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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공지능과 같은 4차산업혁명기술이 진척되어 감에 따라, 미래전쟁에 대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새로운 자율 무기

체계 개발에 경쟁하고 있는 시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자율 무기체계의 자율성 기술, 그러한 군사과학기술이 가져올 전쟁수

행의 변화, 그리고 무기체계 자율성의 수준, 정의, 기능에 대하여 논의한다. 무기체계 자율성 기술의 핵심은 민간 상용의 인공

지능 기술과 유사하며, 새롭게 개발되고 운용되는 자율 무기체계는 장차 미래 전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미래 전

쟁수행체제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인간을 대신하여 전장에서 자율 무기체계가 인명 피해가 없고 지능적인 전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의 수준과 기능면에서는 무기가 주변 전장상황을 인지하고, 최상의 방책을 스스로 계획 및 결정하며, 가

장 효과적인 목적 달성이 되도록 방안을 실행하는 완전자율성을 갖춘 무기체계로 발전할 것이다. 즉 자율 무기체계가 의사결

정과 실행하는 여러 단계에서 운용자의 감독이나 개입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자율성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A Study on the Autonomy of the Autonomous Weapon Systems

Kim, Jong Ryul*

ABSTRACT

The autonomous weapon systems are being developed with a global competition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theses analyzes on the technologies related to the autonomy of the new

weapons, the new changes in war fighting regime that will be brought by such autonomous weapons, the level of

autonomy in a autonomous weapon system, and also the definition and functions of the autonomy. The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civilian commercial sectors would be similar to the required military autonomous systems. The future

war fighting regime would be the war with autonomous weapon systems without any human casualties. The level of

autonomy in the future weapons would be fully autonomous without any human supervision or involvement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The functions of the autonomous weapon would be to sense, to decide, and to act with a full

autonomy in order to accomplish desired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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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한국뿐 만아니라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

이라는 새로운 기술적 도약에 대한 관심이 높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

화 속에서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빅데이터, 소프트

웨어 등의 융합 기술이 산업, 노동, 복지, 고용, 교

육 등 다양한 분야에 진입하여, 소위 '스마트화'를

촉발하여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도래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와 IT기

술에 의한 디지털 혁명이라면, 4차산업혁명은 지

능정보기술에 의한 산업과 사회전반이 지능화되어

가는 혁명이다.[1] 지능정보기술이란 인공지능(Ar

tificial Intelligence)기술과 이의 근간이 되는 데

이터활용 정보기술을 융합하여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능력(인지, 학습, 추론)을 구현하는 기술

이다. 민간 상용으로 구글과 테슬라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 IBM왓슨의 암진단 등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 국방 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의 주

요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이 초연

결망을 구성하고 융합하는 기술의 할용이 요구되

고 있다. 특히 새로운 미래 무기체계의 개발에 필

요한 기술들을 각국이 경쟁적으로 확보하고자 경

쟁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에 미래 무기체

계는 킬러로봇, 무인 자동화무기체계, 인공지능 무

기, 자율 무기체계 등 다양하게 명명되어 제시되

고 있다. 그 인공지능 및 자율성(autonomy)에 대

한 능력과 기능도 영화나 공상 과학소설의 수준으

로 묘사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기술의 근간인 인공지

능과 데이터처리 기술, 로롯 기술 등을 적용한 무

기를 ‘자율 무기체계’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관

련 자율성 군사과학기술은 무엇이고, 자율 무기체

계가 향후 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

율 무기체계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정의

하며 자율성의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의하

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군의 자율무기체계

의 발전과 그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자율 무기체계와 자율성 기술

우선 자율 무기체계의 개발에 핵심이 될 인공지

능 분야에 대한 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3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2] 1)인지컴퓨팅

은 컴퓨터가 인간과 같이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

보를 이용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모델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 2)기계학습은 기 프로그램

화된 논리나 정형화된 규칙 등을 바탕으로 발생되

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수리·수학적 알고리

즘, 3)딥러닝은 기계학습과 유사하지만 인간신경

망을 모델화하여 새로운 데이터 셋을 예측하는 기

술, 4)언어처리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

을 수 있게 하여 인간처럼 말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술, 5)이미지 인식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특정 피사체의 사진정체를 확인하고자 시도하는

기술, 6)음성인식은 인간음성을 이해하여 컴퓨터

가 다룰 수 있는 문자 정보로 변환하는 기술, 7)

패턴인식은 기계에 의하여 도형·문자·음성 등을

식별시키는 기술, 8)컴퓨터비전은 로봇의 눈을 만

드는 연구 분야로 컴퓨터가 실세계 정보를 취득하

는 모든 과정, 9)가상현실은 어떤 특정한 환경이

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

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환경과 상호작용을 하

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인간-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 10)양자컴퓨팅은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미래형 첨단 컴퓨터, 11)자동추론

은 추론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함으로써 컴퓨터에

의한 완전한 자동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

어, 12)스마트로봇은 로봇에 관한 과학이자 기술

로 로봇의 설계·제조·응용, 13) 가상의 개인 보조

기술 등이다.

