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re being pursued under strong leadership and control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particular, a large par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North Korea is controlled and absorbed by the defense organizations under the national defense-
oriented policy framework, among which North Korea is making national efforts to develop advanced technologi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ctively utilize them in the military affairs. The future weapon system based on AI will have
superior performance and destructive power that is different from modern weapons systems, which is likely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future battlefield, so a thorough analysis and prediction of the level of AI militarization technology,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AI-based weapons system in North Korea is needed. In addi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outh Korea's corresponding weapon systems and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are strongly required
as soon as possible.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the level of AI technology, the direction of AI militarization,
and the AI-based weapons system in North Korea, and discuss the AI military technology and corresponding weapon
systems that South Korea military must research and develop to counter the North Korea’s. The next study will discuss
the analysis of AI militarization technologies not only in North Korea but also in neighboring countries in Northeast
Asia such as China and Russia, as well as AI weapon systems by battlefield function, detailed core technologie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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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AI)은 국가안보와 국방 차원에서 잠재력과 파급

력이 뛰어나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의 군사화 경

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AI는 범용적으로 “인간의

인지능력, 학습능력, 추론능력, 이해능력 등과 같이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기 위

한 ICT 기술”을 말하지만(김 민 혁 외, 2020), 국

방 분야에서는 “패턴을 인식하고, 경험으로부터 학

습하며, 예측 및 의사 결정하여 행동을 취하는 등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정보화체계의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AI를 첨단 군사 무기체계에 적용하면 그 위력과

파괴력이 타 기술 분야를 압도하므로 핵과 미사일,

전자기펄스탄(EMP), 전투로봇․무인전투체계 등

이 AI 기술과 결합되어 개발되고 있으며, 정보감

시정찰, 표적인식, 통신 및 항법, 자동화 지휘통제,

화력타격, 사이버 전자전 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

을 기대할 수 있다.

과학기술을 국가 경쟁력 발전의 한 축으로 중시

하는 북한도 AI에 대한 세계적 연구개발 추세를

감지하고 이를 국방 및 군사 분야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은밀성으로 인해 AI에 대한 국가정책과 기술 수준,

군사화 방향과 적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면이 있

다. 이를 놓치게 되면 북한 AI 무기체계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군사적 피해

가 심각해지고 복구가 곤란하게 된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AI 군사력 경쟁에서 뒤처지

게 되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안보환경에도 열세

에 처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에 대한 AI 기술수준과

군사화 방향, 개발이 예측되는 무기체계 등에 대

해 분석․추론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

이 연구 및 개발해야 할 AI 군사화 기술과 무기체

계, 기술확보 방안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본고의

연구방법은 관련분야 학술지, 연구보고서, 매체 발

표자료 등 문헌에 대한 정성적 분석이 주로 이루

어지며, AI 군사화 기술 중 대표적 기술들이 언급

되나 상세한 기술들은 논외로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북한의 AI 군사

화 전망을 다루기 이전에 제 2장에서 북한의 국가

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정책목표와 특징, AI 기술

수준과 연구동향을 먼저 살펴보고, 제 3장은 북한

국방 및 군사 분야에서의 과학기술과 AI의 군사화

무기체계에 대해 기술한다. 제 4장은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서 개발이 필요한 AI 군사화

기술과 적용 분야, 관련 무기체계, 기술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하고, 제 5장에서는 결론으로 마무리

한다.

2. 북한의과학기술정책과AI 발전동향

북한의 AI 기술 수준과 이를 군사 분야에 적용

한 실(實) 무기체계 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에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의 성취 목표

와 전략, 적용 분야 등에 대해서는 일부 외부에 공

개한 자료와 발표 내용이 있어 이를 참고한다. 참

고자료로서 ① 정치, 경제, 학문 등 일반 분야의

AI 기술 수준과 국가 정책에 대한 북한의 공개 문

헌, ②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산업연구

원 등 외부 연구기관의 분석보고서(SIPRI, 2020a;

SIPRI, 2020b; 장원준 외, 2017), ③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AI 군사화 발전추세, ④ 현재까지 파

악된 북한군 군사전략과 국방과학기술 발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고 추론한다.

