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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COVID-19 global pandemic has presented great challenges to
many countries and militaries around the world. While the outbreak has yet to
be

extinguished

completely,

the

Republic

of

Korea

has

proven

relatively

successful in managing the spread. Specifically, the ROK Armed Forces is
assessed to have contained the outbreak successfully among its ranks, as well
as to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response.
The ROK military has preemptively prevented the spread of the virus in
our military units from the beginning of the outbreak. In fact, the military
outlined

and

applied

various

control

standards

one

month

before

the

government. Thanks to this, we saw relatively few confirmed cases in the
military.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ROK military where many conscripted
service members live in close proximity to each other, such a low number of
confirmed cases is a testament to the success of the military’s preemptive
response.

Additionally,

alternative

measures

to

mitigate

the

effects

of

a

prolonged situation, and bridge the resultant gap in education and training
schedules, were designed and implemented.
Moreover, the military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containing the
virus in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civilian communities. To date, the ROK
Armed Forces has provided over 200,000 personnel in support of quarantine
and sanitization measures at airports, seaports, group facilities, and temporary
quarters for returning expats, and these efforts continue today. In addition, the
military has implemented bold adjustments to the training regimen of its
medical workforce to supplement the nationwide shortage of medical staff,
particularly in those regions most affected by the virus and thus designated
“special disaster areas.” The military also provided military hospitals and
temporary

accommodations,

significantly

mitigating

shortages

in

sickbed

capacity. The ROK Armed Forces Medical Research Institute also leveraged its
unique expertise to recommend a sample pooling method designed to expedite
the diagnoses of large populations. The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has subsequently adopted this method in the government-level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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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strumental role of the ROK military in containing COVID-19 has
rekindled the previously sporadic discussion on expanding the role of the
military to address non-traditional threats. The essence of the matter entails
the need to review the impact of new and increasing non-military threats-such
as COVID-19-on not only the military’s readiness, but also national security;
and to explore ways of enhancing the military’s readiness and expanding the
military’s role in supporting the national government.
The Impact

of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on

Military and

National

Security
Even

without

COVID-19,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large-scale natural/societal disasters, cybersecurity threats, and terrorism will
inevitably

become

a

key

area

of

interest

for

national

security.

This

is

particularly true considering the increasingly massive, interconnected, and
complex nature of contemporary society. We will thus be hard-pressed to
ensure

national

security

without

effective

measures

to

respond

to

such

non-traditional threats.
The recent pandemic has also demonstrated how even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can compromise the combat readiness of forces that fail to
protect themselves. Such degradation of readiness may in turn prevent the
military apparatus from providing the deterrence required to maintain strategic
stability and thereby cause problems for national security.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e gradual “hybridization” of military threats today. In other words, it
can be predicted that military threats will occur simultaneously with those that
are non-military in nature, even as differentiating between them becomes more
and more difficult. In many cases, non-military threats will appear similar to,
or even indistinguishable from,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Way Ahead for Military Responses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The ROK military has been developing responses to multifarious, emerging
non-traditional threats as a part of its inherent mandate, or as part of
measures to eliminate the vulnerabilities these threats pose to readiness. In
particular, the supranational non-traditional threat of international piracy has
inevitably been addressed as a military mission, requiring the ROK Navy to
dispatch its destroyers to counter the standoff security threat across the Indian
Ocean. Another prime example is the threat of cyberattacks, which have proven
to be a viable means of disrupting the military's readiness. This has prompted
the ROK military to establish organizations to better respond to cyber threats
and continue developing capabilities to minimize their impact on military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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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se measures notwithstanding, we must consider the possibility of
various non-traditional threats such as cyber-attacks manifesting simultaneously
with military threats in the future. Of course, during actual wartime, such
composite threats would largely be attributable to an adversary’s military
apparatus. However, that is not the case during more ambiguous periods of
relative normalcy wherein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military nature of such
threats.