한편 미 국방성은 자율 무기체계는 아직 출발 단

계라고 보고, 진보된 자율수행 능력을 갖춘 무기

체계를 위한 과학기술분야로 국방성 부장관을 지

낸 밥 워크는 11가지를 제시한다.[3] 1)사이버전(c

yber warfare)분야, 2) 방호된 정보통신(protected

communications)분야, 3) 첨단 컴퓨터 계산과 빅

데이터(advanced computing and big data)분야,

4)자율성(autonomy)분야, 5) 인공지능 (artificia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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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elligence)분야, 6)로봇공학(commercial robotic

s)분야, 7)소형화(miniaturization)분야, 8) 적층가

공-3D프린트(additive manufacturing, 3D printin

g)분야, 9)소형 고용량 발전기(small, high-densit

y power generation system)분야, 10)레이저 및

전자기 무기(electric weapons, laser, rail gun, m

icrowave weapons)분야, 11) 인간 능력 개선(hu

man performance modification)분야이다

이와 같은 자율성 관련 기술이 활용되어 개발되

는 무기체계는 매우 다양하다. 미 고등국방연구소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서 2013년부터 가장 많은 사람의 관심

을 보였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매년 발표하였다.[4]

2015-17년(3년) 간에 걸쳐 관심도가 많은 사업을

다음 <표 1>에서 종합하여 정리 제시하였다. 최

근 3년간에 인공지능과 자율성 프로젝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모두 30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65%에

달하는 19개가(진하게 표시) 인공지능과 자율성

기술에 해당한다.

<표 1> 미 고등국방연구소 사업에 대한 관심도 순위

순
위

2015년 2016년 2017년

1 기억력 증강 수직 이착륙기 우주발사체

2
소구경
정밀화

뇌 능력 증강 자율비행 군집

3 스웜 UAV 소형 무인헬기 뇌 인식 증강

4
국가안보
기술

사이버 보안
무인전투기
제동

5 소프트웨어 우주 관리쳬계 전자기파 위험

6 재난 로봇
주파수
관리기술

방사선
측정차량

7
소형
인공위성

상용기술 보안 자율비행 헬기

8 근접항공지원 기계학습 기계학습

9
전기
신경치료

무인 정찰기
휴대용
정보체계

10 기계학습
신개념
영상센서

전염병 방지

2016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카터 국방장관은

에릭 슈미트 구글자회사의 CEO를 국방성개혁위

원회 책임자로 임명하고 약 20명의 위원을 구성하

게 된다.[5] 주로 IT 회사의 CEO와 과학자를 중심

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7년 1월에 위원회

가 미 국방성에 권고사항을 제출하였는데, 기술개

혁 담당 조직을 신설하여 국방성의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하며, 컴퓨터 활용을 위한 훈련과 소프트

웨어 개발을 위하여 예하 주요 전투 지휘부에 팀

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 중에 주목할

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의 활용을 위한 개

혁이다. 국방성에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연구하

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왜냐면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은 국방과학기

술의 우세함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은 과거 1940년대의 핵무기 개발에 의한

기술적 우세를 달성하였던 것과 유사하고, 1970-8

0년대의 정밀 유도무기의 개발과 스텔스무기의 개

발에 의한 기술적 우세를 달성하였던 것과 유사하

다는 것이다.

2016년 6월 미국방과학위원회는 미국방성이 국

방 분야의 자율성획득을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

을 권고하고 있다.[6] 즉 미국방성이 갖가지 임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자율성 기술의 능력을 활용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긴박하므로, 어떠한 프로

그램보다 우선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자율성 기술은 민간 상용시장에서 다양한 분

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자율성 기술이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치가 충분하게 인정되어 일

대 전환점(tipping point)에 이르렀다고 결론 내린

다. 자율성 기술은 향후 다음과 같은 국방 영역에

서 충분한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1)신속한

의사결정, 2)다양한 종류의 대량 데이터 처리, 3)