2.1 북한 과학기술 국가정책

북한의 AI 발전 동향을 알아보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적인 과학기술 수준을 먼저 살펴본

다. 북한의 전반적인 과학기술 수준은 80년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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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과학기술을 필두로 우수한 수준이었으나, 90년

대 들어 고난의 행군시대 이후 낙후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를 극복하고자 집권 초기부터

과학기술을 국가의 생존전략 중 하나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과학기술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은 전 세계적인 4차 산업혁

명 확산 추세에 맞추어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

구개발을 중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정보통신기

술(ICT), 나노기술, 바이오공학을 핵심기술 분야로

선정하여 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범위

하게 발표되고 있다.

키워드 빈도수 비율 누적률

과학 679 11.15% 11.15%

기술 468 7.69% 18.84%

건설 94 1.54% 20.39%

발전 81 1.33% 21.72%

위력 74 1.21% 22.94%

당 70 1.15% 24.09%

생산 69 1.13% 25.22%

부문 67 1.10% 26.32%

힘 66 1.08% 27.41%

연구 62 1.01% 28.43%

농사 58 0.955% 29.38%

성과 58 0.95% 30.33%

농업 55 0.90% 31.24%

강국 49 0.80% 32.04%

중시 48 0.78% 32.83%

과학자 46 0.75% 33.59%

경제 45 0.73% 34.33%

사업 44 0.72% 35.05%

국가 44 0.72% 35.77%

인민 43 0.70% 36.48%

문제 42 0.69% 37.17%

전략 41 0.67% 37.84%

<표 1> 2016～2017년 노동신문 키워드 빈도수

출처 : Lee et al., 2019.

<표 1>은 2016∼2017년 “로동신문” 기사를 중

심으로 Jeonghyun Lee 연구진이 semantic net-

work analysis method를 이용하여 빈번하게 언급

되는 키워드의 기간 빈도수를 도출한 결과를 보여

준다(Lee et al., 2019). 분석한 결과, ‘과학’(679건)

과 ‘기술’(468건)이 최다 언급되었고, ‘건설’, ‘발전’

등의 키워드가 뒤를 이었으며, ‘연구’, ‘과학자’ 등의

키워드를 가진 기사들도 자주 등장함으로써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우선 정책기조로 내세

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분야에서는 2007∼2016년 동안 북한의 SCI

급 국제학술지 논문 현황을 보면 최다 게재된 분야

는 수학(25.5%)이고, 그 다음이 정보통신(12%)과

기계(11.5%) 분야로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연관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현규,

2017)

북한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새 세기산업혁명’,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화’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해

당하는 핵심 첨단기술인 AI, IoT, 빅데이터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인 AI와 빅데이터의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은

북한의 국가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반영하고

국제적 추세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술들의 산업적․경제적 기

반이 미약하고, 장기적인 연구가 부족하며, 국제적

제재로 인해 고립된 상태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대

외적 교류와 협력이 곤란하므로 핵심기술을 단기간

내에 구현하기 어려운 취약한 점이 있다.

2.2 AI 기술수준과 연구동향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

과와 북한 매체들의 보도 내용 등을 살펴보면 AI

가 타 분야에 비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의 AI 기술은

3차 산업혁명 후반기에서 4차 산업혁명의 초기 수

준으로 추정되나(임을출, 2019), 근 미래에 일정

정도 선진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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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초기 AI 기술 수준을 가늠할수 있는 대표

적인 체계로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은별’ AI

바둑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

세계컴퓨터바둑대회에서우승하고, 2003년부터 2006

년까지 4년 연속으로 우승하여 그 시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완성도를 보였다(김민관, 2017). 이와 같은

