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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술 도시지역 작전 사례를 통한 美 육군의 메가시티 작전
대비 방향 고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 Army's Preparation of Mega City Operation 
through the Case of the Mosul Urban Area Operation

김규진*, 조상근**, 박상혁***

Kyu Jin Kim*, Sang Keun Cho**, Sang-Hyuk Park*** 

요 약 美 육군은 21세기 최초로 모술이라는 대도시에서 공격작전을 실시하여 5가지의 도시 지역작전의 교훈을 도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美 육군은 무기체계, 싸우는 개념 및 구조 등 미래 메가시티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박차를 가

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메가시티도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한국 육군도

美 육군을 벤치마킹하여 메가시티 작전을 다음과 같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래 메가시티 작전을 준비하는 집

단지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메가시티에 최적화된 군사력 건설(무기체계, 싸우는 개념, 구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승(全勝)을 구현하기 위한 메가시티 합성훈련장을 구축해야 한다. 결국, 대한민국 육군은 이런 작전 준

비를 통해 미래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메가시티, 작전, 도시지역, 모술, 미 육군

Abstract US Army Found Five Lessons For the Urban Operations After Implemented Offensive Operations in 
Mosul, Iraq for the First time in the 21st Century. Based on these lessons the US Army Adds Spur Preparing 
For Future Megacity Operations Such as Weapon System, Warfighting Concept, Structure and etc. Korean 
peninsula experiences rapid Urbanization, so the Megacities are also Expected to Increase by this trend. So the 
ROK army also need to Benchmark the US Counterpart, so that the Organization needs to prepare following 
Elements. First, Establishing Collective Intelligence Platform for uture Megacity ops. Second, force Builing 
Optimized for the Megacity Operations(Warfighting Concept, Weapon System, Structures), Lastly, Establishing 
Megacity Synthetic Training field. By Preparing so, ROKA can Assure its Success in Future Warfare.

Key words :  Megacity, Operation, Urban Area, Mosul, United States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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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혁명 이후, 서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도시화는 주

변 도시들이 연결된 초거대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러한 도시들은 메가시티(Megacity)로 불리고 있으며,

지역의 정치 및 경제활동을 관장하는 중심지로서 주변

의 인구와 인프라를 흡수하여 점점 거대화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으로 초밀집·초연결·초융합을 특징으로 한 메가시티는

군사작전 관점에서 도시작전 전투간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 있으며 전쟁 간 메가시티 내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더불어 국가적 인프라 파괴로 전쟁 승패

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1]. 이러한 메가시티의 패

러다임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수도권(서

울·경기도) 이외 동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과

중부권(세종·대전·충남·충북)에 새로운 메가시티

(Megacity)가 발전되어 가고 있다.

결국, 메가시티작전(Megacity Operations)에 대한 군

사적 대응준비가 없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의 존망이 위

태로워질 수 있으며 미래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고 전쟁

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

되며 지난, 2016년 21세기 최대 규모의 모술 메가시티

작전(Megacity Operations)을 수행한 美 육군의 전투사

례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여 대한민국(Megacity)의 군사

적 대응준비와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

구된다.

Ⅱ. 美 육군의 메가시티 작전(Megacity
Operation) 준비와 경과

1. 메가시티 작전(Megacity Operation) 준비

美 육군은 전 세계의 도시화율을 고려하여 미래 주

요 전장을 메가시티(Megacity)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美 육군에게 2016년 전개된 모술 도시 지역작전은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모술의 사례를 바탕으로 미래 메

가시티 작전의 어려움과 복잡성을 유추할 수 있었기 때

문이었다.

