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 smart defense innovation, the key is to apply state-of-the-art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national defense. In order to apply state-of-the-art technology to the defense sector, we need to apply and develop

technologies to analyze and respond to uncertain future operational environments. To this end, our military is investing

a lot of time and effort.

To understand future operational environment analysis and to apply and develop our military, we explored the

perspectives of operational environment analysis in major countries and studied specific cases of U.S. troops with

systematic analysis functions. The U.S. Army has established a cooperative system to analyze future operational

environmen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Education Command and operates the organization organically. It also utilizes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expert groups in various fields by utilizing the MSC, and it is time for the Korean military

to take the lead in keeping with the era of transformation. To that end, the organization of the U.S. Education Command

should be benchmarked and the Korean Future Operation Environment Analysis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hrough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an understanding of the future operational environment analysis

system of the U.S. Army and presented a plan to apply the ROK M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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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경영학의 창시자인 피터 드러커(Peter Dru-

ker)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

조하는 것’이라 주창을 했다. 이러한 미래는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정확히 예측이 불가하며 늘 불확실

성에 있다. 우리 국방은 불확실한 미래를 보다 정확

하게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며, 이를 통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우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혁명이 가져올 미

래는 DIME(Diplomatic(외교), Information(정보),

Military(군사), Economy(경제)) 영역 전반은 물

론 미래 작전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

명한 사실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를 대비하기 위하

여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작전환경을 예측하고 대응

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각

군별로 비전 2050 등의 미래 비전서를 발간하고 있

으며, 국방부도 21년에 비전 2050 비전서 작성을

할 예정이다(21년 국방부 업무보고, 2021). 특히 미

군은 미래작전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 교육사

G-2(정보참모부) 예하 조직 및 미래사령부(Army

Future Command)를 창설하여 관련업무를 발전시

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군은 미래작전환경에

대한 분석 조직과 인력이 없이 미군의 최종 산물만

을 차용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독자적인 교

리발전이나 작전발전이 미흡한 실정이다(김세용

외, 2020).

본 연구는 스마트한 국방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전장에서의 첨단기술을 적용한 강한 국방 육성

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군의 적용(발전) 방향을 제

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 및

주요국가의 작전환경 분석체계를 알아보고, 한국군

교리와 가장 유사한 미국의 사례를 Top-Down으

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군 적용 방향

을 제시하는 순으로 전개를 하였다.

2. 미래 작전환경 분석 개관

2.1 작전환경 정의

한국군 군사용어사전(야교 1-1, 2017)에는 ‘작전을

수행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형과 기상

등 자연적 조건이나 민간요소, 적과 아군의 군사적

상황’으로, 작전환경교범(야교 2-13, 2017)에는 ‘작전

환경수행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주는지형과기상등

자연적조건과적과아군등의군사적상황’으로정의

되어 있으며 포함요소는 작전지역(지형, 기상, 민간

요소), 적 능력및위협, 아능력및제한사항, 작전환경

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 4가지 요소이다.

미군은 작전환경을 “지휘관의 결심과 능력사용에

영향을미치는 상황, 여건, 영향력의복합체(A com-

posite of the conditions, circumstances, and influ-

ences that affect the employment of capabilities

and bear on the decisions of the commander.)”로

정의하고 있다(DOD, 2010). 이러한 작전환경은전략

환경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로 활용된다. 전략 환경은

미국의대통령이 국력(DIME)의 제 요소를운용하는

글로벌 환경으로 작전환경의 종합이다(TRADOC

G-2, 2012). 미 육군은 현재 및 잠정적 작전환경의

대상으로 이란 등 150여 개 국가를 관리하고 있다.

작전환경이라는 용어는 1993년부터 미군이 걸프

전에 참전한 이후에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전 개념을 수립하면서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미

교범 FM 100-5 작전(1993)에 “작전환경, 임무, 사령

관의의도등다수요소가교전규칙에영향을미친다

(Many factors influence ROE, including national

command policy, mission, operational environ-

ment, commander’s intent, and law-of-land war-

fare).”라고 처음 언급이 되었으며 2008년 이후 작전

환경의요소는 PMESII-PT(Political(정치), Military

(군사), Economy(경제), Society(사회), Information

(정보), Infrastructure(기반시설), Physical Environ-

ment(물리적환경), Time(시간))으로 사용되고 있

다(US Arm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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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래연구 기법 및 방법론

미래연구 기법 및 방법론은 연구대상(S(사회),

T(기술), I(산업), E(환경), P(정책), O(미래조직))

과 목적(1.환경, 2.패턴, 3.목표, 4.실행)에 따라 <표

1>과 같다(이주헌, 2018). 미래 연구방법은 모범 답

안이 없으며, 분석 대상과 목적에 맞게 여러방법론

을 취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2.3 주요국가 국방의 작전환경 분석론

미 육군은 작전환경의 범위를 3가지(물리적 공

간, 군사 역학적 공간, 과학기술 공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 영역은 5차원 공간(공

중, 지상, 해상, 우주, 사이버)+정보(Information)

환경으로 분류하고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인 빅데

이터, 인공지능(AI)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다.

