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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리더십 교리 변천과 전장리더십 사례 연구*
김재인**ㆍ임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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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창군이후 군리더십의 교리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 전투사례를 분석하여 전
장에서 요구되는 군리더십 수준별 리더의 자질 향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창군 초기 우리군은 일본군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군리더십 교리는 미군 교리
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우리군은 군리더십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 육군리더
십센터를 창설하여 군리더십 교리발전과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리군 특성에 맞는 리
더십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장에서 요구되는 리더의 자질을 알아보기 위한 전투사례 분석은 군리더십 수준별 행
동리더십, 조직리더십, 전략리더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행동리더십과 조직리더십은
6ㆍ25전쟁 시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리더를 중심으로 분
석하였고, 전략리더십은 6ㆍ25전쟁 시 전쟁 승리에 기여했던 미군 명장들을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이러한 전투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전장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여 군리더십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하였다.
하지만 전투사례가 방대하여 본 연구에 부합한 전투사례 범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전쟁사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다양한 인
원의 설문을 병행하여 비교분석한다면 전장에서 요구되는 군리더십 수준별 리더의 자질
향상에 도움되는 연구산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전장리더십, 군리더십, 행동리더십, 조직리더십, 전략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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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전장(戰場)은 한치앞도 알 수 없는 복잡하고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열악한 전투
환경에 의한 극심한 전투스트레스를 받는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러한 전
장상황 하에서 부대를 잘 이끌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구비하기 위해서 군리더를 어떻게 교육하고 육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되면
서 관련연구를 심도있게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연구하면서 전장상황 하에서 군리더십과 평상시 군리더십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미 육군 리더십 교범(ADRP 6-22)에서는 실전 하 리더십
(leadership in practice)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한국군 리더십 교범
(지-0)에서는 전장리더십에 대하여 개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군은 왜 전장리더십을 별도로 구분하여 리더십 교범에 포함하였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월터 샤프 장군1)은 평상시 업무수행을 잘하면 전
투상황하에서도 임무수행을 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군은 월터 샤프장군의 말이 맞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군은 평상시 업무수행 능력이 전시 임무수행 능력과 같다
고 볼 수 있을지 반문해 보아야 한다.
미군과 한국군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미군은 세계 각 지역의 분쟁지역에서 전
투상황에 직면하여 전투경험을 하고 있으며 모병제를 실시하고, 부대관리 분야를 민간
용역으로 대부분 실시하고 있어 병력 및 부대관리 소요가 적기 때문에 평시 교육훈련
및 업무수행을 전시와 동일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은 6ㆍ25전쟁 이후 전투경험
이 없고 평화시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관료적인 행정위주 부대운영이 되고 있으며 병력
및 부대관리 소요가 많아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군리더십도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으므로 한국군은 전장리더십을 리더십 교범에
포함하였다고 생각된다.
군리더십은 창군이후 일본군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군리더십 교리는 미군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우리군은 군리더십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 육군리더
십센터를 창설하여 군리더십 교리발전과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리군 특성에 맞는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장에서 요구되는 리더의 자질을 알아보기 위한 전투사례 분석은 군리더십 수준별
행동리더십, 조직리더십, 전략리더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행동리더십과 조직리
더십은 6ㆍ25전쟁 시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리더를 중
1) 월터 샤프 장군은 2008~2011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재직, 미 육군 장군 가운데 대표적인 지한
파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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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분석하였고, 전략리더십은 6ㆍ25전쟁 시 전쟁 승리에 기여했던 미군 명장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연구의 방법은 개별 기술적 사례연구, 해석적 사례연구, 가설창출적 사례연구,
이론확증 사례연구, 이론 제한적 사례연구, 일탈적 사례연구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
구는 군리더십 수준별 군리더의 자질 모두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기는 제한되어 주요
전투사례를 개별 기술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개별 기술적 사례연구는 사례
해석이 객관적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연구자의 직관이나 주관적인 가치에 기초하여 이
루어진다(조성룡 2012, 12-13).
전투는 과학화된 첨단 무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장에서 요구되는 군리더의 자질을 식별하고 자질 향상방안을 제시함
으로써 전장에서 승리하는 군리더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Ⅱ. 군리더십 교리 변천과 전장리더십 개념 정립
1. 창군 초기 군 문화가 리더십에 미친 영향
군리더십은 일본군 문화와 미군 리더십 교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장병들의
의식구조와 성향, 국민들의 군에 대한 인식과 여론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군의 창군 초기에 영향을 미친 일본군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메
이지 유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학제ㆍ징병령ㆍ지조
개정(地租改正) 등의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고, 부국강병의 기치 아래 구미(歐美) 근대국
가를 모델로 국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관주도(官主道)의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에 노력하여 새 시대를 열었다(인터넷 두산백과).
메이지 유신 시대에 군사적 강화 노력으로는 독일에 군사 전문가를 보내어 훈련체계
및 방식을 배웠으며 일본군에 적용하였다. 19세기 초 독일(프로이센)군의 특징은 엄격
한 규율과 태형(매질)이 성행한 로봇 군대와도 같았다(유발하라리 2017, 276-282). 독
일(프로이센)군은 하인리히 프리드리히 카를 폰 슈타인(Heinrich Friedrich Karl
Ven Stein)과 샤른호르스트 등의 급진적인 군사개혁으로 변모하였으나 당시 파견된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의 군사개혁 전 군대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왜
일본제국은 실패하였는가?’ 저서(노나카 이쿠지로 외 2009)에서 일본군이 제2차세계
대전에서 패하게 된 원인을 히요도리고에2) 같은 단기 결전 중시와 거함거포주의,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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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창의성 부족으로 보고 있다.
광복 후 우리 군의 창설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군, 만주군, 광복군 등에서의 군사 경
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국군의 전신인 국방 경비대를 창설하였으며, 당시 주요 출신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국군 창설 멤버 구성
구 분