초기 AI 기술을 기반으로 최근에 보다 정밀한 AI

연구를가속화하고있는데대표적인분야는음성인식,

문자인식, 외국어-한글 기계번역 기술, 차량번호 인

식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술지 발행정보 제 목

김일성종합
대학학보

2016년
8호

음소음성인식에서 심층신뢰망
을이용한한가지음향모형화
방법

컴퓨터와
프로그램 기술

2017년
5호

실시간분석에 의한 홍채화상
진단에서의 전처리방법에 대
한 연구

김일성종합
대학학보

2017년
4호

조선어련속음성인식을 위한
대규모 재귀신경망 언어모형
구축의 한 가지 방법

정보과학과
기술

2017년
2호

다중얼굴등록에 기초한 얼굴
인식체계의 성능개선을 위한
한 가지 방법

김일성종합
대학학보

2017년
10호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알루미
늄 박판의 레이저 착공모형

컴퓨터와
프로그램 기술

2018년
6호

음성인식에서 LSTM재귀형신
경망에 기초한 발성검사에 대
한 연구

김일성종합
대학학보

2018년
4호

음성인식에서부분공간가우스
혼합모형에 기초한 교수활동
평가의 한 가지 방법

<표 2> 2016～2018년 AI 관련 주요 학술논문

출처 : 강진규(2018), 서소영(2018)을 근거로 저자가 정리.

AI 기반의 음성인식과 언어번역 프로그램은 김일

성종합대가개발한 ‘룡남산 5.1’을들수있다. 이프로

그램은 영어로 이루어진 문서들을 한글로 번역해주

는 프로그램으로서 물리, 생물, 화학, 수학, 정보기술,

지구과학, 의학등 30여 개의전문분야지식의번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대규모 순환신경

망 언어모델이 적용되었으며, 음성인식의 정확도는

98%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강진규, 2017). 또한 김

일성종합대는 지문․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김책공과대학에서는 다국어 해석프로그램을개발했

다. 이외에도 AI 홍채인식, 벡터 스페이스 모델을활

용한 필기인식, 소프트벡터머신 및 인공신경망을 활

용한인식기법등다양한분야에서AI 기초및응용기

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의 AI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나 아직까지는 기초 단계로 평가된다. 이는 <표 2>

에서 제시된 음향모형화 방법 연구는 딥러닝 기법

중 하나인 심층신뢰망(Deep Belief Network)의 학

습 알고리즘에 기초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 연구를

모방하였고(강진규, 2018), 음성인식에 활용한 재귀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연구는 해당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 영상인식 등에서도

이미 상용화․보편화된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림 1] 김일성종합대학 학술지 자율로봇 관련논문

AI와 결합한 응용체계로서 북한은 자율형 로봇체

계 기술에 큰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발표된 김일

성종합대학 학술지 2017년 제12호에 실린 논문 ‘안

내로보트의 항행을 위한 촬영기와 레이자 거리수감

부의 교정에 대한 연구’에는 로봇이 자율주행 할 때

거리와 물체를 인식하는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데, 이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컴퓨터공학과 함께

고수준의 AI 기술을 요구한다고 설명하였다(임을출,

2019). 또한 김일성종합대학은 AI 로봇기술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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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기술을적용한전방향형 축구로봇경기체계를선

보였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은 AI 경기로봇체계, 거

미의 운동특성을 이용한 이동로봇, 로봇 원격조종

및 화상전송기술을 적용한 원격 시각협조 로봇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NK경제, 2019).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도 오래 전부

터 AI를 연구해왔으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는 활

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공

동연구, 시험개발 등에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

고, AI 관련 인프라는 취약하여 군․산․학․연 부

문에 AI 체계의 적용은 초기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의 AI 기술 수준이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부족하고 우리나라보다도 많이 뒤처져 있어 AI 선

진국을 추격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은 국가의 중앙지도와 통제를 통해 AI 기술 연구개

발을 주도하고 있고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핵심분

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AI 기술

습득력과 개발 역량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국제적 교류활동이 부

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AI 핵심기술의

연구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3. 북한의 군사과학기술 수준과
AI 군사화 전망

