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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50년 육군이 추구하는 신개념 무기체계의 주요 특

징은 첫째, 모든 무기체계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초연결

되어 하나의 전장 플랫폼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둘째,

개별 전투원은 미래 과학기술이 집약된 개별 전투 플랫

폼으로,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 초능력을 발휘하는

트랜스 슈퍼 솔져로 증강된다. 셋째, 모든 신개념 무기

는 자체 센서에 의해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능동적으

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간의 조정과 통제를 최

소화한다. 넷째, 작전지원체계는 추가적인 지원 소요를

최소화함으로써 단독 및 지속적인 작전임무 수행이 가

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육군의 초연결 신개념 무기

체계에 대해 탐색적 이론을 고찰한 뒤 이에 따른 연구

의 주요내용으로 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트랜스 슈

퍼 솔져, ② 전투원을 대체하는 지능형 자율 전투로봇,

③ 강력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무기, ④ 적의 전략적

중심을 파괴하는 극초음속 무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뤄 본 연구의 탐색적·이론적 내용을 통해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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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육군의 초연결 신개념 무기체계

Future Army Super-Connected New Concept Weap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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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50년이 되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고도로 성숙되어 인류 문명의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기술은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초연결 네트워크 등일 것이다. 이

기술들은 인간의 삶 뿐 아니라 전장의 모습도 크게 변모시킬 것이다. 따라서 2050년 육군은 이러한 기술을 융·

복합시킨 초지능·초연결 기반의 신개념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주요어 : 미래, 무기체계, 육군, 초연결, 신개념

Abstract By 2050, th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urrently being discussed will become 
highly mature and face a turning point in human civilization. Among them, the most innovative technologies 
will b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virtual reality and hyper-connected networks. These technologies will 
transform not only human life but also the appearance of the battlefield. 
  Therefore, in 2050, the Army should concentrate all its capabilities on developing new concept weapons 
systems based on superintelligence and hyperconnectivity that converge and integrate these technologies.

Key words :  Future, Weapon System, Army, Super-Connection, New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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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미래 육군 신개념 무기체계 고찰

2050년 미래 세계는 개인ㆍ조직ㆍ국가가 인터넷 플

랫폼으로 연결, 수많은 디바이스가 스마트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AIㆍBIG Data 융합으로 기술사업 구조가 센

서로 연결될 것이다[1]. 또한, 미래에는 과학기술의 발

달로 적을 직접 살상하지 않아도 적의 전투 의지를 약

화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살상 무기들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의 전장양상은 4차산업혁명의 융합기술을 적용

한 군사전략 및 무기체계 개발의 의문점을 해결해 줄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미래전은 지금까지의 지상, 해상,

공중의 3차원 전쟁양상에 추가하여 우주와 사이버 공간

을 포함한 5차원 공간의 동시 전장화로 지휘통제(C4I),

감시·정찰(ISR)과 정밀타격(PGMs)이 결합된 시스템 복

합정밀타격(C4ISR + PGMs)가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

중심의 동시·통합 전장개념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

다[2].

더 나아가, 미래 전장전 예측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네트워크 기반 동시·통합전으로 복합무기체계화, 인명

중시로 인한 무인화 및 생존성 증대, 전장영역 확대에

따른 효과중심 작전 및 기동전, 도시지역 발달에 따른

도시·대테러 작전의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하였으며, 따

라서 기존의 전투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신

개념 미래기동체계와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3].

따라서 미래 전장의 양상은 전면전의 개념이 아니라

비대칭 전력과 정규전·테러와 같은 소규모 전이 복합적

으로 작용되는 하이브리드전과 4세대 전쟁의 양상을 보

이게 될 것이며[4], 이러한 무기체계는 무인화, 지능화,

인명의 중시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비대

칭 무기의 등장으로 위협세력과의 상대적인 열세를 극

복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결국, 전장의 공간은 다차원

영역의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의 영역으로 확장

될 것이다[5].