인원(명)

비율(%)

일본군 출신

244

77

만주군 출신

44

14

광복군(중국군) 출신

28

9

계

316

100

* 출처：한용원(1995년) 창군 p.51 서울 박영사

이들 중에서 1945년 12월 5일에 설치된 군사영어학교에서 소기의 교육과정을 거쳐
임관된 장교들은 110명이었다. 당시 배출된 군사영어학교 출신 110명은 구 일본군 출
신이 80%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것은 미 군정당국에서 학생 정원을 60명으로
하여 일본군, 만주군, 광복군 출신들에게 각각 20명씩을 안배하여 파벌이 조성되는 것
을 방지하려 하였지만, 광복군 출신의 대부분은 장차 국군이 광복군의 법통을 계승해
야 한다는 명분론을 내세우면서 응모를 기피하여 그중 소수만이 입교하였기 때문이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258) 조선경비대의 출신별 현황은 <표 2>과 같다.
<표 2> 조선경비대 출신별 현황
구 분

인원(명)

비율(%)

구 일본 육사

12

11

구 일본 학병

72

66

조선특별 지원병

6

5

만주군 출신

18

16

광복군 출신

2

2

110

100

일본군 출신

계
* 한용원(1995), ｢창군｣, 서울 박영사, 35.

2) 히요도리고에：히요도리고에란 ‘직박구리 새가 산을 넘는다’는 뜻으로 일본 고베에 있는 험준한 산
길 이름이다. 1184년에 나모토 요시츠네가 이 길을 타고 내려와 적을 기습해 승리했다고 한다. 이
말은 일본군이 전통적으로 기습 작전을 가리킬 때 쓰며, 또한 돌격정신과 단기결전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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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표 2>의 현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창군 초기부터 일본군 출신이 대다수
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군의 리더십 행동은 일본군의 권위주의적, 전체주의, 비민주적,
비인간적이라 할 수 있는 리더십 특성이 잔존하게 되었고, 일본군의 잔재는 오랫동안
한국군의 리더십 및 교육훈련 등 모든 부분에 깊숙이 작용되어 왔다.