미군은 [그림 1]과 같이 미래를 선도할 12개의 기

술 트렌드를 선정하여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

하고 있다(TRADOC, 2018).

[그림 1] 미래 12가지 군사기술 트렌드

영국은 국방부 개념 및 교리 발전센터에서 5년

단위로 미래작전환경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내부

조직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활

용하며, 미군과 유사하게 [그림 2]와 같이 국제동

향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 주요 변

화요인으로 급속한 세계화, 상호연결성의 진화, 아

시아국가의 경제․군사적 성장, 인구변화, 도시화,

기후변화, 자원부족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이

유로 다양한 형태의 위협의 증가와 기술발전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사이버 및 전자기 스펙트럼 환

경의 영향력 증대가 예상된다고 하였다(UK MoD,

2015).

기법 및 방법론
대상 및 목적
대상 목적

Analytic Hierachy Process T 3
Agent Modeling S, E 1, 2
Backcasting ALL 3, 4
Big Data ALL 2
Brainstorming P 1, 2
Causal Layered Analysis S, T, E 1, 2
Change & Performance Management O 4
Cross Impact Analysis I 2
Decision Tree S 3
Delphi I 2
Emerging Issue Analysis ALL 1
Environmental Scanning S, I ,E 1
Foresight Competency Evaluation O 4
Future Index S, I, E 2
Future Map ALL 1, 4
Future Wheel S 2
Gaming & Simulation P 2, 3
Genius Forecasting S 3
Informatrics T 1,2
Leadership Style O 4
Literature Survey ALL 1
Morphological Analysis S, T, P 1, 2
Paneling Methods P 1, 2
Process Re-engineering O 4
Roadmappion T, I 3
Scenario S 3
Time Series Analysis I 1, 2
STEEP ALL 1
Strategic Planning O 4
SWOT I, P 3
Text Mining T 2
Trend Extrapolation Analysis S, I, E 1, 2
Visioning Workshop ALL 3
Visualization of the future O 3, 4
Wild cards S, T 1
wind Tunneling P 3, 4

<표 1> 미래연구 기법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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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국 국제환경 요소 분석(예)

프랑스 국방부는 국제협력 및 전략기획관실에서

작전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민간 및 군사 전문가그룹(전략 리뷰 커뮤니

티)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래작전환경의 주

요 요인으로 인구증가, 이민수용 압력, 기후변화,

위생 위험, 에너지, 국제범위, 파괴적 기술 및 디지

털 혁신 등을 꼽았으며, 이로인해 위협이 더 강화

되고 전 방위적 확산되고, 전략적 모호성의 활용,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 증가 등이 있을것으로 예측

하였다(France MoD, 2017).

[그림 3] 프랑스 국방부의 작전환경 정세

독일은 연방군(Bundeswehr)에 임무를 부여하

여 미래 작전환경을 분석하고 매 5년마다 최신화

하여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그림 4]와

같이 STEEP+MC(Social, Technology, Environ-

ment, Economy, Politics, Military, Cyber) 요소

를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 작전환경

의 주요 변화요인은 자원고갈 및 기후변화, 미국의

국제영향도 변화, 중국․러시아의 위협 등을 포괄

적으로 제시하였다. 미래작전환경의 특징은 인간

의 통제를 벗어난 파괴적 기술의 등장, 정책과 무

기체계 수준 차이 등으로 인한 동맹국과의 마찰,

하이브리드전 같은 새로운 방식의 전략 및 전술의

등장을 제시하였다(OE Conference, 2020).

