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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통적인 군사전략 이론의 발전과는 달리, 전략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적
용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물론 전략평가에 대한 논의가 기존의 이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짧고, 간결하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이론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은 비교적 최근1)이라 할
수 있다.
군사전략 평가부분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군사전략의 실효성이 전
쟁을 통해서만 평가되는 제한적 특성에 기인한다. 기존의 군사전략 평가는 일반
적으로 전쟁 수행 이후 교훈도출 과정에서 적용되는 일종의 사후평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면 좋은 전략이고, 패배했다면 나쁜 전략이었
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은 일회적이고 빈번하지 않아, 사후평가
의 결과를 다른 지역과 상황의 군사전략에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제한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군사전략의 사후평가 못지않게, 전략의 구현 가능성을 사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Brodie, 1973)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못한 전
략은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야전에서 적용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략 수립단계에서 전략을 평가하여 실제 구현 가능함
을 검증함으로써 군사전략의 기본 요건인 실용적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국방 M&S 분야의 발전으로 전쟁을 사전 모의하는 방법들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M&S를 통한 평가 방식은 구체적인 교전을 모의하거나,
작전계획 수준에서는 효용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군사전략을 평가하는 데에는
여전히 그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군사전략 평가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군사전략의 효율
1) 저자들은 군사전략 자체에 대한 평가 논의의 시발을 1981년 Maxwell D. Taylor장군이 전략의
구성요소를 주장한 이후, 미 육군 대학에서 각 구성요소들 간 균형성이 전략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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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검증하는 것이다(Callanan & Weiler, 2008; Berinsky, 2007). 이는 전쟁 비용
과 효과를 분석하여 군사전략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하고 있거
나 수행했던 국가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평가로 인식된다. 특히 국방비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이병구, 2014) 이러
한 형태의 전략평가는 국방 분야의 필수 과정이 되었다.
비용 대 효과분석 측면의 이론과 구체적인 방법론은 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해
비교적 균형 있게 발전되고 있다. 이는 군사전략이 구체화되는 전쟁의 특성이
국가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
이다. 특히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는 미국이 수행하고 있었던 전쟁 효과
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되었으며, 현재의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린 디플
레이션의 우려 등 국제 경제적 이슈들에 기인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군사전략은
더 이상 유용하지 못 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 되었다.
두 번째는 군사전략 자체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군사전략의 효율성 검증
에 선행되는 군사전략의 기본 요건들의 성립여부에 대한 평가이다. 미 해군대학
에서 1942년 군사전략의 기본 요건을 FAS(Feasibility, Acceptability, Suitability)2)
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군사전략을 평가하였다(U.S Naval War College, 1942,
pp. 30-31). FAS 평가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달성가능성(Feasibility)은 가용한
수단을 이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특정 방법(Action)을 수행가능한가를 의미한
다. 수용성(Acceptability)은 수단과 방법과 연관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
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해당하며, 적합성(Suitability)은 목표 달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한편, 전략평가에서 FAS의 유용성은 비단 군사학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략을
학문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경영학에서도 FAS를 기업들의 전략평가에 사용
(Johnson & Scholes, 1993)하고 있어, 이제는 포괄적인 전략평가 이론으로 굳어
지고 있다. 그러나 FAS는 이론적 개념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며 미 해군대학에서
실무적인 필요에 의해 현장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FAS 평가의 문제는 개념이
2) 미 해군대학에서는 1940년대 이미 세 가지 조건(FAS)의 충족을 성공적인 전략으로 간주한 바 있다.

87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1호･2015년 봄(통권 제107호)