2. 군리더십 교리 변천 과정
군리더십 교리는 미군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 군의 현
실에 부합된 현재의 군리더십 교리를 정립하게 되었다.
육군 리더십 교리문헌은 1961년 최초 발간된 이래 지금까지 9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며, 육군 리더십 교리문헌 개정은 리더십 환경변화에 따른 리더십 구성체계, 신교
리의 발전 등을 반영하여 리더십 교리와 기법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를 발전시켜 온
과정으로서 리더십 교리문헌 변천과정을 통해 리더십 개념의 변화와 교리발전의 역사
를 이해할 수 있다. 육군 리더십 교리문헌 변천과정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육군 리더십 교리문헌 변천과정
구분

최초 발간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연도

1961

1977

1981

1990

1993

명칭

야전교범
22-100 군
통솔력

야전교범
22-101
통솔법

야전교범
22-101
지휘통솔

분량

79

74

264

비고

야전교범
22-1
지휘통솔
233

267
한국군
지휘통솔
교리 정립

미군교리 번역 사용

구분

5차 개정

6차 개정

7차 개정

8차 개정

9차 개정

연도

1997

2004

2009

2012

2017

명칭

야전교범
22-1
지휘통솔

야전교범
6-0-1
지휘통솔

야전교범
지-0 육군
리더십(초안)

야전교범
지-0
군리더십

교육참고
8-1-9
육군 리더십

분량

318

243

370

118

196

비고

한국군 지휘통솔 교리 정립

한국적 육군 리더십 교리 정립

* 출처：육군리더십센터(2017), ｢교육참고8-1-9 육군 리더십｣, 육군본부, 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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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리더십 교범은 1961년 「군 통솔력」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발간하였으며 1~3차
개정 시까지는 미군교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1993년에 4차 개정되었는데 이때 개
정된 「지휘통솔」 교범은 최초로 한국적 지휘통솔 교리에 입각하여 지휘통솔 교리와 기
법을 정립하였다.
4~6차 개정 시 교범 명칭은 「지휘통솔」이었으며, 2009년 7차 개정 시 「육군 리더십
(초안)」으로 교범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4년 발간된 지휘통솔 교범의 내용을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도록 더욱 발전적 시각에서 수용하였다. 또한 2006년 발간된 교육회장
06-6-7 「인간 중심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의 내용 서술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ㆍ정보화 시대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방향, 실천 방안을 망라하여 제시하였고, 기존의 개념보다 더욱 확장되고 포괄적인 내
용으로 구성하였다.
2010년대 초에 전장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 및 세미
나, 논문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8차 교리문헌 개
정 시 전장리더십이 처음으로 포함되었고, 2017년 9차 교리문헌 개정 시 전장리더십
이 구체화하여 반영되었으며 교범 명칭은 「육군 리더십」으로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다.
평시 부대관리와 병행하여 전시를 대비해야하는 우리군의 특성상 전장리더십 개념을
정립하고 전장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군수뇌부에서 독성(毒性) 리더십3)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발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전장리더십 개념
2012년 8차 교범 개정 시 처음으로 포함된 전장리더십이란 지휘관(자)이 전장에서
각종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발휘하는 군리더십을 말한다(육군리
더십센터 2011, 4-10).
전장의 특성은 인간을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한다. 이로 인해 전장에 투입
된 인간에게는 평상시와 다른 각종 심리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는 직ㆍ간접적으로
전투력 발휘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지휘관(자)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은 전장환경하에서 나타난 인간의 심리현상을 이
해하여 효과적으로 군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3) 독성(毒性) 리더십은 Toxic Leadership의 번역이다. 미 육군교리참조간행물 6-22(육군 리더십)에
의하면 ‘독성(毒性) 리더십이란 부정적 리더십의 한 종류로써 부하ㆍ조직ㆍ임무 수행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자기중심적인 태도ㆍ동기부여ㆍ행위의 조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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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리더십 교범(야교 지-0)에서 평시리더십과 전장리더십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기
술하고 있다.
군은 전투를 기본임무로 하는 조직이지만 전쟁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지휘
관(자)은 많은 시간을 평시 상태에서 보내고 있으며 평시에는 전시를 대비한 훈련을 하
면서 조직이 일상적인 문제가 없도록 부대를 지휘해야 한다. 즉 지휘관(자)은 평시업무
를 수행하면서 전시임무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에는 불확실성과 생명의 위협
등으로 위험성이 높고 장병들이 직면하게 될 이상심리를 감안해야 하므로 지휘관(자)에
게 평시보다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질 및 역량이 있다.

