신, 항법 위성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우주에 직접 공격 및 방어무기를 배치하여 운용할 것이
다. 이미 우주로 전장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장차 우주경쟁에서 뒤처지면 공군이
없는 지상군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다행히 작년에 미사일 지침도 해제되어 우
리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이데일리
2021.5.24.). 다양한 용도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의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
하여 변화된 안보위협에 대응할 것인가이다.

2)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 평가
지금도 북한의 핵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핵위협에 대한 인식은 절
실하지 않고 국가적인 역량결집도 어려운 상태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구축
한 K2작전체계23)는 실질적인 기능 발휘가 제한24)되고 지금은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당시 상부까지 보고된 전략사 창설 문제에 관하여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아직도 논쟁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창
설된 합참의 핵･WMD대응센터는 창설 목적에 부합하는 본래적 기능을 다하고 있
다고 말하기 어렵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합참, 각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북한
핵･WMD대응을 위한 조직을 운용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통
합된 노력이 아쉽다. 정책 개발도 그렇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대응능력과 태세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25)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능력 분석, 북한의 핵전략과 핵
태세, 핵지휘체계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대응능력을
23) K2작전개념은 KMPR이 나오기 전에 정립된 것으로 Kill-Chain, KAMD이다. 우리 군이 독
자적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참에 K2작전통제본부를 두고
공작사에는 K2작전수행본부를 두는 체계로 실질적인 기능 발휘가 제한되어 對국민용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24) 우리 군은 근본적으로 합동군제이고 연합체계에서 전･평시 지휘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예초
부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25) 로버트 에이브람스 前 연합사령관은 2021년 12월 25일 VOA와 대담에서 직접 한국군의
역량이 많이 뒤처져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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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획과 계획이 가능한가? 그 결과로 북한의 핵을 억지하
고 필요시 대응이 가능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각군의 경쟁으로 합동성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각군의 미사일 전력화에 국가 자원의 낭비도 심한 편이다(정성장
2021). 전략 - 기획 - 계획 - 능력(전력과 조직) - 연습26)도 체계적이지 못한 편이
다. 합동차원의 대응으로 해상이나 공중으로 오는 위협은 해군이나 공군이 대응하
는 개념이 아니라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부대나 무기체계가 무엇인지가 가장 우
선시 되어야 한다. 이후 이러한 부대나 무기체계의 운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운용
주체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능력과
태세를 발전시킨다고 말하기 어렵다. 북한과 핵전쟁을 대비하여 전쟁계획은 수립
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지휘하여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한미간 의
사결정체계, 정보공유, 계획 수립과 문서화, 연합연습 등도 만족하다고 말할 수 없
다. 민간 영역에서는 조기 경보체계와 방호시설 구축, 주기적인 경보전파, 방호 및
대피훈련 등도 시행되어야 하지만 너무나 인식이 안이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27)의 전력이 기존 전력화 계획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지 못한
다. 심지어는 중복되거나 부족한 전력도 많이 있을 것이다. 각 체계의 투자 비율과
투자 우선순위도 혼란스럽다. 합참은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중추 기관이지만
조직 편성과 운용28), 순환 인사, 축적된 역량 부족, 현행 업무에 치중 등으로 그
한계는 명확하다. 현재와 같은 정치･군사 지도자들의 위협 인식, 군의 대응조직과
능력, 인재 양성과 운용 등으로는 북한의 핵･WMD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미군에게 계속 모든 것을 의존할 것인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으로 확전이 된다면 미국
의 전략사와 인도-태평양사가 직접 개입할 것이다. 연합사가 재래식 전력의 대부
26) 한미 연합연습시 북한의 핵사용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 Kill-Chain,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략표적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압도적
대응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28) 합참은 대부분 합동성이 요구되는 기능(업무)을 수행하지만 반대로 기능(업무)의 독립성이 보장
되는 부장형 참모제를 적용하여 편성한 조직으로 구조적으로 합동성 발휘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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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모든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이 행사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전쟁의 종결에도 우리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전략사를 창설한다면 재래식 전쟁이나 핵전쟁에
서도 실질적인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으로 하여금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 즉, 핵전쟁시 북한은 미국의 전략사와 인도-태평양사를 상대해야 하며
또 다른 행위자(우리의 전략사)를 상대해야 한다면 북한의 상황판단, 결심, 행동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으로 행동
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핵전쟁도 최초부터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보다
재래식 전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핵전쟁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것이고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면서 핵으로 위협하거나 회색지대를 만들어