[그림 4] 독일의 작전환경분석 요소

2.4 시사점

미래 작전환경분석에 대한 주요국가들의 방법론

은 대동소이하며, 기존 미래연구 기법 및 방법론

을 기반으로 국가별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분석하

고 그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등을 준비해 나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군은 육군 중심으로 영국

ㆍ프랑스ㆍ독일 등은 국방부차원에서 분석을 수행

중에 있다. 미래 작전환경에 대한 공통된 관점으

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화에 따른 새롭게 등장

하는 이슈들을 사전에 분석 및 예측하고 대비방안

을 수립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 교리와 가장 유사한 미국

(육군)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시사점을 도

출하고 한국군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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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군의 작전환경 분석체계

3.1 작전환경 분석 업무체계

미군은 작전환경 분석 및 지원에 대한 총괄 임무

를 교육사령부에 부여하여 수행하고 있다. 교육사

핵심기능 13개 중의 하나의 기능으로 ‘작전환경’을

선정하고 부사령관 겸 참모장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정보참모부(이하 G-2)를 통해 작전환경 분석임무

를 수행하도록 임무와 책임을 과업으로 부여하였다

(TRADOC, 2017).

G-2는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연합국과의 파트너

십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일부 국

가에는 인원을 파견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합참 및 타군, 정보기관(정보학교, 국가정보국, 주

방위국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미 본토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다양한 군 연구기관과 산업 및

학계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집단지성을 십

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TRADOC, 2013).

작전환경은 [그림 5]와 같이 교육사 G-2에서 작

전환경(현행ㆍ미래)을 분석하고, 산출물을 각 기관

에 제공해주면 관련부서 및 기관에서 그 결과를

활용한다(US Army, 2014).

[그림 5] 미 육군 작전환경 분석 업무구조

3.2 작전환경 분석조직

3.2.1 조직 및 인원편성

미 교육사 G-2의 임무는 능력발전, 훈련 및 교

육, 간부개발에 필요한 작전환경 산물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G-2는 6개 처 1개 센터

로 조직되어 있으며, 군무원(계약직 포함) 위주의

전문직위 체제로 편성되어 있다. 관리자급 이상은

총 26명이며 이 중 23명이 군무원이며 현역은 3명

(대령 2명, 중령 1명)으로편성되어있다 (TRADOC

Ace Team, 2015; TRADOC 2017).

3.2.2 조직 기능 및 업무연계도

작전환경분석 조직기능은 [그림 6]과 같이 5개 로

구분된다. 문화 환경처(G-20)는 작전환경을 이해하

는 임무를 수행한다. 세계 모든국가의 군사 및 문화

를 이해하고, 자료를 수집 및 종합분석하여 서비스

하고 있으며, 레드팀(대항군)을 육성 및 운영한다.

분석ㆍ통제처(G-22)는 작전환경을 분석하는 임무

를 수행하며, 미래ㆍ현행ㆍ훈련용 작전환경을 분석

한다. 작전환경센터(G-27)는 분석결과를 맞춤식 산

물로 전환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그림 6] 작전환경 분석 조직 및 임무

3.2.3 핵심조직 및 기능

작전환경 분석을 위한 핵심조직은 분석통제처

(G-22)로 위협과는 현행작전환경 분석과 교리 및

훈련용 작전환경을 분석하며, 누적된 결과는 훈련

용 작전환경으로 전환하여 활용한다. 더불어 제병

협동센터와 적 전술 교리발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미래과는 과학기술ㆍ사회과학 등의 미래

기술 트렌드를 식별하여 작전환경을 분석한다. 개

념 및 능력발전에 필요한 모든 미래작전환경 업무

를 계획하고 조정통제하며, 개념발전을 위해 능력

통합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인원의

대부분은 군무원ㆍ계약직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김세용,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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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작전환경 분석 및 활용

3.3.1 분석 및 활용절차

작전환경 분석 및 활용은 [그림 7]과 같이 단계별

로 진행된다. 실 세계(Real World)에서 다양한 정보

를 수집 및 융합하여 작전환경에 대한 분석을 시행

하고 분석단계의 주요 산출물(보고서) 등을 정기적

으로 발간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 위협에 대응하

기 위한 훈련용 교육회장(Training Circular)을 발

간한다. 이 내용은 가상의 적국을 대상으로 하는 훈

련을 시키기 위한 자료인 DATE(Decisive Action

Training Environment) 작성시 활용하며, 부대별

임무수행을 위한 과업조정을 통해 부대별 수행해야

할 METL(Mission Essential Task List) 작성시

활용된다. 최종적으로 부대별 맞춤형 훈련 모형이

설계되고 다양한 형태로 훈련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그림 7] 작전환경 분석 및 활용절차

3.3.2 산출물 관리시스템

작전환경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각종 산출물들은

미 육군 내부망에구축되어있는육군훈련관리체계

(ATMS : Army Training Management Sys-

tem)의 하위 체계인 육군 훈련 네트워크(ATN :

Army Training Network)에 탑재하여 운영한다.

기존에여러채널을활용하여공개하던공개자료들은

작전환경 데이터 통합 네트워크(ODIN : OE Data

Integrate Network)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제공

하고 있다.