4. 군리더십 수준 및 리더의 자질
1) 군리더십 수준
군리더십 수준을 한국군은 행동리더십, 조직리더십, 전략리더십으로 분류하고 미군
은 직접적리더십, 조직적리더십, 전략적리더십으로 분류하고 있다.
군리더가 효과적으로 군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군리더십 수준에 따라 군리더십
발휘 중점도 달라진다. 행동리더십 수준은 일반적으로 군리더가 현장에서 부하들과 마
주치면서 임무를 수행하므로 직접적으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솔선수범과 의사소통
부하지도 능력 등이 필요하다. 조직리더십 수준은 다양한 부대와 관련 부서 간의 유기
적인 임무수행이 요구되므로 협력적 사고와 행동 등이 필요하다. 전략리더십 수준은
다양하고 방대한 조직을 운용하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하므로 결단과 책임, 전략
적사고와 행동 등이 필요하다.
<그림 1> 한국군 리더십 수준 분류

* 출처：육군리더십센터(2011), ｢야교 지-0 군리더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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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리더의 자질
육군에서는 리더십 모형을 군리더의 자질과 역량으로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Warrior 모형, W형이라 명명하였다.
<그림 2> 육군리더십 모형

* 출처：육군리더십센터(2018), ｢중견간부 자기개발 리더십｣, 17.

기본 자질이란 타고난 성품이나 어떤 분야에 대한 능력으로써 군리더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말한다(육군리더십센터 2011, 2-1).
미군 육군 리더십(ADRP 6-22)에서는 자질이란 육군이 원하는 군리더상을 나타내며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배워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기술하
고 있다.
군리더의 자질은 품성, 리더다움, 군사전문성으로 구분하며, 품성이란 사람의 됨됨이
이며 육군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인간적인 소양으로써 육군의 리더가 군리더십을 효과
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내ㆍ외적 특성을 의미한다(육군리더십센터 2017,
2-3). 육군의 리더는 올바른 품성을 갖추기 위해 육군가치관, 군인정신, 윤리의식, 공
정성 등을 구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육군은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 등 5대 가치를 육군가치관4)으로 선정하여 실천
4) 육군 5대 가치관(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은 수차례 3성 장군 회의를 거쳐 행동화, 생활화 실
천 가능토록 2019년 7월 1일부로 3대 핵심가치(위국헌신, 책임완수, 상호존중)를 제정하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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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군인정신은 충성, 용기, 책임,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 애국애족의
정신, 명예이다.
리더다움은 구성원들이 군리더의 강인하고 당당한 모습과 태도를 보고 믿음직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군리더는 육군이 지향하는 가치와 높은 품성을 바탕으로 자신
의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할 때 군인답고 리더다운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군리더는 전사다움, 육체적 강건함, 주도성, 회복탄력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리더다움
의 핵심요소 중 회복탄력성은 시련이나 고난에 직면했을 때 이를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다.
군사전문성은 군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군리더는 군사식견, 직무수행능력, 상황판단력, 지적수용력을 갖추어야 한다.
군사전문성의 핵심요소 중 지적수용력은 군리더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려는 개방적
인 태도와 관점, 적극적인 지식탐구 노력,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Ⅲ. 군리더십 수준별 전투사례 분석
1. 행동리더십 사례
행동리더십이란 군리더가 현장에서 구성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행동위주로 발휘하
는 군리더십이다. 행동리더십은 주로 대대급 이하의 단일 기능과 병과로 편성된 조ㆍ
반ㆍ분대~대대급 제대에서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제대의 군리더는 수백명 이하의 비
교적 적은 병력을 대부분 직접 지휘하고, 예하제대와 참모가 있을 경우에는 직ㆍ간접
지휘를 병행한다(육군리더십센터 2017, 4-8~9). 이러한 행동리더십이 전장에서 잘 발
휘된 대표적인 전투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투사례, 영덕지구전투에서 이명수 상사는 낙동강 방어선이 돌파되는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특공대를 자원하여 전투에 임했으며 아군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적 전차를 적진에 침투하여 수류탄으로 파괴한 것은 세계 어느 전사에도 없는 용기 있
는 행동이었다. 181고지 탈환 시 생포한 포로를 활용하여 적 전차의 위치와 암구호를
알아내고 적군 복장으로 침투하여 적 경계병과 수차례 암구호를 교환하는 등 적 경계
병을 기만하는 행동과 포로를 이용하여 적 전차장을 유인하는 행동 등을 통해 이명수
일등상사의 우수한 전투수행능력을 알 수 있다. 또한 183고지 탈환전에 특공대를 자원
지만 본 연구에서는 육군 리더십 교범 내용이 아직 수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군 5대 가치
관 내용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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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투입되어 작전에 성공하고 전차 파괴 작전 시 포로가 된 소대원을 구출하는 전우
애를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전투사례, 춘천지구전투에서 제6사단 7연대 대전차포 중대 2소대장인 심일
소위는 57㎜ 대전차포로 접근해 오는 적 전차를 사격하여 선두 전차에 2발이 명중하였
으나 적 전차가 계속 전진해오자 적 전차의 측면에서 육탄 공격을 감행하는 것만이 전
차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하여 5명의 특공대를 편성, 수류탄과 화염병을 들고
적 전차의 포탑위로 돌진하는 육탄공격을 감행한 끝에 적 전차를 파괴하였는데, 57㎜
대전차포를 사격해도 적 전차가 파괴되지않고 계속 접근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로 도주
할 수도 있으나 수류탄과 화염병을 들고 육탄공격으로 적 전차를 파괴한 것은 대단한
용기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책임감과 임전무퇴 기상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전투사례, 7중대 2소대장 김만술 소위는 베티고지에 도착하여 제7중대 1소
대와 합류하여 진지를 인수한 후 부대를 배치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으며 중과부적
으로 전세가 불리하여 소대원을 유개호 속으로 대피시키고 진내사격을 요청하는 등 가
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전투에 임하였다.
적의 공격을 수 차례의 사투 끝에 격퇴하고 진지를 사수하였지만 소대원 역시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되었다. 소대장을 포함한 총 35명의 소대원 중 생환자는 경상자를 포
함한 12명에 불과하였다.
김만술 소위를 비롯한 제2소대원의 사투는 휴전을 앞둔 상황에서 국군의 희생정신과
감투정신을 보여주는 장거(壯擧)였다(손규석 2003, 439-445).