For

example,

it

may

be

difficult

to

know

how

to

respond

to

cyberattacks or acts of terror during the early stages of war. Even in times of
all-out war, non-military challenges like infectious diseases may restrict options
for

assembly

and

movement

of

personnel

in

certain

locations,

thereby

complicating non-combatant evacuations and troop movement. As these are
very real challenges the modern military faces today, it is essential that we
develop

various

scenarios

and

strengthen

our

corresponding

response

architecture.
Way Ahead for Military Support to Non-Traditional Threat Response
In addition to the military’s own response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the recent COVID-19 outbreak has drawn the ROK military’s attention
to its role in providing civil-military support for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during peacetime. Such interest is meaningful in that the military is often better
postured

to

expeditiously, and

in

a

coordinated manner,

commit

trained

personnel and resources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various non-military or
non-traditional threats. This recognition has led the ROK military to explore
ways to define a more active role for itself in supporting efforts to mitigate the
impact of non-traditional threats. However, there are also several criticisms on
this initiative. These include the negative implications of the military expanding
its influence over civilian society, the question of the inherent nature of the
military, and matters of ensuring efficiency in operational readiness.
Even with such concerns, the gradual increase of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the limitations on the government’s ability to appropriate and commit
resources, the military’s ability to organize, and the aforementioned need to
prepare against composite threats do call for a more active role of the military
in this field. In order to enable such an expansion of the military’s role, some
laws will need to be amended; resources will need to be stockpiled; and
pertinent training programs must be developed.
Meanwhile, the military should also contribute to international efforts to
respond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cooperation will not only
enhance our ability to respond effectively to supranational threats, bu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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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

inter-military

communication,

promoting

greater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These efforts will not only ensure an effective
response to various threats, but can also be expected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engthen the strategic stability of a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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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19는 전 지구적인 사태로 많은 국가와 군에 많은 어려움을 줌. 아직 코
로나19는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의 경우 군이 이를 대처함에 있어 내부 관리의 성공
은 물론 국가 차원의 대응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음.
한국군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군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음. 정부 차원의 조치
보다 1개월 앞서 여러 가지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함으로써 소수의 확진자만 발생하게
되어, 징집된 병사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한국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방역 성과가 컸음. 또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교육․훈련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음.
더불어 군은 정부와 민간에 대한 지원에서도 크게 활약했음. 연인원 20만 명 이상의
인력을 지원해 공항․항만의 검역소와 각종 집단시설, 해외교민 임시 생활 시설 등에서 검
역, 소독 등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또 부족한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군 의료인력의 각종 군사교육을 과감히 조정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파견하고
군 병원시설, 임시 수용시설을 지원하여 국가 수준에서 부족한 의료인력과 병상 문제 해결
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 이외에도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여 대규모 인원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체취합검사법(Pooling 기법)을 ‘국군의학연구소’가 제안하여 정
부 차원의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한 바 있음.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군에서 산발적으로 논의해 왔던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 확대에 관해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 논의의 핵심은 코
로나19를 비롯해 과거 군사적인 위협과는 다른 새로운 위협들의 출몰과 증가가 군의 작전
태세는 물론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관련된 군의 대비태세 발전과 군의 대정
부 지원 역할 증진을 모색하는 것임.
비전통 안보위협의 군의 전력(태세) 및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현대사회의 거대한 규모, 상호 연결성, 고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대규모의 자연적/사회적 재난, 사이버 위협, 테러 등 비전통 안보위협의 대형
화, 다양화, 복합화는 앞으로도 국가안보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효과
적인 대응 없이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
또한,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전통 안보위협 하에서 군이 자신을 보호하는 일
에 실패할 경우 전투준비 태세가 저하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어 전략적 안정성 유지와 국가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더불어
오늘날의 군사위협은 점차 ‘하이브리드(hybrid)化’ 되고 있음. 즉 군사위협과 비군사 영역
의 위협이 동시에 발생하고 양자를 구분하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상당수의 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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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위협은 비전통 안보위협과 유사하거나 구분이 어렵게 될 것임.
군의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체계 발전
한국군은 이미 다양하게 출현하는 비전통위협에 관해 군 자체의 임무로서 혹은 군
대비태세의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발전시켜 왔음. 특히 비전통 위협 중 초국
가 위협으로 지칭되는 국제 해적 문제는 한국의 경우 중동과 같이 원거리에서 위협이 발생
하므로 부득이하게 군의 임무로 할당하여 구축함을 파견하여 대응하고 있음. 또 가장 대표
적으로 군의 대비태세 교란 분야로 출현한 사이버 위협에 관해서는 군에 대응 조직을 갖추
고 군 작전이 지장 받지 않도록 능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입장에서는 향후 사이버 위협 같은 다양한 비전통위협이 군
사위협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물론 이 같은 복합적 위협
은 실질적인 전시 상황에서는 상당 부분이 군의 역할로 위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질
적인 군사위협 행동을 확인할 수 없는 모호한 단계에서는 그렇지 못함. 예를 들어 개전초
기에 사이버 위협이나 테러 위협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대처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음.
또 실질적인 전쟁상황에서도 감염병의 확산으로 한 곳에 집결하거나 대피하기가 곤란한 상
황에서 민간인 대피, 군 병력 이동 소요 등이 요구되는 상황도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한 대응은 현대 군의 도전과제가 되므로 관련된 다양
한 시나리오의 개발과 대응체계의 발전이 요구됨.
군의 비전통 안보위협 지원 역할 발전
군 자체의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과 함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한국군에서는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평시의 대사회 지원 역할에도 관심이 높아짐. 이는 여러 비군사적
비전통위협의 발생 초기에 군은 상당 규모의 전문화된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고 일사분란하
게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의 정립을 모색하게 됨. 하지만 여기에는 오래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바, 대표적으로는
군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 관한 문제, 군 조직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군 작전 태
세의 효율성 문제 등이 그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통 안보위협의 점증 추세, 정부 차원에서 자원 활용의 제약과
군의 조직력, 그리고 앞서 언급한 복합위협 대비 등을 고려하면, 관련 분야에서 보다 적극
적인 군의 역할이 요구됨. 이에 따라 일부 법령의 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자원의
구비, 교육 훈련의 발전 등이 필요할 것임.
한편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대응 노력에도 군이 기여할 필요가 있
음. 비전통 안보위협을 위한 군의 국제적 협력은 초국가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는 동시에 군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도모할 수 있음.
이는 단순히 위협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국가 수준의 상호협력을 증진함은 물론 지역의 전
략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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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onset of the COVID-19 pandemic, our lives have changed a lot. Most
representative of this is the fact that many activities that were previously
face-to-face