가지고 있는 유용성에 비해 개별 점검 항목들의 이론적 토대가 미비하고 전략
수립 시 실제 적용하여 평가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전략의 달성가
능성(Feasibility)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평가를 수행한 예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이론적 논의가 약한 전략평가는 지속되기 어려운 결점
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후분석에 초점을 맞춘 비용 대 효과측면의 평가방식은
배제하고, FAS 점검 중 가장 적용이 어려운 군사전략의 달성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실무 관계자들과 이를 연구하는 전략가들 간에 달성
가능한 전략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군사전략 달성가능성의 이론적 배경
군사전략의 분석수준은 어떠한 측면을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군사
전략의 달성가능성 평가는 군사전략이 좋은 전략인가 혹은 나쁜 전략인가를 검
증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한 형태의 전략평가는 전략수행 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방전략과의 연계성이나, 적 군사전략과의 비교 등 주로 전략의 외적
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략의 순수한 달성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략의 내적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 즉, 전략의 구성요소
가 적절한 것인지, 또는 요소들 간 미비한 점은 없는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Collins, 2002). 이를 위해 먼저 군사전략의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군사전략 구성요소와 상호관계
군사전략의 구성요소는 1981년 미 육군대학에서 테일러장군이 구체화3)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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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소(목표4)(Objective or Ends), 방법(Ways), 수단(Means))가 보편적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세 가지 요소가 전략가들에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전략이 단순
히 군사적 행동 계획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전략은 전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최종상태가 어떤 것인가?”, “어떠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최종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가용한 자산이 이러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사전략의 내적요인을 분석하고 세 가
지 요소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Grey, 2010).
첫 번째, 목표(Objective)는 원하는 혹은 달성해야 하는 최종 상태를 의미한다
(Lykke, 1989). 군사전략의 성공과 실패는 군사전략이 지향하고 있는 최종상태
에 따라 결정되므로(Leonhard, 1993) 군사전략 목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하
지만 군사전략 목표는 국가정책(정치)의 영역에서 파생되는 개념이므로 군사적
으로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군사전략의 최종상
태가 국가정책(정치)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전략의
수준에 따라 국가정책이 지향하는 부분을 식별하여 이를 전략 목표에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이를 평가하는 과정은 적합성(Suitability)에 해당하는 부분으
로, 본고에서 집중하여 다루고자 하는 달성가능성과는 다른 문제이다.
두 번째, 방법(Ways)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의미한다. ‘방
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는 것들이 ‘개념(Concept)’, ‘행동 계획(Plan of
Action)’ 등이 있다. 문제는 ‘목표’와 ‘방법’이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실무에서 이를 구분하여 적용하기가 어렵
3) 군사전략의 3요소는 손자나 클라우제비츠와 같은 전략가들에 의해서도 논의되었으나 3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프랑스 군사전략가인 Beaufre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미 육군대학의 테일러 장군은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한 바
있다.
4) 세 가지 요소 중 목표는 최종상태(Ends) 혹은 전략목표(Strategic Objective)로 학자들마다 용어적으
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개념은 동일하며 본문에서는 목표(Objective)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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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억제(Deterrence)’는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용어를 정의하는 조직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
생한다. 만일 최상위 기관에서 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목표로 읽혀
져야 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억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이는 방법으
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군사전략에서 방법은 ‘행동이 수반되
는 과정(Course of Action)’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Lykke, 1989), 분석자들
은 군사적인 움직임을 고려하여 방법을 판단해야 한다.
세 번째, 수단(Means)은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Resource)으로 볼 수 있
다. 자원은 유･무형의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무기체계나 병력과 같은
군사적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며, 시간과 지휘관의 의지와 같은 무형적인 요소들
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가들은 가용한 수단을 반드시 식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수단 없이는 어떠한 방법도 수행할 수 없으며, 전략목표의 최종상태에 도
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단은 전략의 가동성을 보장할 수 있
는 핵심이며, 술(術, Art)로써 군사전략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유사한 수단을 가지고도 원하는 최종상태가 다르게 진행된 사례는
역사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사전략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지만 세 가
지 요소를 별개로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군사전략 평가의 이론
적 기초를 제공했던 Lykke(1989)는 전략이란 목표, 방법 그리고 수단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군사전략 평가는 세 가지 요인의 균형(Balance)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군사전략의 달성가능성은 따라서 각 구성요소 간 관계를 분석함
으로써 얻어낼 수 있다(Grey, 2010)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Lykke(1989)는 군사전략은 목표, 방법, 수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균형의 수
준이 군사전략의 달성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각 요소 간 균형(Balance)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요소 간 상호
작용이 어떻게 전략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일까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수단(Means)을 무한대로 사용가능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전쟁수행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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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무한대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면 목표 달성가능성은 분명 높아지게 될 것이
다(Leonhard, 1993). 만일 무한대의 자원을 전제로 한다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겠으나, 방법의 증가는 노력이 분산되며
각 방법의 성공여부가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복잡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복잡도의 증가는 통제를 어렵게 만들며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요소
들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까지의 방법의 감소가 목표 달
성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 수단의 경우 가용한 수단의 양이나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의 종류가 다양해져 목표 달성가능성 또한
증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때, 수단과 방법은 목표와의 적합성을 고려하
여 선정될 것이다. 이처럼 방법은 가용 수단에 의해 제한되어, 수단의 제약하에
서 목표 달성가능성을 최적화하는 방법과 수단의 조합을 찾게 된다. 군사전략의
요소 간의 균형 및 달성가능성은 Lykke(1989)의 군사전략의 균형성 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요소 각각의 독립적인 측정 및 비교와 달리 각 요소 쌍의 관계
를 바탕으로 한 최적화로 나타내어 요소 간 상호작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Lykke Model의 효용성과 한계
미 육군대학의 Lykke(1989)는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보고
서에서 군사전략의 균형성 모델5)을 발표함으로써, 전략평가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Lykke는 전략의 세 가지 요인들을 삼각의자를 구성하는 각 다리로 표현(<그림
1>)하였으며, 어느 한 요소가 미흡할 때(길이가 다를 때), 군사전략은 균형성을
잃고 국가안보가 위험해 진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Lykke의 균형모델은 현재까
지 발표된 군사전략 이론 중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론 중 하나이며, 전략,
작전, 전술적 수준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이론으로 각광받고 있다.
5) Lykke(1989)는 ‘Toward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논문을 통해 성공적인 전략에 대한
균형성 이론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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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strategy