불연속적인 통신, 4)복잡한 상호 협조, 5)임무의

위험성, 6)고도의 영속성과 지속성 등의 작전적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

회는 미 국방성이 시급하게 실천해야할 권고사항

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자율무기체

계와 자율능력기술의 신뢰성을 증강할 필요가 있

고, 2)국방성 전 획득분야에서 자율능력기술의 적

용을 가속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3)다양한

임무에 활용될 수 있는 자율기능기술을 당장 작전

수행에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4)장차 자율

기능기술의 우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 능력

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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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 무기체계와 전쟁 변화

3.1 군사기술혁신과 전쟁 수행 변화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은 군

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혁신으로서, 새로운 기

술의 활용이 획기적인 전장상황의 인식을 개선하

고 전장지식을 지배하게 된다. 그 중에 군사기술

혁신(military-technical revolution)은 새로운 기

술이나 무기체계의 혁신 그 자체를 말하며, 이 기

술의 적용으로 전투력이나 군사적 운용 효과를 월

등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형 전쟁

(war)이나 소형 전쟁(warfare)의 수단이나 방법

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드시

기술적 혁신이 전쟁 그 자체의 본질을 바꾸거나

전쟁의 수행이나 교리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

니지만 현대전쟁에서는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수십 년간 미국은 정밀유도

무기(guided munitions)와 전장네트워크의 통합(i

ntegrated battle networks)에 의한 육·해·공, 우

주에서 전장의 우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과

소련 등의 국가들이 동등한 수준의 기술적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전장의 기술적 우세함은 더 이상 향

유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이나 소련이 따

라올 수 없는 군사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도약을 통

하여 과거와 같은 우세성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찾고 있다.[7] 그 일환으로 새로운 수단이

될 무인로봇을 비롯한 자율 무기체계가 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자율 무기체계는 과거

무인 비행체로 시작된 각종 무인무기로 개발되어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무

인 자율 무기체계는 장차 파괴적인(disruptive)효

과를 나타내는 군사기술혁신이 될 것이며 군사력

균형을 깨드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군사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전쟁수행

체제(war fighting regime)도 변화할 것이다. 미

래의 전쟁수행체제는 자율 무기체계가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표 2>에 정리한 것은

로버트 워크[8]가 제시한 4차에 걸친 변화 양상이

다.

<표 2> 전쟁수행 체제의 변화

구분 시기 전쟁수행 체제

1차
근
현대

무유도무기에 의한 전쟁수행 체제

2차
1940
년대

핵무기에 의한 전쟁수행 체제

3차
2000
년대

유도무기와 전장네트워크에 의한
전쟁수행 체제

4차 미래
무인 자율 무기체계에 의한 전쟁
수행 체제

제1차는 무유도무기(unguided munitions)에 의한

전쟁수행 체제이다. 인류가 동굴시대에 서로 싸우면

서 돌과 화살을 던지며 소위 전투를 수행하였을 것이

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으로 던지기보다는 활을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 적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였을

것이다. 초기의 활은 겨우 10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적을 겨냥하였을 것이다. 이어서 소총탄과 포탄을 발

사할 수 있는 총포의 개발로 이어져 약 1,000m 정도

의 거리에 있는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다. 이어서

장거리 발사 로켓이나 비행기의 의 발전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리는 점점 길어졌다. 그리고 폭탄을 발사하

여 원거리 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체계도 지상, 해상,

해중, 공중 등에서 다양하게 개발 되었다. 이러한 무

기는 탄약이나 폭탄을 던지거나, 발사하거나, 공중에

서 떨어트리거나 하여 가급적이면 대량의 탄약과 폭

탄을 사용하여 적에게 피해를 최대화하려고 하였다.

전투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탄약이나 폭탄이 적

에게 타격하는 숫자를 최대한 늘리려는 방안이 강구

되었다. 이러한 전쟁 수행체제가 현대에 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전쟁 수행체제를 제1차 무유

도무기에 의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제2차는 핵무기에 의한 전쟁수행 체제(nuclear

bomb)이다. 제2차세계전 중에 2가지 군사 기술적 변

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하나는 핵무기의 개발이고 또

하나는 유도무기의 개발이다. 핵무기라는 대량살상무

기의 출현은 군사 기술적으로 너무나 획기적 파괴력

을 제공하여 세계 전쟁을 하루아침에 종결할 수 있게

되었고, 전쟁 수행 전략에 있어서 일대 변혁을 가져오

게 된다. 군사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전쟁 수행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핵무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한 군데에 집중하지 못

하고 될 수 있으면 소산시켜 생존성을 높여야만 하였



자율 무기체계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 105

다. 미국과 소련은 급기야 상호확증파괴전략에 의하

여 핵무기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전술적

핵무기의 사용마저도 꺼리는 상황으로 변하였다.