have

moved

to

a

cyber-based,

non-contact(untact)

mode

of

execution. The service industry, represented by travel, transportation, lodging,
and shopping, is gradually declining, and non-contact industries such as games,
online shopping, and video conferencing are expected to gain steam.
In this way, the advent of COVID-19 has forced an unsolicited and unprepared
shift of our everyday life into an Untact-based model. Short-term societal
confusion is inevitable due to the sudden introduction of these Untact services,
and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be solved, such as a lack of cyber
infrastructure and the lack of security mechanisms supporting these services.
Indeed, there have been reports of inappropriate videos popping up on the
screens of people in virtual meetings, or cases of such meetings being hijacked
by outside personnel. Most of all, if malicious code is distributed through these
digital systems, widespread infection becomes all too possible, and the main
functions of the infected organization may be shut down due to the leaka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r system failure.
In the defense sector, provision of a secure environment for Untact services is
expected to emerge as an important issue. Given the importance of military
operations, countermeasures against leaka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service failure due to hacking from insiders or unauthorized outsiders should
be an urgent priority.
The

Korean

Air

Force's

strategically

implemented

Smart

Wing

is

also

cyber-based. Smart innovation technologies such as virtual reality-based pilot
training, maintenance training, and unmanned autonomous driving systems will
also fall under this category.
A remote working environment which seamlessly reproduces the conditions of
actually working in an office and the spread of cloud-based services should be
considered first, but it is also necessary to put in place the cybe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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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that would allow for their stable operation.
Examples of such technology might include security authentication mechanisms
for new non-contact services, communications network security, or video
security technology such as intelligent security cameras for threat detection
when introducing unmanned services,
Now is the time for the defense sector to think about new services and cyber
countermeasures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era of Untact.
Ÿ First, with the amount of importance being placed on cyber security, now is the
time when a “cyber security cooperation governance system” -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the military, and the industry - truly seems
necessary.
-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accounts for 30% of the global security
market, and Israel is a cybersecurity powerhouse with a fifth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three times more sales in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Strong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the
military, and the industry was the main reason these countries were able to
become cyber security powers.
Ÿ Second, a cybersecurity strategy that is suitable for the era of Untact is needed.
- Security threats in the era of Untact exist from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and a personal perspective. From the organizational perspective, video
conferencing and teleworking are considered the dominant vulnerabilities.
From a personal perspective, security threats related to online lectures,
various phishing attacks related to non-contact services, and fraud are
constantly increasing.
- With the advent of the Untact society, it has become an urgent necessity to
establish a security architecture including systems,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technical aspects to respond to situations in which various security
problems may occur.
It seems that the future will not be able to avoid the introduction of such an
Untact environment. After COVID-19, identifying and preparing for emerging
threats throug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new cyber environment
is a prerequisite for maintaining the military's cybersecurity capabilities in an