정치적･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의 전략사는 핵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연합사의 전구작전을 지원하면서 핵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억지하여
북한의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낮아진 핵문턱(Nuclear
Threshold)에 대응하여 우리로서는 핵전쟁으로 확전 가능시 바로 (미국의) 핵으
로 대응하기보다는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해야 한반도 핵전쟁의 참화를 방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택이 될 수 있다.29) 만약, 재래식 수단이 부족하거나
바로 (미국의) 저위력(Low Yield) 핵무기(조비연 2021)30)나 전술핵무기를 사용
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핵전쟁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전쟁으로 확전되
어도 우리의 전략사는 미국의 전략사나 인도-태평양사와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미국도 한반도 핵전쟁수행에서 환영할만한 일일 것이다. 이것은 핵전쟁시에도
재래식 첨단 전력들도 병행하여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첨단 재
래식 능력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재래식 전쟁이나 핵전쟁에도 관여해야 전략
적 이익 확보에 유리하다. 물론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능력으로 대응이
충분한데 동맹이지만 행위자가 늘어나면 전쟁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수행하기 어
29) 우리의 전략사가 개전시 조기에 북한의 핵능력을 무능화시키거나 핵지휘통제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면 핵전쟁으로 확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면 전쟁 억지력은 물론 개전시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30) 미국은 2019년 말부터 5kt 이하 저위력 핵탄두 100발 미만을 핵잠수함의 SLBM에 장착하여
운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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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3. 한국 전구의 전쟁수행구조와 연합지휘체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계가 우리 방위체제의 한 축으로 전략사를 창설해도 연
합방위체계를 고려하여 임무와 기능, 부대편성, 지휘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우리
의 전략사가 연합방위체계와 조화롭게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어
려운 일이다. 우리의 지휘체계는 전･평시가 분리되어 평시에는 합참이 전시에는
연합사가 작전권을 행사한다. 한국 전구의 주요 4개 사령부31)는 전･평시 기능이
나누어져 있고 재래식 전쟁은 연합사를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나머지 사령부
는 연합사를 지원하는 구조이다. 연합연습시 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 연습을
시행하고 있고 평시에는 전시 준비를 위해 연합사령관에게 CODA(연합권한위임
사항)32)를 부여하고 있다. 전시로 전환하면 한국군의 대부분 전투부대들이 연합사
령부로 전환되면서 연합사령관이 전구작전을 지휘한다. 이러한 지휘체계는 1978
년 연합사가 창설되고 1994년 평시 작전권이 한국 합참으로 전환되면서 구축된
것이다.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이러한 연합지휘체계는 변함이 없고 미래 연합군사
령부도 기존 연합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미래 연합군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맡고 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맡는다. 문제는 한국 전구의 전쟁수
행구조와 연합작전체계는 북한의 핵위협이 없었던 시기에 정립된 것으로 그러한
구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연합사는 한미의 재래식 전력만을 지휘할
수 있고 미국이 전적으로 핵무기를 운용33)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반도 전쟁이 핵
전쟁으로 확전된다면 재래식 전쟁의 수행보다 핵전쟁은 정치･외교, 핵무기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연합사보다 미국의 전략사와 인도-태평양사가
전쟁수행의 주요 사령부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의 전쟁
31) 한국 합참,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32)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연합사령관에게 전쟁준비를 위해
평시부터 위임된 6가지 권한(연합위기관리, 연합정보관리, 연합작전계획수립, 연합교리발전,
연합연습 및 훈련, 상호운용성 발전)
33) 미국은 자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NATO의 핵공유도 유럽에 배치된 전술핵무기(B61-12)에 한하여
미국 대통령의 승인하에서만 운용이 가능하고 핵공유국은 항공기와 같은 투발수단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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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략목표, 전쟁수행방법이 다를 수 있어 한미의 의사결정은 많은 부분에서 마
찰을 빚을 수 있다.34)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체계 등과 같은 재래식 수단 사용
에는 이견이 적을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 사용 여부, 한반도내 핵표적 선정, 사용
핵무기의 종류와 폭발력의 크기 등에서는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특
히, 핵전쟁이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는 연합사에 한국군의 대
부분 전력이 묶여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
다. 이것은 전쟁수행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상실한다는 의미이며 이후 종전의 조건
설정, 전후 처리 등에서 우리는 완전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한국 전
구의 전쟁수행구조와 예상되는 한미의 전략적 입장 차이로 미측은 우리의 전략사
창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전시 재래식 전쟁이나 핵전쟁
에서도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싶기 때문이다. 재래식 전쟁에서도 연합사령
관이 대부분 전력을 통제하기를 원할 것이다. 즉, 한국군이 독자적 전쟁수행능력을
보유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복잡해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핵전쟁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반도
전쟁에서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오로지 타국에게 맡겨
둔 것이나 다름이 없다.