제3차는 유도무기와 전장네트워크에 의한 전쟁수행

체제(guided munitions and battle network)이다.

폭탄의 궤도를 능동적으로 조정하고, 비행궤도를 조

작하여 목표에 적중할 수 있는 각종 무기체계와 군사

기술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2차 대전 말부

터 독일에 의하여 개발된 수중 어뢰로써 잠수함이나

수상선을 공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근거리이건 원

거리이건 간에 목표를 향해 음파신호나 전파신호에

의하여 유도되는 폭탄의 효과는 새로운 전쟁 수행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이러한 유도무기는 급기야 거리

에 상관없는 목표타격의 정확성을 지니게 되고 그 효

과성은 모든 전투 참가자들이 원하는 바가 되었다. 원

거리에서 적 목표를 정확하게 명중시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의 효용성 때문에, 유도무기 분야의 군사

기술은 더욱더 발전되어 왔다. 점점 더 먼 원거리에서

유도무기가 운용되다보니 자동적으로 필요하게 된 시

스템이 전장 네트워크이다. 사거리의 신장에 따라 사

정거리 내의 타격목표를 우선 찾아내고, 그 목표를 추

적하여야 하고, 목표에 유도무기를 이동 접근시켜야

하고, 이러한 여러 체계를 통합하고 계획 및 지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야만 실

시간에 장거리 유도무기가 제대로 활용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밀유도무기와 전장 네트

워크의 통합에 의한 전쟁수행체제가 도래한 것이다.

극도로 정확성이 증가함에 따라 육 해 공군의 3차원

공간에서 종말 탄도의 정확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

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재래식 무기의 폭탄으로도 원

거리에서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핵무기의 사용과 유사한 전투 파괴적인 효과성을 달

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밀유도무기와 전장 네

트워크의 통합에 의한 전쟁수행체제는 1990-91년 걸

프전에서 미군에 의하여 그 효용성이 증명된다. 이 시

기에 사용된 감시정찰체계, 글로벌 C4I체계, GPS와

관성 유도폭탄 등이다. 이 때 사용된 유도폭탄은 전체

사용된 폭탄의 10%이내 이었지만 그 효과성은 뛰어

났다. 이후 1999년의 코소보전에서 전체 공대지 미사

일의 30%가량이 유도무기였다. 2003년 이라크전에서

는 사용되는 폭탄의 65%가 정밀유도형 무기가 사용

되었다. 다음 <표 3>은 폭탄 정확도의 증가와 유도

무기의 사용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전투기에 투하된 폭탄의 정확도

구 분 2차대전 베트남전 걸프전 코소보전 현대전

전투기 B-17 F-4 F-15 F-16 무인기

유도무기
사용비중 0% 1% 내 약 9% 약 69% 약 90%

CEP 1,000m 120m 90m 3m 1m

* 유도무기 사용비중: 전체 사용폭탄에서 차지하

는 비중

* CEP(Circular Error Probability): 목표에 명중

하는 정확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투하된 폭탄의 5

0%가 떨어지는 반경 (원형공산오차)

미국이 발전시켜온 3차 전쟁수행체제인 정밀유

도무기와 전장네트워크의 통합 체계가 중국을 비

롯한 경쟁 국가보다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하여 왔

다. C4I체계, 감시정찰체계, 정밀유도무기체계, 전

장네트워크 체계, 우주 및 사이버 체계 등의 기능

이 매우 복잡하게 발전하여 왔고 2000년대 초까지

지배적 우세성을 미국이 향유하였다. 그러한 우세

함이 최근에 깨지기 시작하였고, 미·중·소 각 국가

의 정밀유도무기와 전장네트워크 체계의 기능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

국과 소련이 기술적 간격을 전혀 좁히지 못할 군

사과학기술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그것이

자율 무기체계로 보고 있다.

제4차는 로봇을 비롯한 무인 자율무기체계에 의

한 전쟁수행체제이다. 현재 자율 무기체계는 여러

종류가 실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지역타격 드론,

무인전투기와 무인정찰기 등의 무인 비행기, 무인

해상 및 수중 무기체계, 무인 지상 무기체계, 무인

기만체계, 무인구난체계, 크루즈 계통의 유도 미사

일 등 매우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무기

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고

위험도의 작전에 주로 사용되는 무기체계들이다.