Ⅲ. 미래 육군 신개념 무기체계 분석

1.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트랜스 슈퍼 솔져

미래의 신개념 무기체계 중에서 육군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바로 인간 전투원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전투원들의 뇌에 센서를 이식하

여 무선으로 연결하면 뇌가 스마트폰처럼 전자파를 송

수신할 수 있게 되고 전투원들과 지능형 사물 센서들이

상호 연결될 것이다. 생각만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현

장의 전장 감시 센서를 조종하여 전장상황을 모니터링

하거나 무인 자율 로봇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망막에 칩을 이식하여 망막의 신경을 활성화한 인공

망막을 이용하면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적외

선, 자외선, X-선을 볼 수 있으며 칠흑 같은 밤길도 대

낮처럼 보이며 사람의 몸속 뼈도 투시해 볼 수 있다.

인공 달팽이관은 음파를 전기신호로 바꾸어서 청각

신경을 자극하여 가청주파수 대역을 넘어 고주파나 저

주파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으며 개의 후각 신경을 뛰

어넘는 인공 후각센서를 만들어 표적의 냄새 위치를 식

별하여 뇌에 AR 또는 VR로 표시해 준다.

전투원 개인의 몸을 통해 감지되는 모든 정보는 다

른 전투원들이나 지휘부와 공유할 수도 있으며 전투원

의 뇌에 메모리 카드를 이식하여 뇌와 연동시킴으로써

수백 테라바이트 용량의 보조 기억장치로 사용할 수 있

으며 작전지역의 지형이나 인물 동향, 전장 상황을 보

조기억 장치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 전투원의 뇌로

전송하여 뇌 속에 다운로드하여 작전 간 현지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외국어 단어와 문장을 뇌 속에

서 재생시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슈퍼 솔져의 통합형 헬멧은 방탄, 통신, 정보

전시, 피아식별, 화생방 탐지 및 보호 능력을 갖춰 헬멧

전시창으로 작전지도를 보여주며, 지도 위에 적과 아군

의 전투원 및 무기·장비의 위치가 표시되며 특히, 아군

의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위치 및 생체정보의 공유는

피·아 식별을 명확히 해주어 오인사격을 방지하며 개인

의 생체 이상신호가 감지되면 지휘소의 화면에 별도 표

시가 되어 사망 시에는 정보보호를 위해 네트워크가 자

동 차단된다.

또한, 통신기기는 항상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있어 필

요한 정보를 음성으로 질문하면 인공지능이 바로 답을

제공하며 헬멧으로 전시되거나 음성으로 답을 알려주

며 로봇 슈트는 기본적으로 방탄, 화생방 보호, 생체 모

니터링 및 조절, 정보처리 및 제어, 위장, 융합전원 기

능을 구축함으로써 아이언 맨과 같은 인간의 뇌·근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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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동하여 전투원으로 하여금 빨리 달리고 무거운 군

용물자 하중을 들 수 있으며, 공중 기동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슈트 표면에 메타물질을 입혀 필요시

전투원을 가시광선과 적외선으로부터 은폐시키는 스텔

스 기능을 가져야하며 슈트의 팔 부위에는 초소형 유도

탄이나 레이저 빔 발사 기능을 장착하고 헬멧 센서와

연동되도록 할 것이며 이상으로 논의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트랜스 슈퍼 솔져’는 다음 그림 1로 제시할

수 있다.

출처 : 육군(2020), 육군비전 2050.

그림 1. 슈퍼 솔져
Figure 1. Super soldier

2. 전투원을 대체하는 지능형 자율 전투로봇

지능형 자율 전투로봇은 ①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②동물의 형태나 움직임을 모방하여 만드는 ‘생체

모방형‘ 로봇, ③소형 드론들이 벌떼와 같은 집단을 이

루어 활동하는 ’군집드론‘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인간 전투원이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나 방

사능 위험지역, 전초 및 수색 지역 등에 투입될 수 있

으며, 적의 핵심 시설이나 무기체계를 집중적으로 공격

하여 파괴할 수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의해 명령을 받지만 명령에 대한 실행은 자율적

으로 실시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

다. 첫째, 인공지능을 장착하여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하는 등 자율적인 전투임무 수행이 가능한 지능형

전투로봇으로, 인간의 직접적인 통제 없이 인간 전투원

과 협업하면서 동일한 수준에서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

한다.

둘째, 내부에 탑승한 인간과 교감하면서 인간의 조종

또는 통제에 따라 행동하는 반자율형 로봇으로 각종 무

기체계를 탑재하여 강력한 화력과 방호능력을 가진 거

대 로봇의 일종이다.