4. 소결론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같이 싸운 혈맹인 미국과 동맹으로 연합방위체계를 유지
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군의 능력과 태세는 비약적으로 강화되어왔고 미래
의 국방을 위해 지금도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 우리
의 국방을 평가한다면 변화하는 전략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
를 갖추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주로 대응
하기 위한 부대 및 전력구조, 지휘체계, 부대 배치와 작전계획 등을 유지하고 있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변국의 잠재
적 위협의 성격도 기존의 지상군 위협에서 해공군 위협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위
34) 한국전쟁시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휴전협상을 그
대로 수용할 수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6월 18일 한국군에게 명령하여 반공포로를
석방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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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현재로서는 적절한
대응방법이 부재한 것도 사실이다. 다영역작전(MDO)과 같이 전장운용과 싸우는
방법도 고도화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서는 사이버는 물론 우주, 심해저, 인간의
인지까지 전장영역이 확장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군은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
세에 안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앞으로 언젠가는 전작권도 전환받아야 한다. 우리
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전략환경과 위협의 변화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전략사 창설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제
는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도 강화되었고 전략무기체계를 건설할 수 있는 우리의 국
력도 신장되었다. 전략사 창설은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많은 전략적 문제를 해결하
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할 뿐
만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 및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억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한국형 전략사 창설 구상
전략사를 창설해도 우리 국방태세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나 변화하는 전략환경에서 우리의 국방태세를 새롭게 하기 위한 훌륭한 계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전략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부족했
고 부분적인 변화가 있으나 지금 우리가 창설하고자 하는 전략사의 최종 모습을
예단하기 어렵다. 고려해야 할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략사를 창설한
다면 당장은 북한의 핵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고 미래에는
사이버 및 우주 위협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대로 전략사를 창설하
지 않고 필요한 임무와 기능을 설정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예하 부대를 기존 작전
사령부 예하로 편성하거나 기능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부대창설 방법은 먼저
기본적인 체계만 갖추고 부대를 창설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충분하게 체계를 갖
추고 창설하는 방법이 있다. 당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창설 방법을 선택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후자를 선택한다. 전략사 창설을 후자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다면 먼
저 부대창설을 결정하고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부대창설 시기를 결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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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략사에 대한 개념 연구, 임무와 기능 설정, 부대 편성과 지휘관계 설정, 아키
택쳐 구축, 각종 계획문서 준비, 시설 준비, 업무체계 구축 등을 위해 창설 준비단
을 우선 창설해야 한다. 창설 준비단의 규모와 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와 같
은 과업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준비하는 데는 대략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부대의 모습은 부대의 성격, 임무와 기능, 부대 편성, 지휘체계 등
이 주된 요소가 된다. 여기에서는 이제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최대한 수용하고 적
용이 가능한 전략사에 대한 개념과 창설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더 세
부적인 것은 관련 기관에서 발전시켜야 할 문제들로 보안의 영역이 될 수 있다.