또한 보다 덜 비싼 무기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즉 무기의 운용 요원을 훈련시키고 유지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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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적잖은 비용이 소용된다. 더구나 작전에

투입되는 요원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각가

지 안전장치 비용이 추가되어 고가의 장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인 자율

무기체계의 운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라

잡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에서 다양

한 종류의 무인 자율무기체계가 다량으로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무인 자율무기체계는 아직은 전투 운용

초기단계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훨

씬 더 다양하고 기술적으로 진척된 무기체계의 개

발과 운용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무기체계보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정보기술이 가미되어 자율성(a

utonomy)이 증가된 자율무기체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4차 전쟁수행체제는 그와 같은

무인 자율 무기체계에 의한 전쟁수행체제가 될 것

이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무인 자율 무기체계는

수많은 작전환경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여 전

장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나아가서 이들

의 무기체계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스스로 임무에 반응하고 스

스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인간끼리의 전쟁이

아닌 로봇에 의한 대리 전쟁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3.2 자율무기체계와 미래 전쟁

무인 자율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기술은 인공지

능, 정보처리기술, 로봇 기술 등이 민간영역에서

풍부하게 성장하여 앞서가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상대방 적국에게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차원의

기습(surprise)을 가하는 국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국가 안보와 전쟁 수

행 개념들을 바꾸게 할 것이다. 첫째, 억제의 개념

변화이다. 지금까지는 우세한 군사력이나 기술적

장점 등을 통하여 상대방과의 능력 격차에 의한

억제가 주를 이루었다, 앞으로는 상방이 공격이나

방어의 능력이 비슷한 상태가 많을 것이고 억제의

상황이 보다 역동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속도

(speed), 양적 군사력(mass), 기만(deception) 등

이 억제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기관리의 변화이다. 지금까지 적대국 쌍방

은 상대방이 군사적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아

군의 군사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위기 상황이 더

이상의 확전으로 발전하지 않게 관리가 가능하였

다. 앞으로는 무인 자율무기체계와 로봇에 의하여

상대방이 군사적 행동으로 나올 때 이에 맞서는

아군이 위기를 적절히 통제 관리되지 못하고 확전

으로 변질될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자율 무기체

계에 의한 쌍방 간의 군사적 행동이 위기상황을

급격히 조성하고 통제 관리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군사력 배치의 변화이다. 새로운

능력의 자율 무기체계는 향후 각국의 군사력 배치

의 양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예를 들면 수중의 장

거리 무인 잠수함 체계는 현재 미 해군의 주요 잠

수함 기지를 바꾸어야 할 것이고,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역도 더 넓고 멀어지게 될 것이다.

괌을 비롯한 태평양의 일부 섬들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시 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넷째, 군사조직의

변화이다. 군사력이 어떻게 조직되고 훈련하고 장

비를 편성해야 하는 면에서 중대한 변화가 초래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군의 경우 p-8A 해상초계기

편대에 무인 정찰 감시체계를 통합하여 조직할 것

이다. 무인 체계를 유인 플랫폼과 통합하여 군 작

전 조직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작전의 효과

성과 유능한 인재를 위험요소에 노출 시키지 않는

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작전 개념의

변화이다. 우선 공격과 방어의 관계 변화이다. 지

금까지 정밀유도무기체계와 전장네트워크 체계에

의한 전쟁 수행에 있어서는 공격이 방어보다 우선

적이고 지배적이었다. 미사일 방어체계나 방공네

트워크 체계는 적의 정밀유도 공격에 항상 불충분

하였고, 공격미사일의 능력이 방어체계를 항상 이

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먼저 타격하는 자의 유리

함이 매우 중요한 작전 개념에 속하였다. 이러한

공격자의 유리함이 자율무기체계에 의한 전쟁 수

행체제에서는 어렵게 될 수 있다. 또한 양적 군사

력과 질적 군사력의 개념변화이다. 냉전시기 미국

의 전략은 소련의 수적으로 많은 소련의 군사력을

질적으로 우수한 적은 군사력으로 대응하였다. 적

은 수의 우세한 성능의 무기로 많은 수의 낮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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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무기를 대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자율무기체계에 의한 로봇 전쟁수행체제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유사한 성

능의 로봇끼리의 전투, 수량이 많은 군집체(swar

m)로봇끼리의 전투에서는 양적인 우세가 매우 중

요할 수 있다. 여섯째, 군사과학기술의 글로벌화가

되어감에 따라 무인 자율 무기체계의 군사과학기

술은 민간 상용기술의 세계평준화에 의하여 대부

분의 국가에 펴져있다. 민간 회사에 의하여 주도

되고 있어서, 과거 미국 정부 주도의 획기적인 군

사과학기술 발전과는 양상이 다르다. 어떤 국가가

어떠한 형태의 군사과학기술적 기습을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지의 미래전쟁 보고서[9]는 향후 약