3.1 북한 군사과학기술 수준

북한의 군사과학기술은 경제․국방 병진건설 노

선 아래 집중 육성되어 왔다. 90년대까지는 재래식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략무기체계를,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사이버 전력과 무인전투체계

등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래식 무기체계 중 지상무기체계는 전차, 장갑

차, 자주포 등에서는 독자적 개발능력을 확보하였으

며 2000년대 초반 한국의 기술 수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상무기체계 중 전투함, 군수함,

지원함에 대해서는 개발 및 건조 기술이 낙후되어

한국 해군에 비해 매우 열세하나 상어급․연어급 소

형 잠수함정 분야에 대한 기술력은 한국에 비해 월

등한 수준이다. 또한 러시아의 구형 골프급 탄도탄

잠수함을 역설계하여 유도탄 수직발사가 가능한 잠

수함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보유한 것

으로 판단된다(나승혁, 2016). 상어급 잠수함이나

유고급 소형 잠수정은 근거리에서는 매우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

재가 가능한 고래급 잠수함은 전략적 타격능력이 뛰

어나므로 북한 해군은 이들을 유지, 보수, 개량하는

기술적 역량 향상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항공무

기체계의 경우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능력은 없으나

정비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 무인항공기는 90년대

미국의 ‘사막의 폭풍’ 작전 동안 무인항공기의 활약

을 보고 무인항공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중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협력 생산한 쉬멜(Shmel) 무인기와 방현 Ⅰ․Ⅱ 무

인기에서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복제 생산이 가

능한 수준까지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대칭 전략무기체계의 핵심체계인 미사일과 발

사체, 핵과 원자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

하였다. 미사일과 발사체는 많은 시험비행을 통해

신뢰성을 높였으며, 발사조종과 유도 기술도 상당

한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유도탄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도 20여개 이상 보유 중인 것

으로 추정되며(나승혁, 2016), 장거리 목표지역에

대한 공격시 유도탄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분 사거리(km) 탄두중량(kg)
SCUD-B/C 300∼500 1,000
SCUD-ER 1,000 500
노동 1,300 700
무수단 3,000 이상 650
대포동 2호 10,000 이상 500∼1,000
북극성 1,300 650
화성-12형 5,000 650
화성-14형 10,000 이상 미상
화성-15형 10,000 이상 1,000

<표 3> 북한 미사일 종류 및 제원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2018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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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AI 군사화기술은아직낮은수준에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AI 기술 선진국에 비등한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AI 군사기술

개발과 이를 적용하는 무기체계 개발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발표하는 사례가 없어 블랙박스(Black Box)처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재래식 무기체계보다 미사일 등 비대칭

전략무기체계, 사이버 공간, 무인전투체계에서 상당

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AI를 이들 체계에 적용

하기 위한 기초 및 응용 기술을 광범위하게 개발하

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3.2 AI 기술 적용 예상 무기체계

현재까지 북한이 AI 기술을 적용하여 전력화된

무기체계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서 대외적

으로 발표한 사항이 없으며 구체적인 정보도 없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연구동향과 중국, 러시아, 미

국 등 주변국의 AI 무기체계 개발동향(김 민 혁

외, 2020), 북한의 군사과학 기술 수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보면 북한은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

하고 있는 미사일, 사이버, 소형 잠수정 등 비대칭

전략무기체계 위주로 AI 기술을 군사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3.2.1 사이버작전체계

북한의 AI 군사화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애플

리케이션은 사이버 분야이다(SIPRI, 2020a). 이는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전력을 투사할 수 있

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작전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전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국의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인터넷

사용인구도 폭발적으로 많으며, 세계 인터넷 트래픽

도 1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이버전 능력이 저

조하여 공격에 용이한 대상인 점도 AI 기반 사이버

전 능력 개발의 이유이다(송승종, 2016).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보안

이 취약한 부분과 시점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핵 지휘통제통신(NC3)에 쉽게 접근

하여 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이

미 북한이 2014년 소니픽처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

2016년 방글라데시 은행 달러 도난 사건, 2017년

워너크라이 글로벌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전

문적이고 파괴적인 사이버 능력을 보여주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18).