1. 전략사의 성격, 그리고 임무와 기능
전략사를 창설한다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나 국군수송사령부와 같은 합동부
대여야 한다.35) 우리 군은 합동군제를 채택하고 있고 전략사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합동으로 수행해야 더 강한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각군의 경쟁을 완화
시키고 군내외 공감대 형성에도 유리하다. 만약, 전략사가 합동군의 형태가 아니
고 특정한 군이 주도하는 형태가 된다면 군내외 공감대 형성도 어렵고 비본질적인
마찰도 예상된다. 전략사의 임무 설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략사 창설의 출발
점이다. 전략사의 잠정적인 임무로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과 핵･WMD 위협 대응,
중국 위협 대응36), 사이버 및 우주 위협 대응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임무의
범위를 초기에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과 핵･WMD 위협 대응에 우선하고 전략사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면 차후 임무의 범위를 진화적으로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사의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능력은 결국
부대의 편성과 보유하는 첨단 전력이 될 것이다. 가장 우선은 감시권까지 정찰감
시할 수 있고 고정표적을 표적화할 수 있는 정보능력으로 점차 이동표적에 대한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능력은 지해공 기반 능력을 기초로 조만간 우
주 기반의 능력까지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전략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준중거리
35) 합동군은 육･해(해병대)･공군으로 구성되고 특정한 군에 소속되지 않는다. 잠정적이나 전략
사의 임무와 기능, 운용 무기체계, 부대 편성, 지휘체계 등을 고려시 합동부대로 창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36)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개념은 전면전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전략사가 일정한 수준의 對중국
억지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략사는 몇가지 선택적 능력(전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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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과 각종 기능의 탄두, 장거리 타격력과 탄도탄 방어가 가능한 이지스
함, 드론과 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무인 스텔스 수상함, 기뢰전 등 비교적 작전능력
이 뛰어난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과 사거리 1,000km급 SLBM,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스텔스기, 장거리 방공체계 등이 핵심 능력이 될 것
이다. 전략사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다면 북한 및 주변의 잠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며 핵전쟁시 미국의 전략사 및 인도-태평양사와도 충분한 협력이 가
능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사에 요구되는 기능은 ① 전략 수립, ② 위협 분석, ③
기획 및 계획 발전, ④ 능력(전력) 건설, ⑤ 작전 수행, ⑥ 연습(훈련) 및 교리 발전
으로 전･평시 모든 기능을 보유하면 이상적이나 우리의 연합지휘체계에 적합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전략사의 모든 예하 부대에 전･평시 동일하게 적
용할 수 없고 지휘관계 및 효율성과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임무와 요구되는 기능
에 따라서 부대를 편성하고 지휘관계를 설정한다. 전략사의 기능은 지휘관계를 고
려하여 평시에는 ① 전략 수립, ② 위협 분석, ③ 기획 및 계획 발전, ④ 능력(전력)
건설, ⑤ 연습(훈련) 및 교리 발전을 수행하고 전시에는 작전수행이 주된 기능37)이
될 것이다.

2. 전략사의 부대 편성
전략사의 부대 편성은 결국 전략사가 수행하는 임무와 기능에 기초한다. 구체적
인 임무와 기능을 확정하면 부대 편성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편성 방법은 2
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사령부를 어떻게 창설할 것인가와 다른
하나는 예하 부대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이다. 사령부도 전략사령부 창설과 별도로
예하 기능사령부38)의 창설 필요성을 병행하여 검토해야 한다.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모체부대로 합참의 핵･WMD대응센터나 K2작전통제본부, 육군 미사일사,
기타 사령부를 고려할 수 있고 모체부대 없이 별도로 사령부를 창설할 수도 있다.
예하 기능사령부의 창설 여부는 전략사령부의 기능 수행과 지휘 범위, 예하 부대
37) 전시 전략사의 작전수행 기능은 한미가 합의된 가운데 전략사가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성립된다.
38) 전략사 예하 기능사령부의 창설은 중요한 문제로 기능 유형별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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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별 통합성과 지휘통제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전략사의 기능, 부대의 위상과 규모, 효율성 등을 고려시 지금은 사령관의 계급은
3성 장군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예하 부대는 전략사령부의 기능을 고려하여 우
선적으로 기존 각군에 편제된 부대를 작전통제하는 방식과 기존 편성과 지휘관계
를 유지한 가운데 필요한 기능을 통제하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설정된 전략사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추가 필요한 부대는 새롭게 창설해야 할 것이다. 부대 편
성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부대의 능력으로 다른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한 범
용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추가적인 부대나
전력의 발전이 요구된다.