20년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 양상을 새로운 기술

과 발전된 교리에 기반하여 예견하고 있다. 과거

사례로서, 2차 세계대전 이전인 1930년대에 전투

기에 의한 적 주요도시의 공중공격이 전쟁의 승패

를 좌우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그러나 이는 10여

년 뒤에 핵무기의 개발과 사용으로 겨우 가능하였

다. 1990년대 걸프전에서 미국은 정밀타격과 우세

한 표적획득 능력, 스텔스, 위성통신 등으로 모든

전쟁에서 신속하고 희생자가 거의 없는 전쟁 종결

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2001년 테러리스트

에 의한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전쟁 양상은 새로

운 면모와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사

례로서, 핵무기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소련은

상호파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국

가 간 전쟁이 억제되어 하여 왔다. 중국이 최근에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하였다. 미국은 소련과 중국의

핵무기를 발사이전에 사전 무력화하는 방안을 찾

고 있다. 재래식신속타격체계(conventional promp

t global strike)는 재래식 폭탄이지만 매우 정밀

하면서 극초음속(마하 10-20)으로 비행하여 적 방

공망을 뚫고 타격하는 개념이다. 표적은 핵무기와

지휘시설이 될 수 있다. 다른 대응 방안으로 적

핵무기 지휘통제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통신을 마비시키는 대위성무기(anti-satellite)이

다. 일시적인 적의 핵발사 능력을 저해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리고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율무기체계는 국제적인 개발 금지 조치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자율무기체

계의 개발은 미국 뿐 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

련기술이 민간영역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군사용으로 쉽게 전이가 되고 있어서 통제가 어려

운 상태이다. 자율무기체계가 갖는 군사적 이점으

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역점을 두고 개발 중

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쟁 승패를 가르는 요

소는 자율 무기체계에 적용되고 담겨있는 기계적

능력(알고리즘)이 어느 편이 우수한가에 따라 결

정될 수 있다.[10] 반면에 자율무기체계에 적용된

기술 수준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인간적 요소(의

지, 의사결정능력, 창의성 등)가 미래 전쟁의 승패

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11]

4. 무기체계 자율성의 정의와 기능

4.1 자율성의 수준

무기체계의 자율성(autonomy)은 타격할 표적을

선택으로부터 누구와 언제 어떻게 전투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기계나 로봇의 결

정이 가져올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이러한 결정의 중간에 인도적인 관점이나

법적인 관점에서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인 견해이다.[12] 자율성 기술은 상업용으로 민간

영역에서 우선 발전하고 있지만, 매우 빠른 속도

로 군사용으로 전이되고 있다. 자율 무기체계는

빛의 속도처럼 빠른 의사결정 과정 중간에 인간이

통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장거리를 날아

가 표적에 이르러 스스로 목표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타격할 경우나, 대공 방어무기 운용 시에 다

가오는 미사일에 매우 짧은 시간에 대응하여야 하

는 경우에 인간이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과적

일 수 있다.

자율성의 수준은 무기체계의 의사결정에 인간이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의사결정의 단계

고리(OODA loop)는 관측하고(observe)- 방향을

판단하고(orient)- 결정하고(decide)- 행동하는(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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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4단계 고리를 말한다. 이러한 자율 무기체계의

의사결정 각 단계에 인간이 개입하는 수준은 3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간이 직접 개입(In th

e loop)하는 수준이다. 기계나 무기의 운영을 인간

이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각 단계에서 인간이 직

접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둘째, 인간이

감독(on the loop)하는 수준이다. 각 단계에서 임

무수행을 하는 기계나 무기를 인간이 감독하고 모

니터링을 하며, 필요시에 인간이 의사결정에 개입

하는 수준이다. 셋째, 인간이 무개입(off the loop)

하는 수준이다. 인간의 어떠한 개입도 없이 모든

의사결정을 기계나 무기가 수행하는 완전히 자율

적인 수준이다. 만약,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능

력이 무기체계보다 우수하다면 인간이 무기체계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직접 개입하거나 감독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인간보다 무기체계의 판단 능력이

신속하고 우수한 경우라면 무개입(완전자율)의 상

태가 될 것이다. 현재 수준으로서는 국제 전쟁법

이나 도덕적인 측면, 무기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인간의 직접 개입이나 감독이 요구된다는 것이 일

반적인 견해이다.