즉, 美 육군은 이와 같은 도전(Challenge)을 극복하

기 위해 민･관･군･산･학･연이 연계된 집단지성 플랫폼

(Mad Scientist Conference, MSC)를 활용하여 메가시

티 작전 소요를 발굴하고, 자체 싱크 탱크를 활용하여

군사력 건설 방향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합성훈련환경(Synthetic Training

Environment, STE)을 활용한 미래 훈련체계를 구축하

여 메가시티에 대한 즉응력을 배양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美 육군 교육사령부는 2016년 8월,

미국 워싱턴 DC의 조지타운(George town) 대학에서

MSC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민·

관·군·산·학·연의 과학자들은 ‘Magacities 2025 and

Beyond’라는 주제로 열띤 토의를 벌였으며 MSC (Mad

Scientist Conference)는 아래와 같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x2Zn7hPXT7
cxdlad14xnQb1QykNP-8rq

그림 1. 美 육군의 열띤 과학자 회의
Figure 1. US Army Mad Scientist Conference

美 육군의 MSC 진행은 기존과 다르게 사전에 63개

의 집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여 인터넷 스

트리밍(Streaming)등을 통해 가상 참가자들(500명)로부

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수렴하

였으며 MSC를 통해 美 육군이 미래 메가시티에서 직

면할 수 있는 총 20개의 도전과제가 제시되었고, 이중

상황이해, 이동의 자유 및 방호, 원정작전, 미래훈련 등

4개 과제가 미래 메가시티 작전 수행에 필요한 핵심과

제로 선정되었다.

더 나아가, 美 육군협회의 지상전 연구소에서는 美

육군이 미래 메가시티 작전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

기 위한 전투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2], 美 육군사

관학교의 현대전 연구소에서는 미래 메가시티 작전에

대비하기 위한 구조적 발전 방향을 연구하여[3] 두 기

관의 연구를 통해 美 육군이 미래 메가시티 작전에 필

요한 싸우는 개념, 무기체계, 구조 등의 발전 방향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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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메가시티 작전 준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가시티는 물리적 공간, 인간영역, 사이버 공간 등

이 매우 복잡하게 얽힌 거대하고 민감한 작전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에 따라 싸우는 방법

을 차별화하였다. 즉, 전략적 측면에서 메가시티 내 분

쟁 발생에 대비하여 영·공해 접근, 교통망 사용, 군수지

원 등이 가능하도록 평소 주재국과 지속적인 군사 협력

을 긴밀하게 유지하였으며 정규작전과 더불어 적과 민

간인을 분리하기 위한 심리작전과 민간인의 마음을 사

로잡기 위한 다양한 인도적 지원도 병행하였다.

작전적 측면으로는 메가시티 포위를 통한 정규작전

과 메가시티 내부의 적 중심(Center of Gravity) 또는

거점(Strong Point)을 정확히 식별하여 제거하는 핀포

인트(Pin-Point) 특수작전 훈련을 병행하였고 마지막

전술적 측면으로, 메가시티 내부에서는 소부대 단위의

근접전투와 안정화를 위한 복합전투 및 신속한 태세

(Posture) 전환의 훈련을 준비하였다.

2. 메가시티 작전(Megacity Operation) 경과

지난, 2016년 10월 16일 180km2 면적에 2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의 대도시 모술(Mosul)에서

21세기 들어 가장 큰 규모의 도시 지역작전이 시작되었

다. 이라크군은 모술 외곽에 포위망을 형성한 후, 포위

망 내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을 차례대로 소탕하는 전

형적인 도시지역작전을 3단계로 전개하였다.

1단계 작전(2016년 11월 초∼12월 말)은 모술 외곽에

서 포위망을 형성하고 모술 동쪽 지역의 IS 저항 거점

을 소탕하였다. 2단계 작전(2016년 12월 말∼2017년 2

월 중순)은 모술 동쪽 포위망 내 IS를 소탕하였다. 이로

인해 이라크군은 티그리스강 동쪽의 모술지역을 완전

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3단계 작전(2017년 2월 중순∼7월 20일)은 모술 서쪽

포위망 내 IS를 소탕하였다. 이라크군은 IS의 공세행동

에 계속 공격하여 서쪽 포위망에 고립된 IS의 전투력은

하루가 다르게 저하되었다. 이라크군은 5월부터 7월까

지 모술 서쪽 지역의 잔적을 소탕하고, 7월 20일 최종

적으로 모술 탈환을 선언하였다. 이로 인해 약, 9개월

동안 치러진 시가전에서 이라크군 1,000∼2,000명, IS

16,400명, 민간인 926명이 사망하고, 82,000명 이상의 피

난민이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

하였으며[4], 모술 도시지역 작전 기동계획은 아래와 같

다.