3.3.3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작전환경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명 ‘밀리터리 매니아’ 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8개의온라인커뮤니티(①Mad Scientist Com-

munity(MSC), ② OEC(Operation Environment

Center), ③ Ace-Threat Integration ④ FMSO

(Foreign Military Studies Office), ⑤ GCKN(Glo-

bal Cultural Knowledge Network), ⑥ UFMCS

(The University of Foreign Military and Cul-

tural Studies), ⑦ CTE(Critical Thinking Ele-

ment), ⑧ G-2 Modeling and Simulation)를 APAN

(All Partners Access Network, www.apan.org)

에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는 개별로 운영을 하되

작전환경분석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

으며, 다양한 협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4. 미군의 미래 작전환경 분석체계

4.1 미래 작전환경분석 방법 및 절차

2014년 이전 미래작전환경 분석방법 및 절차는은

정책서, 분석보고서, 해외잡지, 기상 등을 참고하여

작전환경 구성요소(PMESII-PT)별 분석을 통해

2030년의 미래환경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하였다. 2014년 이후는 Mad Scientist Conference

(매드사이언티스트 컨퍼런스, 이하 MSC) 를 통해

다양한분야의연구결과를종합및분석하여미래작전

환경분석 결과를 최신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림

8]과 같이 교육사에서 주관하고 육본, 협력대학, 연

구소 등과 공동개최 진행하고 논문과 토의내용을 종

합하여 종합보고서를 1차적으로 작성한 후 미래작

전환경 이라는 제목으로 내ㆍ외부에 공개하고, 신

규컨퍼런스결과및독자의의견을반영하여지속적

으로 최신화를 시켜나간다(TRADOC G-2, 2016).

[그림 8] 미래 작전환경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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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Mad Scientist Conference(MSC)

MSC는 교육사 G-2의 분석통제처(G-22) 매드

사이언티스트 팀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컨퍼런스의

목적은 육군ㆍ합동군 전문가와 학계, 산업계 전문

가들의 민-군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집단의

지성을 활용하는데 있다. 컨퍼런스 주제는 미래에

작전환경에 영향을 미칠 과학기술ㆍ사회ㆍ기후변

화 등을 선정하여 진행된다. 비밀 컨퍼런스를 제외

한 모든 컨퍼런스 참석이 자유로우며, 컨퍼런스 결

과는 실시간으로 유투브 방송을 진행하여 전문가

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작전환경 분석결

과를 발전시켜 나간다(TRADOC G-2, 2018; The

Governmentciomedia, 2018).

주제발표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되며 미래

기술이 어떻게, 어느 곳에서 사용되고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을 한다.

또한 인터넷상의 블로그, 트위터, 유투브 등을 통

해 관련 전문가들이 상호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

록 시스템 化 하여 운영한다. 주 활동 분야는 첨단

기술 사례를 위주로 하며 이러한 기술들이 야기

할 미래 전장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일들을 예측하

고 대응할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컨퍼런스는 최초 2015년 9월에 개최

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7회의 컨퍼런스를 개최하

고 있다. 대부분 공개 컨퍼런스로 진행되며 관련

된 내용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4.3 작전환경분석 산출물

미래 작전환경 분석 산출물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버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발간물로 발간이 지속 이

루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산출물을 여러 독자에

게 공유 후 피드백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컨퍼런스, 각 부서의 고유 임무수행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작전환경분석 관련 산물이 나오며 이를 배

포 및 활용하고 있으며, 군사교리 발전고 교육훈

령등에 활용되고 있다. 작전환경 분석 단계별 산

출물 및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산출물 주요 내용

OEA 세계 7개 주요지역의 작전환경
평가 보고서

DATE 현재와 미래의 작전환경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Red Diamond
Newsletter

적대세력, 하이브리드전
위협관련 정보제공(월간)

Training Circular
7-100 series

적대세력의 특성에 대한 설명
(교육회장)

Threat Report &
Hand Book

적대세력에 대한 짧은 분석보
(사용자 요구)

Worldwide Equipment
Guide

적대국가 군대의 무기체계
데이터

Threat Tactical Report 잠재적적의전술에관한보고서

OE Watch 해외지역 작전환경 분석

<표 2> 작전환경 관련 주요 산출물

단계별로 생산되는 주요 산출물을 통해서 [그림

9]와 같이 미래작전환경에 대한 종합 산출물을 발

간하여 활용하고 있다. 현재 유효한 문서는 ② 2028

년까지 작전환경, ③ 미래전의 작전환경과 특성의

변화, ④ 작전환경 2035∼2050이다.