3. 전략사의 지휘체계
우리 군의 특성이 연합 및 합동체계로 전략사의 지휘체계도 ‘연합과 합동’이라
는 2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즉, ‘연합’이라는 것은 연합지휘체계에서 전
시 우리 전략사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이에 따른 연합사와 어떤 지휘관계
를 설정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문제는 미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합동’이라는 것은
전･평시 한국군내 전략사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휘관계를 어
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 다만, 전･평시의 연계성을
위해 미측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잠정적으로 평시 전략사는 위에서 제시한 5가
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기능은 기존에 합참, 각군 본부, 작전사
가 수행하던 기능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전략사의 독특한 위상, 임무와 기
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의 통합성이 요구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
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기능이 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
휘관계도 설정된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평시의 연계, 평
시 지원과 부대관리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하 부대는 육･해･공군의 전략
자산들로 편성된다고 가정하면 작전통제나 평시 전략사령관에게 합동권한위임사
항(JODA)39)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전시 전략사의 지휘체계는 전쟁수행방법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설정해야 한다. 재래식 전쟁이면 지금과 같이 연합사가 대부분
39) Jointed Delegated Authority, 전시 준비를 위해 평시부터 연합사령관에게 CODA를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략사 예하 부대에 대해 평시부터 전략사령관에게 부여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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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지휘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략사의 대부분 전력들도 연합사의 지휘를 받는
구성군사가 지휘할 것이다. 아니면 전략사의 전력을 연합사로 전환하지 않고 최초
부터 보유한 전략사의 전력40)으로 연합사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핵전쟁으로 전쟁양상이 변화하면 연합사보다 미국의 전략사나 인도-태평양사가
전쟁을 주도하면서 자칫 우리의 첨단 전력들이 유휴 전력이 될 수 있어 우리는 전
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만약, 이때 우리의 전략사가 우리의 첨단 전력들을
운용하여 미국의 전략사나 인도-태평양사와 협조하여 전쟁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전제는 사전에 양국이 합의
한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체계와 작전계획이 필요하다. 미측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지만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이 우리의 전략사 창설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운 작전계획에 대한 미측의 접근 전략, 가정과 대상 범위, 수행할 기능, 지휘관계
등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Ⅳ. 한국형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한 도전과 과제
1. 정책 당국자들의 인식 전환과 유효한 정책결정
앞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전략사 창설 검토가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
었다면 그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모든
정책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당국자들의 현상 인식이 중요하다. 정확한 현상
진단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사 창설 검토도 마찬가지로 관련 정책 결정권자들의 문제 인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략사 창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직위자도 과제의 중요
성만큼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평
가는 유감스럽게도 회의적이다. 한마디로 그들의 인식은 부족했다. 어떻게 국정과
제로 선정되었는가는 차치하고 국정과제를 다루는 담당자들이나 고위급들의 인식
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했어야 하였으나 그러지 못했다.
40) 전략사가 보유한 전력들을 전시에 연합사로 전환하지 않고 전구작전을 지원하는 형태라면
전쟁수행에서 우리의 자율성은 높아질 것이나 반대로 연합작전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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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비핵국가인 우리에게는 전략사는 필요하지 않다
는 것이 일반적 반응이었다. 한편 특정한 군이 자군의 자리와 전력을 확보하기 위
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먼저 군에서는 각군의 이해관계를
버리고 오로지 국가나 군의 차원에서 전략사 창설 문제에 접근했어야 했다. 전략
사 창설의 본질은 충분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는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연
합지휘체계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설계된 체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은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러
한 문제들은 제쳐두고 전략사 창설은 어느 군이 주도할 것인지? 부대 편성이나 소
속되는 전력은 무엇인지? 사령관이나 각군의 자리 배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의
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결론은 명약관화하다. 올바른 안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감대 형성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군의 단합을 저해하고 분란만 일으킬
뿐이다. 군은 전략사 창설의 본질을 이해하고 군사적 필요성을 온전하게 보여주어
야 한다. 그리고 창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정책을 결정할 정치
지도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러한 절차나
과정을 알지 못한다. 군은 적용이 가능하고 설득력 있는 안을 만들지 못했다.