Military strategy

<그림 1> Lykke의 전략 균형 모델

Lykke는 균형(Balance)이라는 개념으로 각 요소가 독립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동시에 세 요소의 균형이 곧 전략의 달성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Lykke
의 균형성 이론은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설(Trinity)6)의 개념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 즉, 국민과 군대 그리고 정부의 3요소가 균형을 잃으면 전쟁에 승리하기
어렵다는 클라우제비츠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Lykke는 단순히 클라우제비츠의 개념을 전략의 구성요소로 대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전쟁을 극도의 불확실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각 요소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바뀔 수 있다는 클라우제비츠의 이론과는 달리, 전략 구성요소의
균형이 국가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국가 안보가 요소
간 균형에 의존한다는 균형 의존론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즉,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론이 균형에 따른 전쟁양상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Lykke의 균형이론은 군사전략 평가를 진일보 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Lykke 모델은 군사전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토대
를 제공하고 있다. 균형성을 강조함으로써 각 요소의 균형을 측정하여 비교하면
전략의 달성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특성을 폭력성, 우연성, 합리성의 균형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는 국민, 군
대, 정부의 3요소로 표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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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각 요소의 중요성이 고르게 강조되어 있으므로 전략평가에 있어
편중될 수 있는 분석 단위를 표준화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전략을
위협의 특성에 따른 ‘전쟁수행 방법(Ways)’으로 묘사하고 있는 기존의 이론
(Collins, 2002)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Lykke의 이론이 전략평가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균형모
델의 해석에는 다른 시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Lykke는 전략의 불균형으로 인해 전략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기울어
진 모양으로 시각화했지만, 길이가 다른 다리들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각도로
측정할 경우 그 의미해석이 난해하게 된다. 즉, 다리길이가 다름으로 인한 위험
의 존재 식별은 개념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나 실제로 그 위험을 측정하고 비교하
기가 어렵다. 이는 Lykke가 각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만, 균형이 가지는 연결망의 특성은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A, B, C의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A와 B, 혹은 B와 C처럼 비교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목표, 방법 및 수단의 개별평가 및 비교는 전체의 균형성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의미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균형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 즉,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을 때, 다리가 세 개인 의자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면 의자는 기울
어지게 된다.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세 꼭지점이 구성하고 있는 세변
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중앙에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삼각의자의 다리 끝(꼭지점)이 구성하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동일
해야 하는 것이다. Lykke 모델에서 각 다리의 길이가 다르게 되면 평면에 그린
삼각형에서 각 변의 길이가 달라져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균형은 상실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네트워크 이론에서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있다. 네트워크 이
론은 1950년대 이래로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요소 간 관계를 설명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Thorell, 1986). 네트워크 이론으로 전략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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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균형을 살펴보자면 먼저 분석단위는 개별 노드(Node)가 아니고 노드와 노
드간의 연결(Tie)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Granovetter, 1973). 균형은 노드와 노
드의 연결에 의해 완성됨으로 개별 요소의 측정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즉 군사
전략의 세 가지 요소들은 구조적으로 평등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Lykke의 균형 모델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분석단
위는 각 요소가 아닌 두 가지 요소의 쌍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Lykke의 균형 모형은 단순히 세 가지 요소의 단위별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성 및 요소 간 연결망의 관점에서 볼 때, 분석
단위는 쌍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값을 계산하여 균형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
<표 1> 균형모형의 재해석
전략 균형(Balance)
= 목표 | 방법 | 수단