Untact-base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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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삶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실생활에서
대면으로 이뤄지던 일이 비접촉·비대면(untact) 방식의 사이버 기반으로 이동한 것이다. 여
행·운송·숙박·쇼핑 등으로 대표되는 대면 방식의 서비스 산업은 점차 침체하고, 게임·온라
인쇼핑·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의 산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우리 일상은 원치 않은 상황에서, 또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서 급격하게 언택트 기반 서비스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갑작스러운
언택트 기반 서비스 도입으로 단기적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사이버 기반 부족과 보안서비스 부재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실제로 원격 화상 서비스 제공 중 회의 참석자들에게 불건전 영상물이 노출되거나, 외부인
이 개입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악성코드가 이들 시스템을 통해 유포될 경
우 광범위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직의 기밀정보가 유출되거나 나아가 시스템 장애
로 조직의 주요 기능이 멈춰 설 수도 있다.
국방 분야에서 언택트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환경 제공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할
것으로 예측된다. 군 작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내부자 또는 인가받지 않은 외부자로부터
기밀정보 유출, 해킹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대응책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한국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비행단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사이버에 기반하고
있다. 가상현실기반 조종훈련 및 정비교육훈련체계, 무인자율주행체계 등 스마트 혁신 기
술도 이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사무실 에서 일하는 듯한 끊김 없는(seamless) 작업 환경,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확산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하겠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기술의 고려
또한 필요하다.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보안인증서비스 및 통신망 보안, 문서 보안, 무인화 서비스
도입 시 위협 감지를 위한 지능형 CCTV와 같은 영상 보안 기술 등의 제공이 바로 그 예
일 것이다.
이제 국방에서도 다가올 언택트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과 이에 따른 사이버
상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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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정부와 군, 산업계의 협력 체
계인 ‘사이버 보안 협력 거버넌스 체계’ 실행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은 글로벌 보안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국내
총생산이 5배 적으면서도 정보보안산업 매출이 3배 이상 되는 사이버 보안 강국이다. 이들
국가가 사이버 보안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와 군, 산업계의 강력한 협력 체계가
큰 이유를 차지했다.
둘째, 언택트 시대에 맞는 사이버 보안 전략이 필요하다.
언택트 시대의 보안 위협은 ‘조직관점’과 ‘개인 관점’으로 존재한다, 조직 관점에서는 화상
회의, 원격근무가 대표적인 위협으로 간주된다. 개인 관점에서는 온라인강의, 비대면 서비
스와 관련한 다양한 형식의 피싱 공격 발생, 부정행위 등의 보안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다.
언택트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제도, 법, 규정을 포함한 보안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국방에서도 이러한 언택트 환경의 도입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코로나 19 이후
신사이버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식별하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향후 언택트 환경에서 군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필
수요건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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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Defense Dialogue 2020 Virtual Seminar
Session 2-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mplications for National Defense
2020.09.02.(Wed)
Thomas R. Cullison
(Global Health Policy Center, CSIS, Adjunct Fellow)
All nations are currently facing a common enemy, the SARS-Co-V-2 virus
which causes COVID-19. Military preparedness faces grave risks from this
disease.
Recruit training faces many of the same challenges experienced in the 1918
influenza pandemic: large populations living and operating in close quarters is a
perfect haven for rapid spread. Training delays, isolation and testing prior to
training, and limiting contact with individuals outside the training “bubble” have
thus far been relatively successful. Military exercises around the globe have
been downsized, transitioned to table-top exercises or cancelled.
Fortunately, disease outbreaks on forward-deployed units have been few in
number. Lessons learned from early outbreaks led to improved response
methods used successfully in a matter of weeks. Over 1200 crewmembers of
USS Theodore Roosevelt, a U.S. Navy aircraft carrier, tested positive for
SARS-Co-V-2. A month later another smaller U.S. Navy ship was found to have
COVID positive crew members. This outbreak was quickly contained, largely due
experiences

aboard

Roosevelt.