2017년 당시 전략사 창설 검토에 대한 진전이 없었고 국정과제가 사라진 것은 권
위 있는 지침을 줄 수 없는 상부 기관과 설득력 있는 안을 만들지 못한 군, 자군
이기주의, 책임있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눈치보기와 관망하는 태도, 국책 연구기관
의 한계 등이 낳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전략사 창설 검토
관련 아래에서는 상부의 지침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서 상부의 지침을 요구하였
으나 상부에서는 유용한 지침을 줄 수 없었다. 의사결정권자의 문제에 대한 명확
한 인식과 결정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전략사 창설을 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이익 집단의 반대와 이익 집단간 갈등, 미측의 반응, 정책
결정에 따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고 정치･외교적 파장까지 고려했을 것이다. 아
마도 북한과의 관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의 의
도를 의심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이러한 문제에 전문가가 아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참모 역할을 하는 집단들도 전략사 창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기 확신이 없었
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전략사 창설 검토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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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 당시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 국책 연구기관 어느 곳에
서도 전략사 창설 검토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도 만
들어 내지 못했다. 우리 군이 전략사를 창설한다면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
어 단계적 접근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전략사의 임무와 기능을 긴급하고
필수적인 부분으로 한정하여 군의 구조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가운데 점차 임무
와 기능을 확대하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Risk을 회피하면서 전략사의 역
할을 작은 것부터 다지면서 점차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 결정권자들의 의사결정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육군의 미사일사령부를 미사일전략사로 확대
개편한다고 하고(동아일보 2022.1.19.), 공군의 방공유도탄사령부를 4월까지 미
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한다(한국경제 2022.2.17.). 시도하지도 않고
머물러 있는 것보다 뭔가 시도해보는 것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과연 차기
정부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앞으로 정책 당국이
어떤 인식으로 대안을 만들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나갈지 지
켜볼 일이다.

2. 각 군 이기주의의 극복
어느 조직이든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그 본질은
Leader들이 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집단(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우리 군도 그와 같은 경향을 가진 대표적인 조직이다.
2017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전략사 창설 검토에 대해 각군이 보인 반응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논의도 부족하였고 구체적인 안도 만들지 못한 가운데 나온
각군의 반응은 전략사 창설에 대한 동의나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각군은 자군의 주도권 유지, 군의 규모 확대, 전력 증강 등과
같은 문제에서 경쟁적인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합동군제가 갖는 숙명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국방개혁과 같은 군조직의 변화를 수반하는 문제에 관하여 각군에는 많은
불신이 쌓여있다. 이러한 경쟁과 불신은 전략사 창설에도 난제로 작용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각군은 전략사 창설의 대의나 목적에 관해서는 대체로 동
의하나 전략사 창설의 주도권, 부대 편성시 자군의 주요 전력 이탈, 주요 직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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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군의 보직 여부 등이 핵심적인 관심 사안으로 집단(개인)의 이익에 관한
것들이다. 전략사는 핵보유의 유무보다 필요성과 효율성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
다.41) 그리고 명칭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기능이 중요하다. 전략사의 임무와 기능
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지휘체계, 전쟁수행방식, 전력 건설, 부대 편성, 인
력 운용 등 대대적인 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그러나 군은 특정 군의 유불리를 떠나
전략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의 일환으로 전략사를 창설한다면 군사적 필요
성과 효율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즉, 북한의 핵억지에 도움이 되는가?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인가?, 기존의 조직과 체계보다 효율적인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해야
불필요한 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각군은 자군이 중심이 될 수 있는가? 만약,
전략사가 창설된다면 주요 부대들과 핵심 전력들이 전략사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령관을 자군으로 보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연합지휘체계하 전쟁수행과 무슨 차별성과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그 집단(개인)에게는 사활적인 문제로 전략사 창설
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각군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략사를
합동군으로 창설하고 순환하여 각군이 사령관을 보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군은 무엇보다도 전략사 창설에 관련하여 사심없이 의견을 제기하고 유
불리를 명확하게 들어내어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고 넓은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군은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사 창설 여부를 상부에 건의하고 최종적인
창설 결정은 정치적･정책적 판단으로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미측과 협의해야 한다.

3. 한미동맹 및 연합지휘체계와의 조화
전략사를 창설한다면 지휘체계 설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
다. 우리의 전략사 창설에 대하여 미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현재까지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 알려진 것이 없다. 부정적일 것이라는 것도 단순한 추측이다. 미국은 동
맹이지만 부대창설과 같은 우리의 군사적 주권에 관해서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
41)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전략사를 창설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의 연관성, 현대 핵전략에서 첨단 재래식
전력의 중요성 등을 충분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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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군의 구조나 전력에 변화가 있는 우리의 국방개혁에 관해 미측이 관여한
경우는 없었다. 미측도 현재와 같이 한국 전구에서 전쟁의 주도권과 연합지휘체계
에 대해 침해가 없다면 굳이 우리의 전략사 창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즉, 우리가 전략사를 창설할 때 적절한 임무와 기능, 지휘관계를 설정한다면 미측
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우리의 전략사 창설은 한국 전구의 전쟁수행
방식, 전력 운용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측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표적인 예로 2019년 지작사 / 지구사 창설42)이다. 전략사 창설도 순수 한국군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다만, 전략사의 임무와
기능, 지휘관계는 전시 연합사의 전구작전과 연계되어 있고 핵전쟁시에는 미국의
전쟁수행방식과 연계되어 있어 미측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 전구를 둘러싼
변화된 전략환경과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위협, 다영역작전(MDO)과 같은 전쟁
수행방법의 변화, 전쟁수행시 호혜적 협력 등을 잘 설득하면 미측도 수용할 공간
이 충분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전략사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 동맹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미국도 환영
할 일이다.