출처 : https://www.armyupress.army.mil/Journals/Military-Review
/English-Edition-Archives/Jan-Feb-2019/Arnold-Mosul/

그림 2. 모술 도시지역 작전 기동계획
Figure 2. Scheme of Maneuver of Urban Operation at Mosul

Ⅲ. 美 육군의 메가시티 작전 분석
(Megacity Operation Analysis)

美 육군은 모술 도시 지역작전을 통해 5가지 교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대도시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라크군은 5개 사단 10만 명을 투입

하여 모술 외곽을 포위한 후,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IS

를 소탕해나갔다. 하지만, IS는 이라크군의 포위망을 뚫

고 모술 곳곳에서 공세 행동을 감행하였으며 IS가 모술

의 인공구조물, 지하 공간, 수로 등 곳곳에 차폐된 기동

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둘째,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지형은 작전 기간을 신장

시켰다. 이라크군은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곧, IS를 완전

히 소탕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으나, 도시지역 작전은

9개월이나 지속되었다. 또한, 모술의 초 밀집된 인공구

조물과 은·엄폐된 지상·지하 기동로가 즐비하고, 수많

은 민간인이 존재하여 공자(이라크군)보다는 그 지형에

익숙한 방자(IS)가 유리하였다.

셋째, 공자는 도시지역에 진입 시 최대 이점인 주도

권을 상실하였다. 공자의 강력한 공중과 지상의 화력

자산은 메가시티의 빽빽한 인공구조물에 의해 가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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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민간인과 섞여 활동하는 방자만 골라 표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방자는 지형의 이점과

민간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자에게 지속적인 출혈

을 강요할 수 있었으며 적군들은 민간인으로 위장하거

나 은·엄폐된 지상과 지하의 기동로를 통해 공자의 측·

후방을 기습적으로 타격하여 공자로부터 주도권을 빼

앗을 수 있다.

넷째, 메가시티는 공자에게도 ‘작전 지속지원용’ 자산

을 제공하였다. 이라크군은 주요 전투가 종료되면 점령

지역의 건물 안에서 숙영하고, 모술 내부의 의료시설을

야전병원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이라크군은 전투

물자를 줄일 수 있었고,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이 가

능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라크군은 모술 시내의 불도저

와 트럭을 징발하여 IS가 설치한 지뢰, 급조폭발물, 부

비트랩, 등을 신속히 제거하였다.

다섯째, 공자가 메가시티에서 승리하려면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메가시티의 시민들은 방자에

게 정보, 보급, 병력을 제공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이들

을 반드시 IS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특히, 이라크군은 대도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

해 화력을 정밀하게 사용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심리전과 인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

다[5].

따라서 美 육군의 메가시티 작전 교훈을 통해 분석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지휘구조 측면에

서 미래 메가시티 작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도

시 지역작전사령부(Urban Operations Command) 창설

이 필요하며 부대구조 측면에서 현재 여단 전투단 중심

으로 비정규전을 수행하고 있는 지상부대를 여단급 이

상 규모의 제병협동부대(Echelons Above Brigade)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EAB는 메가시티 내부에 분

산되어 분권화 작전을 수행하는 소부대에 보병, 포병,

기갑, 공병, 사이버·전자전 등 제병협동능력을 제공함으

로써 7일 이상의 작전 지속능력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력구조 측면에서 전투의 기본제대를 현재의

여단전투단에서 그 이상의 규모로 확대할 때, 도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예비군을 활용하고, 메가시티가