2. 조직리더십 사례
조직리더십이란 군리더가 부대의 제 기능과 가용자원을 조정 통제하여 상호 기능이
통합되도록 발휘하는 군리더십이다. 조직리더십은 주로 연대~군단급의 다양한 부대
(서)와 기능으로 편성된 제대에서 발휘하게 된다(육군리더십센터 2017, 4-10).
조직리더십을 발휘하는 군리더는 다양한 조직을 이끌기 위해 직접적인 영향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때 군리더는 전문적이고 폭넓은 경험과 지식, 역
량을 갖추고 군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조직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행동리더십에 요구되
는 군리더십 자질과 역량을 포함하여 조직리더십 발휘에 우선 요구되는 요인을 함양하
고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리더십이 전장에서 잘 발휘된 대표적인 전투사례는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전투사례, 춘천ㆍ홍천지구전투의 임부택 중령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전면적인 불법남침을 도발했을 당시 국군 제6사단 7연대장으로 춘천 정면의 방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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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있었다. 1949년 12월 19일 제7연대장에 부임한 임무택 중령은 부대 교육훈련
과 38선 방어진지 구축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7연대는 북한군이 남침하기 이전에 대대전투훈련을 완료하였으며, 당시
장교들이 기피하던 풍조를 깨뜨리고 대부분의 장교들을 보수교육인 고등군사반에 입교
시켜 자질 향상에 주력하였다.
또한 춘천이 38도선에서 불과 13㎞ 남쪽에 위치한 사실을 감안하여 처음에는 38선
주요 접근로에 토치카 및 유개호를 구축하고 기존진지를 보수하였다. 그러나 48㎞의
광범위한 정면을 모두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춘천을 고수할 수 있는 주저
항선의 진지가 없음을 착안한 임부택 중령은 춘천 주민과 학도호군단의 지원을 받아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변과 그 북쪽에 춘천 분지를 감제하는 164고지 일대에 방어진지
구축작업을 시작, 개전 1개월 전인 5월 하순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1950년 6월 25일 04시경 38도선 전면에 걸쳐서 남침이 개시되어 북한군 제2사단
과 제7사단은 국군 제6사단 7연대와 2연대가 담당하고 있던 춘천 북방과 인제 남방지
역을 동시에 공격해왔으나, 연대장의 효과적인 지휘로 제7연대는 병력과 장비의 열세
에도 불구하고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적의 집요한 공격을 격퇴하면서 진지를 고수하
였으며, 포병은 화력을 집중하여 남진하는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와 같이 제7연대 장병들의 피나는 저항으로 개전 당일 춘천을 점령하려던 북한군
의 기도는 무산되고 말았다.
두 번째 전투사례, 백마고지전투의 김종오 장군은 제6사단장으로 많은 전투를 성공
적으로 이끌었으며, 1952년 5월 30일에 제9사단장으로 임명되어 부임하자마자 6ㆍ25
전쟁 사상 가장 치열한 진지전이었던 백마고지전투를 진두지휘하였다.
1952년 6월부터 모든 전선에서 전개된 고지쟁탈전 양상이 일반적으로 적의 선제공
격으로 시작되어 고지를 상실하면 아군은 이를 탈환하는 형식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
과 아군은 고지를 아예 포기하거나 일부만을 탈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바로 이 시
기에 중공군이 백마고지를 공격해왔고, 그 규모도 가장 컸다.
김종오 장군은 제9사단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주도면밀한 작전계획아래 험준한 지형
과 불순한 기후 등 제반 악조건을 극복하고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경주해 오던 중,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전개된 백마고지전투에서 적의 강력
한 포화를 무릅쓰고 진두지휘하여 중공군 2개 사단을 완전 궤멸시키는 대 전과를 달성
하였다(손규석 2003, 31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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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리더십 사례
전략리더십이란 군리더가 국가와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미래 지
향적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발휘하는 군리더십이다(육군리더십센터
2017, 4-12). 전략리더십은 주로 작전사급이상 제대에서 발휘하게 된다. 전략리더십
을 발휘하는 군리더는 참모조직과 제도, 규정, 법령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 결정, 제도발전 등 육군과 국가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때 군리더는 타군, 연합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요소까지 포함한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전략리더십을 발휘하는 군리더는 군의 목표와 국익을
고려하여 군사전략과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병과와 직
능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조직의 비젼과 목표를 제시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또한 군리더는 행동리더십과 조직리더십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은 물론 전략리더십 수준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구비해야 한다.