전략 균형(Balance)
= 목표:방법 | 방법:수단 | 수단:목표

Lykke의 균형 모형

균형 모형의 재해석

Lykke의 균형 모델은 전략평가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어 그 효용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제 전략평가에 적용해야 한다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통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Ⅲ. 군사전략평가(달성가능성) 방법론
방법론 적용 시 고려해야 할 구성요소들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목표
(Objective)는 전략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강조하는 반면(Doing the right
things), 방법(Ways)과 수단(Means)은 효율성(Efficiency)을 강조하는 개념
(Doing things right)(Yager, 2006)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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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략이 추구하는 목표가 상위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군사전략의 달
성가능성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달성가능성 평가는 군사전략 목표가 이미 상위
개념과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목표 설정과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문제가 없다면, 달성가능성을 판단하
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단(Means)의 가용성과 효율성이 될 것이다. 수단
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면 전략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즉, 달성가능성을 점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단의 배분상태에 따른 비효율성과 방법의 수행가능성 확
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사전략의 평가와 구체화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
다. 특히 전략수립 과정에서 군사전략의 달성 가능성을 평가한 사례는 전 세계적
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달성가능성 평가는 외부의 군사전
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이들에게 맡기고 있는 형편이다.7) 따라서 군사전략의 달
성가능성 평가는 매우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1. 전략평가를 위한 레고(Lego)모형
저자들은 본 전략평가 방법론을 레고모형으로 정의할 것이다. 레고를 장난감
정도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형태를 작은 직사각형의 블록을 이용
하여 조립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본고에서 설명하
려는 레고모형은 일단 전략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완전히 분해하여 다시 쌓아
나감으로써, 달성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과 보완사항을 식별
해 나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의 유형을 양상별/위협별로 구분해야 한다. Lykke의 균형모델에

7) 호주 국방성 전략관계자와의 실무토의 결과, 달성가능성 평가 시도는 있었으나, 실패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외부전문가 구성외에 대안이 없음을 인정하였음(군사기획센터-1177(10.20), 공무국
외(호주) 출장 결과보고서 토론 내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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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군사전략의 달성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목표, 방법, 수단을 식별해
내야하며 이들의 균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의 거대한 군사전략
목표에 따른 방법과 수단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만일 양상별 혹은
위협별 전략유형을 구분해 낼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군사전략 요소를 식별해
내는 것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군사전략을 해체하여 군사전략 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군사목표
를 식별해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군사전략은 군조직의 최상위 부서에서 작성하
기 때문에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분석단위를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The Guidelines for concept analysis(Giovanni, 2009)의 내용 재구성