Pre-deployment

isolation,

travel

limitations,

testing and contact tracing have helped minimize the number of cases, yet the
risk remains very real.
Military involvement i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sponse missions
throughout history. Response to disease outbreaks is a part of this. The current
situation is much more complicated as the risk is not only where military
professionals respond but also in their home bases.
COVID will likely continue to remain a threat until a vaccine is available.
Military medical research laboratories are major contributors to this effort.
This is a time that nations can turn inward or band together to overcome a
common threat. Now is the time for continued and increase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cluding military to military and military to civilian dialogue.
Existing regularly scheduled conferences and international frameworks, such as
the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and the Asia-Pacific Military Medic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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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should be supported as venues to develop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o vital to effectiv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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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비전통적 안보위협: 국방에서의 함의
2020년 9월 2일(수)
토마스 컬리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국제보건센터, 부연구위원)
모든 국가는 현재 COVID-19를 일으키는 SARS-Co-V-2 바이러스라는 공동의 적에 직면해
있으며, 군사 대비태세 역시 이 질병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신병 훈련도 1918년 인플루엔자 대유행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많은
인구가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빠른 질병의 확산에 완벽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훈련
의 연기, 훈련 이전의 격리 및 검사 진행, 훈련 외부의 개인과의 접촉 제한 등은 현재까지 비
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군사 훈련은 축소되거나, 토의식 훈련으
로 전환되거나, 또는 취소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전진 배치된 부대에서의 확진자는 드물게 발생했다. 또한, 초기 발병을 통해 얻
은 교훈은 대응 방법의 개선으로 이어졌고 몇 주 만에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활용되었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 함정 승무원 1200여 명이 SARS-Co-V-2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한 달 뒤, 또 다른 소형 미 해군 함정에서 역시 COVID-19 양
성이었던 선원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소형 함정에서 발생한 발병의 경
우 루즈벨트 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었다. 배치 전 격리, 이동 제한,
검사 및 연락 추적은 발병 사례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위험은 여전히 상당하게 남
아있다.
역사적으로 군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 구호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질병 발생에 대한 대응
역시 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현 상황은 상당히 복잡한데 그 위험의
범위가 부대 밖을 넘어 장병들이 생활하는 일상 주거지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가용한 백신의 등장 전까지 COVID-19는 계속해서 위협으로 남을 것으로 보이며, 군 의료 연
구소들은 치료용 백신을 발명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금은 각국이 오롯이 안으로 시선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와 단결하여 공동의 위협을
타파할 것인지 선택할 시기이다. 지금은 군과 군, 군과 민간 사이의 폭넓은 대화와 토론을 포
함한 국제적 협력을 지속시키고 더욱 증가시켜야 할 때이다.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그
리고 아시아 태평양 군 보건 교류(APMHE) 등 기존의 정기 회의와 국제적 프레임워크가 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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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Defense Dialogue 2020 Virtual Seminar
Session 2-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mplications for National Defense
2020.09.02.(Wed)
Hugh Whit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Ever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been
wrestling with the challenge of adapting their defence forces and defence policies
to deal with a range of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nd roles, while still
preserving the capacities to fulfill their traditional roles in major conventional wars
of the kind we have seen between states so often in the past.
Ÿ Most governments have been convinced that they need to do both, because while
the salience of non-traditional threats and roles have increased, few have
believed that the risk of traditional conflict has disappeared.
Now this challenge has become more acute, in two ways:
Ÿ We face a range of new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that have not been
addressed befor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consequently increased
natural disasters is one example, and the COVID 19 pandemic is of course
another. These pose massive threats to our countries, economies and societies.
They place even bigger demands on our armed forces to be prepared to assist in
meeting them.
Ÿ At the same time, the risk of traditional conflict has increased too, as strategic
rivalry between major powers escalates. The optimism of those who believed that
armed conflict between states was a thing of the past has proved to be
unfounded. Even the pessimists have been surprised by how quickly we have slid
back into a world where talk of a ‘new Cold War’ is no longer fanciful. So our
armed forces today must be designed, trained and equipped to meet the unique
and ever-growing demands of modern high-intensity conflict.
- For