[그림 9] 미래 작전환경 분석 산출물 경과

4.4 시사점

미군은미래작전환경분석을위한전담조직과인력,

민-군 협업체계, 미래 작전환경분석 절차 및 활용

등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있다. 민감한사항이아닌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

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미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교육사 G-2 참모부 뿐만 아

니라미래사령부(AFC : Army Future Command)를

창설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산출물은

미 합참차원의 작전환경(JOE : Joint Ope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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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분석시 미 육군의 미래작전환경분석

산출물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우리군도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작전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인력이

필요하며, 산출물에 대한 활용 및 환류가 잘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5. 한국군 적용방안

5.1 한국군의 미래작전환경분석 현상진단

한국군도 미래작전환경분석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일부조직과인력을 편성하여임무수행중에 있으며,

미래 비전설계를 위해 비전 2050 등을 수립하고 있

다. 육군은 미래혁신연구센터와 교육사에 작전환경

분석팀이 운영 중에 있지만 두 기관의 업무분장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미래작전환경 분석이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그 외 공군ㆍ해군ㆍ해병대도 한시적

으로 비전설계를 위한 TF를 운영하여 2020년에 각

군별로 비전서를 발간하였으나, 활용 및 환류 체계

로의 환경이 미비하며 국방의 큰 그림 및 타군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 차원

의 국방비전 2050 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내

ㆍ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고 있으나,

미군처럼 전문조직과 인력, 분석방법론 및 환류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5.2 발전적 적용방안

5.2.1 전담조직 편성 및 운용

국방부를 주도로 하여, 합참 및 각 군에 미래 작

전환경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

력을 신설하고나 기존 조직의 재설계를 통한 임무

재부여를 통해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영속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작전환경 관련 최신 동향에 대한 자료

를 구축 및 분석하고, 분석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활용ㆍ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

가야 한다.

5.2.2 미래작전환경 커뮤니티 확대운용

육군 위주의 미래작전환경 분석 및 커뮤니티를

국방부ㆍ합참 차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국

방 차원의 큰 청사진 안에 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군 협업으로 운영되는 국방

특화 연구센터와 기술별 기관(업체) 등과 협업체

계를 구축하여 관련분야의 주제 전문가를 확대하

고 활성화하여 운영해야 한다. 언택트 시대에 다

양한 방법으로 전문가들과의 통을 위하여 접근성

과 활용성이 우수한 인터넷 기반 온라인 공유 커

뮤니티(인터넷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관련 성과물을 적극 공유와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작전환경분석결과를 지속적

으로 최신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커뮤니티는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세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육군에서 운영

중인 과학기술위원회 등을 확산하여 운영하는 방

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0] 육군 과학기술위원회(히말라야 프로젝트)

5.2.3 한국형 매드사이언티스트 컨퍼런스(K-

MSC) 적극 활용

한국군도 미 육군의 MSC를 벤치마킹하여 한국

형 MSC(K-MSC)를 총 3회 개최하였으나 육군만

의 1회성 행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홍보부족으로

많은 인원이 많지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아직 시

작 단계인 K-MSC를 발전적으로 운용하고 국방

부 주도의 전군차원의 전문적인 컨퍼런스로 발전

시킴으로써 미래전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

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개방형 민

-군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민간의 우수한 기술

을 군에 접목시키고 미래기술에 대한 국방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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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미래란 모르는 자에게는 두려움이고 아는자에

게는 즐거움이다.’라는 말이 있다.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를 한다면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유

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급격히 변해가는 현

실에서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국방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산발적으로 진행됨에 따

른 통합의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노력

들을 통합하여 국방차원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

가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를 위해 중장기

적으로 국방차원의 미래작전환경을 분석을 위한

전담 조직 또는 인력이 편성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전문인력들의 장기간 보직을 통해 전문성과 연속

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전담기관(조직)의

고유 업무를 고려하여 관련 임무와 책임을 법제화

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육군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K-MSC를 국방부

차원으로 격상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운영할 필요

가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그룹화된 커뮤니티를 운영하

고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작전환경분석방법론은 모

범적인 정답은 없다.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과 대상

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작전환경에 대한 많은 참고자료가 부족하여 미

군의 작전환경 분석방법론을 핵심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군 발전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다양한 국방분야의 미래 작전환경

분석방법론에 대한 심층 깊은 연구를 통해 한국군

에 최적화된 분석방법론과 분석결과를 도출해볼 필

요성이 있다. 불확실한 미래 전장환경에 대한 분석

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스마트한 강군건

설을 적극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기술강군으로의 도약을 통해 자주국방에

대한 꿈을 이뤄나가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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