PMESII(Politics, Military, Economy, Society,

Information, Infrastructure) 요소의 복합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美 육군의 집단지성 플랫폼인 MSC에

참여하고 있는 민·관·군·산·학·연의 전문가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美 육군은 도시지역작전 연구조직(Urban Operations

Research Organization), 도시지역작전 훈련센터(Urban

Operations Combat Training Center), 시가전학교

(Urban Warfare School) 등을 창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현재 대한민국 육군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밀도 도시연구 전략확대세미나(Dense Urban

Studies Strategic Broadening Seminar)’처럼 메가시티

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군(軍) 제대별 학습조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6]. 마지막으로 전력구조 측면

은 6대 현대화 사업의 개선사항이 적용돼야 하고, 부족

한 장비와 물자는 메가시티에서 획득하는 방법으로 발

전시켜야 하며 전력구조의 6대 현대화 개선사항은 아래

와 같다.

표 1. 미 육군의 6대 현대화 사업 개선사항
Table 1. US Army’s Big Six Improvements

출처: ARMY MODERNIZATION STRATEGY: Investing in the
future(2019).

Ⅳ. 한국 육군에 주는 함의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메가시티인 서울이

있고 도시화율의 밀집도는 지속 확장 추세에 있다. 또

한, 동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과 중부권(세종,

대전, 충남, 충북)이 제2·3의 메가시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美 육군의 메가시티 작전

사례에 비추어 보듯이 대한민국 육군도 메가시티 작전

을 다음과 같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래 메가시티 작전을 준비하는 육군의 집단지

Big Six 개선사항

① 장거리 정밀화력
(Long Range
Precision Fires)

도시건물의강철과콘크리트를관통하
고, 고각사격과 지하표적 파괴가 가능
해야 한다.

② 차세대 전투차량
(Future Generation
Combat Vehicle)

고층빌딩과 전신주를 회피하면서 기동
하고, 차폐(遮蔽) 공간을 탐색할 수 있
어야 한다.

③ 미래 수직이･착륙기
(Future Vertical Lift)

좁은 도시공간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육군 네트워크
(Army Network)

모든 지상 전투 플랫폼은 기동화되고,
국지방공이 제공돼야 한다.

⑤ 공중･미사일 방어
(Air &Missile Defense)

차폐 공간에서 네트워크 단절 현상이
최소화돼야 한다.

⑥ 전투원 치명성
(Soldier Lethality)

상황인식, 인공구조물 관통, 차폐 지역
공격(호흡, 통신, 광학 등) 능력을 강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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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 육군도 2020년

에 ‘메가시티의 미래와 안보’라는 주제로 서울시청에서

KMSC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대한

민국 육군본부 중심으로 군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국군 및 해외 전문가들이 연결된 협력체계로 KMSC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래 메가시티 작전에 군사력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메가시티라는 물리적·비물리적 작전

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쟁 수준별 싸우는 개념

을 발전시켜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리를 발전시켜 실

제 메가시티에서 전투 실험을 통해 전력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STE 기반의 과학화 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STE를 전력화하고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메가시티를 STE로 가시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민･관･군 통합 과학화 훈련을 진행한다

면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 초국가･비국가적 위협 등 미

래 메가시티 작전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극복 및

즉응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대한민국 육군은 메가시티 작전에 대한 경험은 없지

만, 전투를 통해 피를 흘려가며 얻은 美 육군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받았다. 美 육군이 미래 메

가시티 작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협력체계, 싸우는

개념, 무기체계, 구조,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등의 연구

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 육군이 어떤 분야를 어떻게 준

비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대

한민국 육군은 미래 메가시티 작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

그 출발점에 있지만, 앞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군과 민·

관·산·학·연 등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된 연구를 통해

미래 전장에서 메가시티 작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메가시티 전투 전문가의 인

터뷰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메가시티 전투 전문가 대상 인터뷰를 진행하여 메가시

티 전투의 실제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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