many

countries

in

Asia

and

Europe,

the

challenge

of

escalating

great-power rivalry is exacerbated by growing doubts about US resolve and
commitment to allies. That means US allies can no longer afford the luxury of
expecting America to fight our wars for us. So our forces need to be more able
to fight and win alone -which means they need to be bigger and better.
The obvious solution would be to try to build forces which are equally suited to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threats and roles.
Ÿ But this is wishful thinking. The reality is that high-intensity conflict calls for
very different kinds of equipment and training from many of the tasks that
armed forces are called upon to perform in responding to non-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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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ts. So very hard choices will have to be made about which kind of capability
should take priority in designing and building our forces.
Ÿ These choices are all the tougher because the immense damage being done to
economies by the pandemic means that it is harder and harder for governments
to find the funds needed to build and develop different kinds of military
capabilities.
Moreover,

the

new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pose

their

own

new

problems to our armed forces themselves.
Ÿ To take just one example, we have seen the difficulty of managing the COVID 19
pandemic in naval ships and other military units which necessary bring large
numbers of people together and in close contact for long periods of time.
How should governments respond? I think there are three essential steps.
Ÿ Be very clear about what roles can best and most efficiently be fulfilled by armed
forces in responding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Often the roles they are
given could be done more cheaply by others.
Here in Australia, for example, where climate change is producing more forest
fires, it might be better and cheaper to expand civilian fire-fighting forces
rather than rely on the military for support.
Ÿ Be very clear about the kinds of forces can most effectively meet our traditional
war-fighting needs. Many countries contrite to invest heavily in capabilities - like
vulnerable

aircraft

carriers

-

which

might

have

little

utility

in

future

high-intensity combat.
- This in turn requires us to be more focused in defining exactly what our forces
need to be able to do in such conflicts, which calls for setting clear strategic
objectives and the military strategy to achieve them.
Ÿ Be very clear with our publics about the risks that we all face -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 and the roles that our armed forces can and should play in
responding to them. Only then can we expect the public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forces we need to meet both sets of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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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일(수)
휴 화이트 (호주국립대, 명예교수)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의 정부들은 과거 흔히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재래식 전쟁에서
그들의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들의 국방력과 국방 정책을 새로운 위협과 역할에 적응시키려
는 도전을 끊임없이 지속해 오고 있다.
Ÿ

대부분의 정부들은 전통적, 비전통적 위협 모두에 대한 대처능력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들이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전통적 갈등
의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상기 도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우리는 이전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의 영향이 한 예이며, COVID-19 팬데믹 역시 그 예이다. 이렇게 다
양한 비전통적 안보위협들은 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며, 결과적으로
군은 이에 대한 지원 태세를 갖추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2) 동시에, 주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전통적 갈등에 따른 위협도 함께 커
지게 되었다. 국가 간의 무력충돌은 단지 과거의 일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낙관론은 근거 없
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비관론자들조차 우리가 ‘신냉전’이 더는 허구가 아닌 세계로 얼마나 빠
르게 되돌아왔는지에 대해 놀랐다. 따라서 오늘날 군은 현대적인 고강도 분쟁의 독특하고 끊
임없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고, 훈련되고, 갖춰져야만 한다.
Ÿ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게 점점 고조되는 강대국 간의 경쟁의 문제는 동맹국에 대
한 미국의 마음이나 의지와 관련한 의구심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곧 미
국이 더이상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해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게 됨을 뜻
한다. 이제 우리 군은 스스로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기에 우리 군은 더 확
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가장 당연한 해결책은 전통적, 비전통적 위협과 역할에 똑같이
적합한 병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Ÿ

하지만 사실상 이는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고강도 분쟁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
처하기 위해 요구되는 많은 임무와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장비와 훈련을 요구한다. 따라서
전력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 어떤 종류의 능력 배양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Ÿ

더군다나, 이러한 선택은 팬데믹 등으로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정부가 다양한 종류의
병력의 구축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기에 보다 난
해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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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비전통적 안보도전은 그 자체로 우리 군에게 새로운 문제로 다가오기도 한다.
Ÿ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밀접하게 접촉해야 하는 해군
함정을 포함한 여러 다른 군부대에서 COVID-19 관리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필자는 크게 세 가지 필수적인 단계를 제시한
다.
1) 첫째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군대가 가장 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종종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제3자에
의해 더 저렴한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
Ÿ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군부에 지원을 몰아
주기보다는 민간 소방력을 확충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고 저렴할 수 있는 것이다.