사이버 분야에서 북한의 AI 기술의 군사화는 조

기에 가능하다. 이는 북한이 이미 1990년대부터 사

이버 전사를 체계적 육성하여 현재 세계 최고 수준

인 약 6,8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사

이버 전력 증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

이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사이버 작전에 대해

서도 최근 사이버 공간과 연관된 AI 기술에 대한

연구결과1)가 발표되는 등 사이버 분야에 AI 군사

화 기술 이식에 주력하고 있다(NK경제, 2018).

3.2.2 미사일 운용통제체계

주요 군사과학기술 선진국들의 AI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초정밀 탄도미사일 개발 동향을 보면

(SIPRI, 2020a), 북한은 비대칭 전략무기체계 중

탄도미사일 운용통제체계에 AI 기능을 탑재하는

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AI 기반의

미사일 기술은 적국의 미사일 방어 레이더망을 실

시간으로 탐지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요

격을 회피하도록 스스로 방향과 고도, 속도 등 궤적

을 변경할 수 있는 기술이다(Diwani et al., 2020).

대표적으로 신경망을 이용한 학습기법이 있는데 이

는 미사일 발사 부스트 단계에서 자유비행 단계, 종

말 단계 등에서 매 순간 변화하는 표적, 기상, 지형

등에 대한 상황 정보와 AI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신경망을 통해 학습시켜 피해 효과를 예측하고, 유

효성을 판단하며, 보정 값을 산출하여 궤적을 변경

한다. 또한 AI 기반의 미사일기술은자유비행도중

1) 박성호, 황철진, “망침입검출에서 속성선택에 의한 성
능개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정보과학, 제64권, 제2
호, 2018,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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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에 대해 변화된 상황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

여 목표물을 변경하거나 선택하여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한다(Ilachinski, 2017). 북한은 이를 한

국과미국의정교한미사일탐지와요격기술에대응

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미사일 기술은 부분적으로 이미 존재

하지만 미사일 선진국들은 여기에 AI 분석기능을

덧대어 보다 정교해지는 지능형 미사일로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하푼미사일에 AI를 탑재하여 자

율적으로 비행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

대함미사일(LRSAM)로 대체하고 있고(Wikipedia,

2020), 러시아와 중국도 AI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

여 자체 유도기능을 보유한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

고 있다(Brookings Report, 2020).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을 보

유하고 이를 주요 전략자산으로 운용하는 북한으로

서는 선진국 AI 미사일 개발추세와 한․미국 미사

일 탐지/요격능력, AI 표적탐지 및 자율비행 기술

등에 자극받아 기존 재래식 미사일 운용통제체계를

AI 기반의 개량된 체계로 개발에 집중할 것이다.

3.2.3 무인전투체계

북한은 전투체계의 무인화와 AI 기술을 결합하여

자율 기동과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율형 로봇체계 개

발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SIPRI, 2020b).

무인전투체계 중 UAV와 드론의 경우, 북한은

소형화에 주력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6년

국내에서 정찰 활동하다가 추락한 북한의 UAV가

2014년 추락한 UAV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기로 감

소되었다는 점, 소형 플랫폼은 국내 방공 레이더의

탐지가 제한된다는 점 등이 주요 원인이다.

무인지상전투차량(UGV : Unmanned Ground

Vehicle), 무인잠수정(UUV : Unmanned Under-

water Vehicle)에 대해서는 공개된 내용이나 정

보는 없으나 UAV와 마찬가지로 AI 기반의 지능

형 플랫폼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UUV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북한이 상어급․

연어급 소형 잠수정 건조 및 운용 능력이 뛰어난

반면, 수상무기체계 기술력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UAV, UGV, UUV의 AI 기술은 자유형 이동 및

의사결정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발

표한 연구보고서 ‘자율형 이동로봇에 신경망을 적

용하는 연구’, ‘자율로봇을 가동할 때 거리를 측정

하고 장애물을 인식하는 방법’ 등이 보여 준다(임

을출, 2019). 또한 무인전투체계의 경로 선정에 있

어서 AI 기술은 수집한 지형정보를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고 주변 환경을 평가할 때 신경망

알고리즘을 응용하면 자율 기동로 선정에 유용한

방안을 제공한다.