<그림 2> 군사전략의 분석단위 조절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략의 수준을 낮추게 되면 수단과 방법, 목표
가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Giovanni, 2009). 또한 군사전략 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군사목표가 식별가능하게 된다. 하위 군사목표란 이를 달성함으로써 최종
적으로 군사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구체화된 군사목표로 이해할 수 있다. 위협별
혹은 양상별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필수적인 세부 목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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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식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방법을 식
별해 내는 것은 매우 난해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때로는 하위 군사목표가 방법이
될 수도 있으며, 식별이 곤란한 방법도 존재할 것이다. 레고모형을 적용할 때
가장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의 식별은 기존의 전략문서들을 모두 참고하여 방법들
을 기술해 놓는 것이며 하위 군사목표의 분리와 동시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단은 두 가지의 형태로 분리해 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용가능한 모든 군사
무기체계들을 나열해 놓는 것이다. 이는 작전적 혹은 전술적 형태의 전략 즉,
단위(규모)가 작은 전략평가에 유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용가능한 수단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능력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능
력의 값을 정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수단을 분리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군사전략평가에 있어 수단의 분리는 필수적이지만 전술
적 단위처럼 모든 자원들을 열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단을 능력으로 표현하여
분리해 내는 방식이 추천된다.
세 번째, 하위 군사목표를 수행하는 방법과 능력을 조합시킨다. 이러한 방식에
는 특별한 방식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일단, 하위 군사목표를 중앙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주위에 배치한 뒤, 방법들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열
거하게 된다면, 하위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레고 모형을 통한 달성가능성 평가를 실행한다. 이를 위해 각 하위
전략별 운용개념과 수단을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전략성공에 필요한 결
정적 요인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정성적인 평가를 위해 전략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군사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패널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작성된 모델을 제공하고 수단에서 방법 그리고 방법에서 목표로 이어
지는 연결망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게 하면 이를 종합하여 달성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앞서 Lykke 모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균형성 측정의 분석 단위는 각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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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요소 간의 쌍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전략평가 패널이 실행하게 될
정성적 판단의 기준은 모두 쌍(Pair)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림 3>의
1단계 수단을 통한 방법의 수행가능성과, 이어서 2단계 방법을 통한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구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모형들이 양상별/위협별로 완성되
었다면, 이를 전체 군사전략으로 확장하여 달성가능성을 평가하면 될 것이다.
이때, 정성적 평가 결과는 계량적으로 표현하는 방식과 시각적인 표현 방식 등
어떠한 것이든 무방하다.

1단계

수단 2

수단 1

방법

2단계

목표

<그림 3> 군사전략 달성가능성 평가를 위한 레고모형(예)

전략의 구성요소들을 분해하고 다시 종합하여 평가하는 레고모형과 유사한
방법론으로 구조화된 의사 결정(Structured Decision Making; SDM) 방법론이 있
다. SDM 방법론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방법론이다. 먼저 문제를 식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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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목표(fundamental objective)를 설정, 근본적인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는 수단적인 목표(mean objective)를 설정하여 각 목표에 대해 다양한
대안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제시된 대안들의 결과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부작
용(tradeoff) 또한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택, 시행 및 평가한다(Wilson and
Arvai, 2011). SDM의 수단적인 목표와 대안 및 해결책은 각각 레고모형의 하위
전략목표와 방법과 유사하다. SDM은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방법을 구상하는 과정인데 비해 레고모형은 설정된 방법 및 수단을 통한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이다. SDM은 대안 및 해결책 제시에 있어서 방
법과 수단을 구분하지 않고 비교하여 선택하는 대안으로 사용하는 반면, 레고모
형은 수단이 방법 구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목표 달성을 파악한다. 레고
모형의 수단에 따른 방법 구현에 대한 고려는 군사전략이 용병과 양병을 모두
포괄하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군사전략개념(방법)을 통해 군사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수단을 통한 방법의 수행가능성을 분리시킴으
로 용병과 양병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군사전략의 목표-방법-수단을 분리하여 서술하는 측면에서의 유사점은 미국
의 양상별 전략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양상별 전략은 최종상태(end states)
와 이를 뒷받침하는 목표(Supporting objective or priority objective), 전략적 접근
(strategic approach), 활동 및 과업(activity and task)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는 레고모형에서 다루는 목표-하위목표-방법-수단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 국방성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대응 전략(Department of defense, 2014)에서는 군사전략 목표를 최종상
태로 보고, 이를 새로운 WMD 보유 금지, WMD 사용 금지, WMD의 영향 최소
화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하위목표는 WMD의 추구, 보유 및 배치 유인 축소,
WMD 획득, 확산 및 사용의 진입장벽 강화, WMD 리스크 관리, WMD 위협
효과 부인으로 제시하였다. 전략적 접근(방법)에서는 준비, 획득 방지, 위협 방지
및 축소, 위기 대응에 대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활동 및 과업에서는 전략적
접근에서 제시된 방법 수행에 필요한 능력들이 식별되어 있다(예, 위기 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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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즉각적 WMD 사용에 대한 방해, 격멸 또는 무효화 능력으로 제시).
이와 같이 양상별 전략을 목표-하위목표-방법-수단으로 제시할 경우 레고모형을
통해 전략의 달성가능성 평가를 각 수준별로 파악하여 종합함으로써,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방법 및 수단 또는 하위목표의 보완 및 수정소요 식별이 가능하다.