2) 둘째는 재래식 전쟁의 소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대의 종류를 명확하게 정
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가 미래의 고강도 전투에는 효용성이 거의 없을 수 있는 항공모함과
같은 무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을 후회한다.
Ÿ

이는 결국 우리 군이 갈등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규정이 요구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 직면하는 전통적, 그리고 비전통적 위협의 위험성과 이에 대응하
기 위해 우리 군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우리 대중에게 매우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달성되었을 때 비로소 대중은 두 가지 과제 모두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군의 발전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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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Defense Dialogue 2020 Virtual Seminar
Session 2-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mplications for National Defense
2020.09.02.(Wed)
Pascal Boniface
(The Fren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Affairs, Founding Director)
Definition: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can be defined as “challenges to the
survival and well-being of peoples and states that arise primarily out of
non-military sources, such as climate change, resources scarcity, infectious
diseases,

natural

disasters,

irregular

migration,

smuggling, drug trafficking and transnational

food

shortages,

people

crime.”1)

General context: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have
become increasingly non-military in nature. If security is generally still viewed
in

military

terms, so

called

“non-traditional

threats”

have emerged.

The

currently undergoing Covid-19 pandemic has reminded us how much these
non-traditional threats can pose serious challenges to national security and
revealed critical weaknesses in our defence models.
French context: The French Strategic Review of Defence and National Security
(2017) identifies the following non-traditional threats as “likely to foster the
emergence of conflicts or crises”:
- Demographic and migration pressures
- Climate change
- Sanitary risks
- Energy rivalries
- Organized crime
- Cyberspace
Analysis of the impact of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on military capabilities
and national security
If taking the latest example of the Covid-19 pandemic,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can have the following consequences.
- Postponement of military training
- Postponement of military recruitments
- Decline of industrial production
- Equipment's unavailability
- Personal’s unavailability
- Slowdown of military engagements abroad
1) https://rsis-ntsasia.org/about-nts-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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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traditional and traditional threats overlap : the Covid-19 pandemic has
proved that several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threats can overlap, such
as cyber attacks (targeting hospitals, public institutions, companies or even
individuals), informational warfare, intimidations through missile launches or
testing of new weapons for example (i.e. On March 22, Paris hospitals’ state
assistance (AP-HP) has been hit by a cyber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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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
세션 2- 비전통적 안보위협: 국방에서의 함의
2020년 9월 2일(수)
파스칼 보니파스 (프랑스 국제전략연구소(IRIS), 소장)
정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기후 변화, 자원 부족, 전염병, 자연재해, 불규칙적 이주양상, 식
량 부족, 인신매매, 마약거래, 초국가적 범죄와 같은 비군사적 요인들로부터 주로 발생하는,
국민과 국가의 생계와 생존에 대한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 맥락: 냉전이 종식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은 점점 더 비군사적 성격을 띠게 되
었다. 안보를 군사적 관점으로 본다고 가정했을 때, 이른바 ‘비전통적 위협’이 나타나게 된 것
이다. 현재 진행중인 COVID-19의 확산은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통적 위협이 국가 안보에 얼
마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고 동시에 우리의 방위설계의 주요 취
약점을 드러냈다.
프랑스 맥락에서: 프랑스 국방안보 전략검토 (2017)에서는 다음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갈등
이나 위기의 출현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 인구압력 및 이주 압력
- 기후변화
- 위생문제
- 에너지 경쟁
- 조직범죄
- 사이버 공간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군사력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COVID-19 팬데믹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군사훈련의 연기
- 병력 충원의 지연
- 산업생산 감소
- 장비의 불가용성
- 인원의 불가용성
- 해외 군사개입 둔화
- 비전통적 위협 및 전통위협의 결합: 예를 들어, COVID-19 팬데믹은 몇몇 전통적인 위협과
비전통적인 위협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병원, 공공기관, 기업 또는 개인을
표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정보 전쟁, 미사일 발사나 신무기 실험을 통한 위협(예를 들어, 3
월 22일 프랑스 파리 공립의료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이 바로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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