2012년 미 국방성의 자율무기 개발 지침[13]에는

“자율 무기체계는 지휘관이나 운용자가 자율무기

의 사용에 적절한 판단이 적용되도록 디자인되어

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수준의 자율 무기체계는 위

험하다고 보고 있다.

4.2 자율성의 개념 정의

자율성이란 개념은 국가, 기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기술되고 정의되고 있다. 심지어 자동화

(automation)와 자율성(autonomy)도 혼동하여 사

용하고 있다. 무인차량의 예를 들면, 운용자가 입

력한 경로를 독자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자동성이

고, 운용자가 목적지만 제시하고 차량 스스로 여

러 경로 중에 하나를 선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주행하는 것이 자율성이라

고 할 수 있다. 자율성은 독립적인 의사결정권과

자기주도 및 자기학습이 가능한 것이며, 이는 자

율능력기술(또는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다. 대표

적인 자율능력기술은 기계학습, 데이터마이닝, 빅

데이터 처리, 언어처리, 가상현실, 센서기술, 로봇

공학 등이다.[14]

미국방성 과학위원회는 “자율체계란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임무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책들을 구

성하고, 최선의 방안을 선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주변의 전체적인 상황과 국지적

인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

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15] 이를 위한 자율성의 기반은 인

공지능, 즉 인지하고, 대화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인간지능을 대신하는 컴퓨터 체계라는 것이

다.

미의회 연구보고서에서는 자율성을 정의할 때

자동화에서 자율화로 고도화되는 과정이 연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자율 무기체계가 수

행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술적 특성을 들어서 정

의하고 있다.[16] 목표특정성(target specification)

과 시행융통성(execution flexibility)개념이다. 목

표특정성은 인간이 무기체계에 타격할 목표를 특

정하거나 지정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전장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조종사가 특별한

타겟을 지정하지 않고 발사하더라고, 독자적으로

사거리 내에 있는 가장 위협적인 타겟을 선정하거

나, 민간 항공기와 군용항공기를 구분하고, 적비행

기와 아군비행기를 구분하여 타겟을 선정하는 것

이 자율성이라는 것이다. 자율성이 높아지면 여러

개의 타겟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타겟을

스스로 지정하게 될 것이고, 목표특정성은 낮아지

게 된다. 시행융통성이란 시스템이 시행할 수 있

는 기능이 인간의 조종에 한정되어 있다면 자율성

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계구역에 작동하

는 지뢰나 부비트렙은 자율성이 없는 반면, 경계

용 장갑차는 담당구역을 경계하고 필요시 적을 인

지하여 사격을 한다면 이는 자율성이 높다는 것이

다. 완전한 자율성을 갖춘 무기체계는 로봇킬러나

로봇용사처럼 인간지능과 유사한 인공지능을 보유

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목표특정성은 낮아지고, 시행융통성은 높

아지게 된다. 이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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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 과 같다.

반자율성
(semi-autonomous)

목
표
특
정
성

시행융통성

비자율성
(non-autonomous)

자율성
(autonomous)

<그림 1> 자율성의 특성 정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

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는 자율성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 자율성은 낮음

으로부터 높음까지 연속적이고 상대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

다.[17]

첫째, 인간과 무기체계와의 지휘통신관계이다.

무기체계가 임무를 실행하는 어떠한 단계에서 운

영자가 개입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 그 관계의 정

도에 따라 3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무기체계가

임무수행의 한 단계에 운용자가 개입한다면, 이는

반자율(semi-autonomous) 체계로 자율성이 가장

낮은 단계이다. 만약 무기체계가 독립적으로 직동

하나 운용자의 관찰이나 감시가 필요하다면, 인간

감독 자율(human-supervised autonomous)체계

이다. 그리고 자율성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운

용자가 어떠한 감시나 개입을 하지 않고 무기체계

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될 때, 완전자율(fully

autonomous) 체계이다. 이러한 3가지 수준은 앞

서 논의한 것과 유사하며, 완전 자율체계는 로봇(r

obots)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둘째, 무기체계가 자신의 기능을 통제하는 능력

이다. 이는 무기체계가 자기 의사결정 철차의 복

잡성을 뜻하기도 한다. 무기체계가 운용되는 전장

환경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스스로 극복하고 문제

를 해결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수준도 3가지로 구

분하고 있다. 자동반사적인(automatic)체계는 센

서에 타켓이 입력되면 사전에 설정된 프로그램 절

차에 의하여 반응하며, 주변의 추가적인 환경 변

화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무기체계이다. 무기체계

가 자기의 주변 환경 변화에 스스로 반응하는 자

율수준을 자동화체계(automated system)체계와

자율체계(autonomous system)체계에 볼 수 있다.