2. 레고(Lego)모형을 통한 달성가능성 평가의 딜레마
위에서 제시한 레고모형은 전략의 달성가능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
으며,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한 전략평가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첫째, 수단으로 방법을 충족하는 분석단위와 방법에서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분석단위가 독립적이 될 수 없다. 이는 세 가지 요소 간 균형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세 가지 요소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략의 균형
만이 강조된다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든지 상관없지만, 실제로는 수단
에서 방법, 방법에서 목표로 이어지는 일종의 위계적 흐름을 내포하고 있다. 따
라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충분하다면, 자연스럽게 해당 방법으로 목표
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레고모형으로는 방법과 목표의 관계
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독립적으로 추
정할 수 있는 방법론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레고모형으로 전체 FAS 평가는 불가능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군
사전략의 달성가능성에 있어 군사전략의 ‘결과’에 해당하는 전략목표는 전략을
수립하는 군 조직에서 결정되지 않고 상위조직의 지침을 받기 때문에 순수한
달성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전략목표에 대한 부분은 달
성가능성 평가에서 다룰 수 없게 된다. 레고모형을 통한 전략의 달성가능성 평가
는 수단에서 방법으로 이어지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위계적
인 제한모델이 되는 것이다. 즉, 목표에 대한 평가를 배제한 전략평가(End-less
strategic assessment)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달성가능성 평가는 순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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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달성가능성만을 확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평가를 배제한
전략평가라는 비판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평가를 진행
할 때, 분명한 점은 이러한 조건에서는 평가의 가정사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단 군사전략 목표설정은 상부조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방법은 앞서 설명한 대로 기존의 전략문서
들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방법을 통해 목표로 가는 쌍은
확정적인 것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레고모형의 한계는 오직 보유하고
있는 수단으로 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며, 이러한 결과가
긍정적일 때, 전략의 달성가능성은 높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Leonhard, 1993).
전략의 달성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FAS 평가는 전략평가의
기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레고모형의 효용성과는 별개로 차후 FAS 평가에 대한
구체화된 방법론의 논의가 필요하다.

Ⅳ. 결론
지금까지 군사전략 달성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
해 살펴보았다. 군사전략의 이론적 풍성함과 깊이에 비해 전략평가는 그렇지 못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략수행에 있어 전략평가는 반드시 사전/사후에
모두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이론적 기초위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미국과 같이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에서는 사후평가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한국은 단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을 위해 군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군사전략은 전･평시에 모두 적용되는 개념(Collins, 2002)이
긴 하지만, 전시에 보다 효용가치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현재로서는 전쟁
수행 이후의 사후평가보다는 군사전략 개발 시 수행되어야 하는 사전 평가가
더욱 의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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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전략평가의 이론은 Lykke의 균형모델 이후 정체되어 있는 형
편이다. 또한 이를 구체화한 작업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수행되
어야 하는 군사전략 평가모델의 확보와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시급하다.
한편, 본고에서 제시한 레고모델은 FAS 평가와 같이 전체적인 전략평가를 수
행할 수 없으며, 목표에 대한 평가를 배제한 전략평가(End-less strategic
assessment)라는 한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달성가능성 측면으로만
본다면 이러한 한계가 큰 저해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레고모델을 실행
하기 위해서는 내/외부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
만 전략평가 이론과 적용 가능한 모형이 없는 현시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역사적으로 군사전략은 종종 실패하기도 했으며, 전략가들은 끊임없이 실패하
지 않는 전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군사전략의 실패원인이 때로는 의사결
정의 실수일 때도 있었겠지만, 군사전략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잘 정립된 구조적인 접근이 이러한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 위협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구조적인 전략평
가 모델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군사전략은 수시로 변하는 내/외부적 전략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 수립 시 전략평가가 반드시 실
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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