6ㆍ25전쟁 시 낙동강선까지 밀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기동에 의한 적시적인 역습과 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수(Stand or die)명령을
하달하는 필승의 신념으로 전투에 임하여 반격작전으로 국면을 전환시키고 인천상륙작
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제8군사령관으로 부임하여 무능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받는 지휘관
은 아예 젊고 공세적인 지휘관으로 교체하여 부대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7명의 사단
장 중 4명의 사단장을 교체하고 심지어 군단장까지도 3명 중 2명을 교체하였다(조성룡
2012, 133).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전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중공군의 약점
을 간파하고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격퇴시켰다.
밴플리트 장군은 수도 서울을 고수하고, 정전협정에 대비하는 전략ㆍ작전적 마인드
를 견지하고 반격작전을 실시하여 현재의 휴전선까지 적을 격퇴시킬 수 있었다. 또한
한국군의 미래를 위하여 육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한국군 사단을 20개 사단으로 증편
하여 현재의 한국군이 있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에드거 F. 퍼이어의 영혼을 지휘하는 리더십과 명장의 코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군 명장들의 리더십이 현재의 미군을 세계 최강군이 되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2차세계대전의 명장 오마르 N. 브래들리 장군은 ‘리더십을 기르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 직업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습득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자기 일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갖추었을 때, 자신 있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맥아더 장군
이나 패튼 장군이 바로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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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시 세기의 도박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전세를
역전시켰던 맥아더 장군은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며 부하들과 수시로 식
사를 하면서 전술 및 전략에 대해 토의하는 것을 즐겨하였다. 맥아더 장군이 미군 수뇌
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시한 인천상륙작전은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지를 뛰어넘은 전략ㆍ작전적 식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세계
대공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미 의회가 육군 부대를 감축하려하자, 맥아더
장군은 “군인은 적은 수입으로도 살아갈 수 있고, 의류와 주거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으며, 무기와 장비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임무에 숙련되어 있고,
충분한 지도력을 갖춘 장교들이 부족하다면 군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장교의 수가 승패를 판가름 짓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육군 인사감축의 불가함을
강력히 주장하여 병력감축을 막는데 성공하였고 1935년에는 오히려 병력을 증가시켰
다. 그해에 통과된 입법안에서 육군의 규모를 총 12만 6,875명에서 16만 5,000명으
로 증가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에드거 F. 퍼이어 2017, 187). 이러한 맥아더 장군의
노력이 없었다면 제2차세계대전 시 미군이 연합국의 승리에 기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군의 이러한 전략적ㆍ작전적 식견을 구비한 명장들이 6ㆍ25전쟁 시 참전할 수 있
었던 것은 우리에게 행운이었으며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Ⅳ. 전장에서 요구되는 군리더의 자질 향상방안
미군은 베트남전 실패 원인이 리더십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리더십 교육을 위한 노
력을 경주하였으며 1984년 교육사령부 임무형지휘센터 예하에 리더십센터를 창설하여
‘창의적이고 적응성 있으며 유능한 군리더개발’의 비젼으로 육군 전체의 리더십 정책,
프로그램 개발, 교육, 훈련 등을 통합 수행하고 있다.
리더십센터 편성은 센터장(대령) 예하에 크게 다섯 개 반들이 있다. 이 반을 이끄는
반장은 중령들이며 리더개발반, 리더십연구 및 평가반, 리더십 교육반, 군무원 리더십
훈련반, 리더십 교육 및 훈련 개발반이다.
한국군도 리더십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군 리더십센터보다도 조직을 증편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군의 리더십 교육이 전장상황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리더십센터에서 야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입식 강의위주 교육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되는데 야전교육은 보수교육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효과적일 것이다.
양성교육은 강의위주 교육을 하고 일부 토의식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지만 보수교육은