셋째, BMI 기술을 통해 완전히 인간에 의해 조종되

는 아바타 로봇으로, 로봇의 센서가 감지한 정보는 인

간 조종자의 뇌에 전달되어 인간 조종자의 것이 되며

이와 동시에 인간 조종자의 뇌파는 아바타 로봇을 원격

조종한다. 이러한 생체 모방형 로봇은 동·식물 등이 가

지고 있는 특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로봇으로, 여

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며 주

로 곤충이나 새, 벌, 지렁이, 거미, 뱀 등의 형태로서 이

들의 생체동작 원리를 이용하여 작동하거나 이들의 외

형적 모습으로 위장함으로써 적의 눈에 띠지 않고 도시

나 건물, 지하 영역에 은밀히 침투하여 감시 및 탐지,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건물 지역 작전 시 거미 로봇은 건물 외

벽으로 이동하여 목표지점에서 실제 거미처럼 거미줄

을 치고 임무를 수행하며 벌새 로봇은 초민감 광학 센

서로 생화학물질을 탐지하거나 오염정도를 측정하여,

건물투시용 레이더 및 적외선 레이더로 은폐 및 엄폐된

적을 식별한다. 이러한 생체모방형 로봇은 단독작전을

수행하기 보다는 인간 전투원들에 의해 휴대되면서 이

들을 근접지원하며 이상으로 논의한 ’전투로봇‘은 다음

그림 2로 제시할 수 있다.

출처 : 육군(2020), 육군비전 2050.

그림 2. 전투 로봇
Figure 2. Combat robot

3. 강력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무기

기존의 화약탄은 탄약의 중량과 부피로 인해 휴대와

관리, 지속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에너지 무기는 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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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재무장 없이 한 번

의 충전으로 다량의 사격이 가능하고 운용비용이 저렴

하여 작전 지속능력이 탁월하다. 레이저 무기와 레일

건 등의 에너지 무기는 초정밀, 초장거리 사격이 가능

하여 원거리 목표물 타격에 사용될 뿐 아니라 부대방

호,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

술개발의 진전에 따라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하여 개인

소총뿐 아니라 전차, 장갑차, 헬기, 드론, 전투로봇 등

어디에나 탑재가 가능하여 활용성이 매우 넓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무기의 실용화의 관건은 전기

에너지의 지속적인 공급 여부가 될 것이며 레이저 무기

는 레이저를 활용한 무기체계로서, 광속으로 교전이 가

능하여 지향성이 우수하며 정밀 조준이 가능하고, 에너

지 집중도가 우수하여 파괴용 무기체계로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적 탄도미사일을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거

나, 인공위성 또는 UAV에 탑재하여 적 항공기나 미사

일 등을 타격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활용하고 있는

레이저 무기는 4km 이내의 근거리 대포, 로켓 등을 직

접 타격할 수 있는 아이언 빔(Iron Beam)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레이저 무기의 또 다른 형태로서 공중에 레이

저 전송 거울을 운용한다면 지상의 레이저를 반사하여

적의 미사일 및 전투기의 요격이나 수백 km 거리의 목

표물에 대한 타격도 가능하며 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하여 폭발용 탄약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활용

할 수 있고,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레이저 건은 탄약

이 필요 없고, 정확성이 우수한 개인 전투체계이다.

이상으로 논의한 강력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무기

‘는 다음 그림3으로 제시할 수 있다.

출처 : 육군(2020), 육군비전 2050.

그림 3. 에너지 무기
Figure 3. Energy weapon

4. 적의 전략적 중심을 파괴하는 극초음속 무기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

문에 탐지나 요격이 불가능하며 핵탄두에 가까운 위력

을 발휘할 수 있어 전쟁의 판도를 한순간에 바꿀 수 있

는 차세대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는 원

거리 병력 투사 없이 적의 전략적 중심을 정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나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