Ⅴ. 맺음말
우리를 둘러싼 전략환경은 급변하고 있어 우리 군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퇴
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전략사 창설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우리 군 변화와 대응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현재 우리
군의 대응은 최선의 상태일까? 누구나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북한
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은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군의 존재 목적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북한 핵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대
응은 충분하지도 않고 통합하여 대응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만약,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미국이 개입하는 상황이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전략적 약점
42) 한국군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창설된 지작사 / 지구사는 1군과 3군을 통합한 지작사가 전시
지구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연합합동사령부로 한국군 주도로 2019년 1월에 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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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는 더
욱 그렇다. 눈앞에 닥친 중국의 해공군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도 우주전략 수
립도 요원하다. 그러니 군의 능력(전력) 발전도 대응태세도 마찬가지다. 전장영역
의 확대와 더불어 다영역작전(MDO)화되는 전쟁수행방법도 진화되고 있다. 고도
화된 무기체계도 통합･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우리의 인식, 조직,
능력과 태세, 지휘체계로는 현존하는 위협이나 다가오는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
는 것은 명확하다. 당장 변화가 필요하고 전략사 창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글로벌이코노믹스 2021.5.24.). 물론 전략사를 창설한다고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사는 우리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전력(부대)
들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며 전시에는 이러한 전력(부대)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쟁수행의 핵심 사령부가 될 것이다. 전략사의 능력과 운용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강한 억지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억지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계산을 복잡하게 할 것이고 전시 북한의 핵
문턱(Nuclear Threshold)을 높일 것이다. 중국의 해공군 위협과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는 군의 대응과 능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전략사 창설이 어려운 과제
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책 결정권자들의 인식 전환, 연합방위체계에 안
정적인 접목, 더 나은 대응체계로 설계, 각군의 경쟁과 이기주의 등은 해결해야
난제이다. 그동안 정책 결정권자들의 무지와 무소신, 특정 집단(개인)의 이익에 발
목이 잡혀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앞에 놓인 도전은 극복하면 되는
것이다. 전략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작전계획의 수립은 전략사 창설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 우리 군의 수뇌부
들과 정책 결정권자들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방법이 무엇인
지? 당장 그리고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머뭇거릴 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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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Plans for the Formation of
a Korean Strategic Command
Kyeong Woon Jeong

The Moon Jae-in government stated its intention to consider the formation of
a strategic command, but this has largely been forgotten. In 2017, the consecutive
ballistic missile and ICBM tests, as well as the sixth nuclear test created a threat
of war. However,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ugured in an atmosphere
of peace. Any trace of previous discussions about forming a strategic command
also disappeared. However, this was not followed by progress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n fact, North Korea’s nuclear capacities continue to grow. The
threat of China has become a reality, and space-based threats will soon emerge.
More sophisticated weapon systems demand fundamental changes to the conceptual framework that undergirds the way we fight. The response of our military
to kinds of changes to the strategic environment has been insufficient with respect
to capacities and posture. Forming a strategic command is one solution, but it
poses considerable difficulties. The work and functions of a strategic command,
the organization of military units and command relations,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ROK, opposition of interest groups, and political and diplomatic pressures are all expected to be issues. However, if there are better alternatives to the
present arrangements, then such difficulties that can be foreseen must be overcome through our collective wisdom and efforts. If the formation of a strategic
command is pursued as part of a nation defense reform agenda, then it will not
be difficult to obtain U.S. support. If we do not act when it is time to act, falling
behind is inevitable.
Keywords: Strategic Command, North Korea's Nuclear Threat, Mission and Function,

Command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