｢경영사연구｣ 제35집 제1호(통권 93호)

2020. 2. 28, pp. 91~108.

사례위주 토의식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 17년도에 대대장 리더십 코칭을 계획하여
8명을 실시하였다. 19년도에는 사여단장(장군)을 대상으로 리더십 코칭을 실시하고 있
는데 육군리더십센터의 능력 및 야전부대의 여건 등으로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
고 있다.
군리더의 자질 중 품성과 리더다움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노력에 의해 개발될 수
있으며 군사전문성은 전적으로 노력에 의해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다. 생사가 달려있
는 극한의 전장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지휘관을 부하들은
더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군리더들은 군사전문성을 구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군리더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전투사례 연구를 토대로 제시하여 향
후 군리더십 교육 및 리더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군리더의 자질 향상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품성이 구비된 간부를 선발해야 한다.
김종대 교수는 저서 이순신(신은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에서 품성은 청소년기에
형성이 완료된다고 하였으며, 미군 예비역 중령 울메르와 그의 팀(2004년 울메르, 쉐
일러, 불리스, 디클레멘트, 야콥)은 독성(毒性) 리더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
러 사단장들에게 질의 하였는데 응답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독성(毒性) 리더십이 개인의
성격에 뿌리를 두고 있고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
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발 시 품성을 확인하여 독성(毒性) 리더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을 배제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미 육군리더십센터
2011, 37-38).
행동리더십 전투사례에서 영덕지구전투 이명수 상사의 포로가 된 소대원을 구출하기
위한 전우애, 춘천지구전투 심일 소위의 육탄 공격으로 적 전차를 파괴한 용기와 책임
감, 임전무퇴의 기상, 베티고지전투 김만술 소위의 희생정신과 감투정신 등의 품성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전적으로 개발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품성이 구비된 간부
를 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둘째, 미군 리더개발 프로그램을 한국군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미군은 야교 6-22(2015. 6.1.)에서 제대별 리더개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였다. 중ㆍ소위를 위한 대대 리더개발 프로그램 예시에서 대대장은 사무실이 아닌 장
교의 업무현장에서 상담 지도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위한 읽기,
멘토링을 통한 선임장교가 후임장교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 나누어주기, 장교 검증과
제를 선정하여 90일 이내 완수, 군리더개발 채점표에 의한 평가 등 부대운영 간에 군
리더개발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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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도 리더십센터에서 초급간부, 중견간부, 고급간부 자기개발서를 제작, 배부하
여 활용하고 있는데 내용이 개념적이다.
군리더들이 부대원을 자신 있게 이끌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미군
리더개발 프로그램을 한국군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등 군리더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품성이 구비된 우수한 간부를 선발하고 군리더십 수준별 전투사례 분석에서 제시한
군리더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군리더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용한다면
전투사례에서 제시한 리더와 같은 우수한 리더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우수한 군리더가 진급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군의 진급 시스템은 수많은 발전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훌륭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 하지만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계량화된 점수가 중요시 되고 있다. 에드
거F. 퍼이어의 저서 명장의 코드에서 언급했 듯이 미군이 세계 최강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휘관들이 사심없는 마음으로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여 진출시켰기 때문에 가능
했다고 하였다. 전장에서 요구되는 군리더는 계량화 점수가 높은 인원보다 잠재역량이
우수한 인원일 것이다. 진급심사 시 우수 군리더 사례를 선정하여 진급시키고 진급결
과 하달 시 진급자 명단 앞에 포함시키는 진급선발 목표, 방향에 언급한다면 군에서 요
구하는 군리더상 구현을 위한 방향으로 다수인원이 노력할 것이다.