를 달성할 수 있는 미래 육군의 게임 체인저로 적합하

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군사 강대국

들이 경쟁적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극초음속 무기 개발

에 착수하여 2011년에 HTV-2 로켓 글라이더의 마하

20 극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현재는 미 공군에

서 극초음속 비행기(HCSW Hypersonic Conventional

Weapon)과 극초음 신속대응무기(ARRW Air-Launched

Rapid Response Weapon) 개발 중이며 미 육군은 초

음속 스크램제트 방식의 지상발사용 AHW를 2023년을

목표로 실전 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2019년 kh-47M2 킨잘(Kinzhal)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마하 10), 3M22 지르곤(Zircon) 순항미

사일(마하 8), Yu-17s 아방가르드(Avangard) 순항미

사일(마하 20~27) 개발에 성공하고 조만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중국도 2019년에 둥펑(DF-ZF) 극초음속 미사일(마

하 8~1), 싱콩(Xingkong)-2 극초음속 무인기(마하 6)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개발 추세로

볼 때, 극초음속 무기는 조만간 각국의 핵심적인 전략

무기가 될 전망이다. 극초음속 무기는 탄도미사일과 달

리 낮은 고도(10~30km)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불규

칙하게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 및 요격이 어려워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공군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함정이나 전투기의 극초음속 무기 운용에도 많

은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지상 기반 극

초음속 무기의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지

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은 공중이나 해상과 달리 지형

지물을 활용하여 은폐된 장소에 분산 배치할 수 있어

생존성이 뛰어나며, 기상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미래 대한민국 육군은 비교적 적

은 비용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미래 육군의 게임 체인저로 개발해야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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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상으로 논의한 ’적의 전략적 중심을 파괴하

는 극초음속 무기‘는 다음 그림 4로 제시할 수 있다.

출처 : 육군(2020), 육군비전 2050.

그림 4. 극초음속 무기 모델
Figure 4. Hypersonic weapon model

Ⅳ. 결론

본 연구는 미래 육군의 초연결 신개념 무기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

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트랜스 ’슈퍼 솔져‘의 경우

네트워크에 연결된 현장의 전장 감시 센서를 조종하여

전장상황을 모니터링 하거나 무인 자율 로봇에게 명령

을 내릴 수 있는 체계에 대해 미래의 신개념 무기체계

중에서 육군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이며 이는

인간 전투원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투원을 대체하는 지능형 자율 전투로봇‘의

경우 음속의 4배 이상의 충격파를 견뎌야하며, 매우 강

한 자장으로 인한 충격은 총신(레일)을 파괴할 수도 있

다. 또한, 대용량의 전력 소모와 고속의 탄환 발사시에

생기는 레일 마모 문제는 실용화에 가장 큰 기술적 문

제가 있으며 현재 미(美) 해군을 중심으로 전술적, 전략

적 무기로써 실용화 개발을 하고 있는 수준이며 향후,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어 레일건 무기가 전

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며, 특히 초장거리 목표물

을 타격하는 육군의 전략적 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강력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무기‘의 레일건과

관련한 연구의 경우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

까지 해결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음속의

4배 이상의 충격파를 견뎌야하며, 매우 강한 자장으로

인한 충격은 총신(레일)을 파괴할 수도 있다. 또한, 대

용량의 전력소모와 고속의 탄환 발사시에 생기는 레일

마모 문제는 실용화에 가장 큰 기술적 문제가 있으며

현재는 미(美)해군을 중심으로 전술적, 전략적 무기로

써 실용화 개발을 하고 있는 수준이며 향후 관련 기술

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어 레일건 무기가 전장에서 다

양하게 활용될 것이며, 특히 초장거리 목표물을 타격하

는 육군의 전략적 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적의 전략적 중심을 파괴하는 극초음속 무기’

의 경우 2050년을 내다보는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이보

다 더 빠르고 강력한 타격 효과를 지닌 극초음속 무기

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즉, 20∼30년 후, 극초음속 무

기는 마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인공지능이 결합된

다수의 극초음속 미사일 집단이 미사일끼리 표적 정보

를 공유하면서 임무를 분담하여 타격함으로써 파괴력

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탄두에 공격용 초

소형 군집드론을 탑재하여 극초음속으로 목표 부근까

지 비행한 후, 이들을 목표지역에 비산시켜 광범위한

지역에서 작전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하며 탄두에

EMP 탄을 장착하여 전략 표적에서 폭발시킴으로써 일

거에 적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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