자동화체계는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바

뀐 환경에 맞는 절차나 규정을 따르는 것이라면,

자율체계는 어떠한 운용자나 인간의 개입이 없이

지시된 의도를 이해하고 스스로 가용한 여러 대안

을 구상하고, 가장 성과가 예상되는 대안을 선택

하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의사결정 형태 또는 기능수행 측면이다.

무기체계 내부에 한정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하부

구성품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무기

내부의 하부체계의 기능수행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좁은 의미의 자율성이다. 예를 든다면,

미사일의 구성품 중에서, 항법 기능이나 목표타격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품은 자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율성이 하나의 무기체계 내에서만 한정되

어 이루어진 형태를 자족적(self-contained) 자율

성이라고 하며, 여러 무기체계가 네트워크를 이루

어 상호 연결된 상태로 이루어진 형태를 분산적(d

istributed)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4.3 자율성의 기능

자율성의 기능은 무기체계가 전장 환경의 데이

터를 이용하여, 실제 계획하고, 실행하고, 전송하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과 기계간의 지휘

통신관계가 어떠하든, 무기체계나 그 수행기능이

복잡한 정도가 다르더라도,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세가지 기능이 통합되어야 자율성이 가능해진다.

인지 또는 감지(sense), 결정 또는 결심(decide),

실행 또는 수행(act)능력이다.[18]

첫째, 인지기능으로 무기체계가 우선적으로 작

전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인지하여야 자율적으

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주변 환경데이터를 할

수 있는 센서(sensor)가 우선 필요하고, 그 데이터

를 분류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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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적 목표를 탐지하

기 위하여 형상인지(pattern recognition)프로그램

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이미지나 음성을 인식하

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한다. 센서를 통하여

얻은 물체의 영상과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예, 적

군과 아군)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이 요구된다.

둘째, 결정(결심)기능으로 인지된 각종 상황데

이터를 의사결정절차에 입력하여 통제하는 기능이

다. 여기서 의사결정절차의 통제 방법은 통상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반응식(reactive)통제장치와

심의적(deliberative)통제장치이다. 반응식 통제체

계는 프로그램 모델에 기반하여, 어떠한 조건에

맞는 감지 정보가 입력되면 어떠한 반응으로 무기

체계가 작동하도록 통제되는 체계이다. 반면에 심

의적 통제체계는 감지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그 데

이터를 조작하고, 바람직한 목적이 무엇이며 의도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하며, 그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체계이다. 예

로서, 미사일이 가장 에너지 소모가 적은 경로를

찾고, 지역 내 가장 유리한 타격 방향을 찾아내어,

타격 기회를 결정하고, 목표를 선별하여 타격하는

체계가 심의적 통제체계와 유사하다.

셋째, 실행기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무

기체계가 실제 물리적인 수단으로 작동하여야 한

다. 자율적 사이버체계라면 적의 악성코드를 방어

하기 위한 실제 대응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

다. 로봇체계의 경우에는 전기모터나 유압실린더

를 작동하게 하는 구동기(actuator)가 가동하여야

하고, 최종적인 무기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무기를

작동 실행하여야 한다. 물론 실행과정의 데이터는

피드백 되어 목적달성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결 론

4차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민간 상용기술이

군사용 자율 무기체계에 급진적으로 적용되어 가

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은 자율 무기체계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율능력기술과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성 기술은 군사용

무기체계에 활용되어 감에 따라 복잡한 전장 환경

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

한 가치로 인하여 새로운 자율 무기체계의 개발을

위해 미국을 위주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노력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율 무기체계의 개발은 미래 전쟁의 수행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전장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자율

무기체계가 대리전쟁을 하는 전쟁수행체제로 변화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쟁의 승패도 자율 무

기체계에 담겨있는 컴퓨터 체계의 우수성에 의하

여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율 무기체계의 자율

성은 현재 그 개념과 정의가 설정되어 가는 과정

에 있다. 향후 자율무기체계의 자율성은 운용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자율성 수준, 구체적인 목표를

스스로 지정하는 낮은 목표특정성, 여러 방안 중

최선방안을 스스로 시행하는 높은 시행융통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율 무기체계가

운용자의 개입이 없이,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스

스로 의사결하여 여러 방안으로 대응하며, 목적달

성을 위한 최상의 방책을 실행하는 완전자율성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래를 대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

업혁명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방 분야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와 군은 자율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관련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획득 방

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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