Ⅴ. 맺는 말：성과와 과제
전장에서 요구되는 군리더의 자질에 대하여 군리더십 수준별 전투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시와 평시의 리더십이 다를 수 없지만 죽음의 극심한 공포가 있는 전장
에서 군리더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연구를 하게되
었다.
전시와 평시의 가장 큰 차이는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정유재란 전에 이순신 장군이
왜군의 책략으로 모함을 받아 투옥되고 원균이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을 때 왜군과의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다수의 병사들이 도망쳤으며 칠천량해전에서 대패하였다. 하
지만 이순신 장군이 다시 복직되고 도망쳤던 병사들이 복귀하여 수군을 재정비해 철저
히 준비하여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바람앞에 등불 같던 나라를 구하는 대업
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 휘하로 병사들이 복귀한 이유는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육군은 전장리더십 개념을 정립하고 병과학교 교육과 야전교육, 리더십코칭, 전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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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 평가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장리더십 평가는 KCTC훈련 시 평가하
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 등 전투 스트레스를 묘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
적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장리더십을 실질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전투에 참가해서 연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제한적이지만 전장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전투사례이다.
하지만 전투사례가 수없이 많아 모든 전투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리
군의 주 전장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6ㆍ25전쟁 전투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또한 미군은 베트남전 이후 군리더십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리더십센터를
설립,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걸프전과 이라크전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우리군은 미군의 리더십교육방법을 많은 부분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으므로 미군 명장들
의 리더십을 분석하였다.
전장에서 요구되는 군리더의 자질을 전투사례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전투사례는 전
장상황을 실전과 같이 묘사할 수 없고, 군리더의 자질을 모두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부
제한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연구하다보니 자료수집과 접근에 제한
이 있어 실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전장에서 요구되는 군리더의 자질에 대해 연구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
각하며 리더십센터에서 전쟁사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군리더십
교육에 반영한다면 군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군리더십 수준별 요구되는 리더의 자질을 구분하여 리더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업과 행정기관에서도 계층별 요구되는 리더의 자질을 구분
하고 리더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효과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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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 of Change of Military Leadership Doctrine
and A Case Study of the Battlefield Leadership

Jae-In Kim*ㆍJei-Uk L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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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out the process of change of military
leadership doctrine and to derive way to improve leader’s qualities of military
leadership level required in the battlefield through analysis combat cases.
In the early days of Army, our military was greatly influenced by Japanese
military culture, and the doctrine of military leadership was influenced by
American military doctrine. Since then, our military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ilitary leadership education and made efforts to provide
leadership education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our Arm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military leadership doctrine and improvement of educational
methods by establishing the Army Leadership Center.
The combat case analysis for identifying the leader’s qualities required in
the battlefield was divided into action leadership, organization leadership,
and strategy leadership by military leadership level.
This study for improving the quality required for battlefields derived
through such analysis of combat cases will be proposed to help train military
leadership.
<Key Words> Battlefield Leadership, Military Leadership, Action Leadership,

Organization Leadership, Strategy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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