북한이 AI 기반의 자율형 무인전투체계에 개발

에 성공한다면 ICBM을 대신해 UAV와 UUV를

핵무기 운반체계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북

한에게 핵은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이를 발사, 이동,

운반하는 체계가 중요한 수단이지만 탄도미사일은

국제적 제약과 감시로 인해 운용이 어려운 반면

UAV와 UUV가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적절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UAV의 경우, 북한은 과거

입수한 선진국 UAV를 역설계하거나 자체 개발하

여 UAV의 크기와 항속거리, 적재중량을 증가시켰

고(이대우, 2014), UUV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개발

중인 핵무기 탑재 UUV 포세이돈(Franz-Stefan

Gady, 2018)처럼 차후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 기술들은 북한의 현 AI와 무인전투체계의

수준, 국제적 제재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는 어

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능하다.

4. 한국군 대응체계 발전방향

현재까지 우리는 북한의 국가적 AI 기술 수준과

국가 정책, 군사화 수준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

지 못하고 예측과 분석에도 다소 부족하였다. 북

한 AI 군사화 전략에 대비방책이 조기에 수립되지

않으면 전력화된 북한 AI 무기체계의 공세에 대응

이 늦어지게 되어 국가적․군사적 피해가 심각하

고 복구에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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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 AI 기술 수준은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2017년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 AI 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수준은 지휘

통제통신 분야부터 함정, 사이버 분야까지 총 7개

분야에서 9점 만점 기준으로 1.3∼2.5점에 그친다

고 평가되고 있다(장원준 외, 2017). 이를 보완하

는 측면에서 AI의 첨단 기술을 군사화․전력화할

분야는 많으나, 북한 AI 기반의 첨단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체계와 AI 군사

화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 전력화된 AI 무

기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한다.

4.1 북한 AI 군사화에 대한 대응체계

우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의 AI 군사화에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의 신개

념 대응 무기체계를 개발, 전력화하는 데에 집중

해야 한다. AI 기반 대응체계에는 미사일 방어체

계, 사이버 체계, 무인전투체계 등이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발사-상

승-비행-종말 전 단계에 걸쳐 탐지, 식별, 요격에

신속성과 정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기술을 접

목한 자동화 방어체계이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비

행과 종말 단계에서 요격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기술, 종말 단계에서 정밀도를 향상시켜

낙탄시 원형공산오차를 최소로 줄이는 기술을 개

발할 것이다(정춘일, 2019). 따라서 미사일 발사

단계부터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탐지된 미사일에

대해서 AI 학습을 통해 식별 정확도를 대폭 향상

시켜야 한다. 또한 미사일 발사∼종말 단계 모두

에 걸쳐 요격 성공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도록 요격

미사일이나 무인공격기 등 최적의 요격체계와 비

행궤적을 AI 기반으로 추천하고 유도할 수 있는

운용 기술이 필요하다.

사이버체계는 수동적 방어를 위한 단순 모니터

링 방식에서 벗어나 AI 학습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사이버전 수행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북한의 사

이버 공격은 해킹, 디도스(DDoS) 공격, 악성코드,

랜섬웨어, 피싱 등 다양했으며(문재웅, 2020), 미래

에는 AI를 통해 전형적인 방식을 변화시켜 취약점

을 찾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먼저 지능형 사이버 관제체계를 구축하여

AI를 통해 사이버 상의 보안 취약점을 자동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여 예방 조치를 취한다(오영택 외,

2019). 또한 AI 학습을 통해 사이버 공격의 징후

를 조기에 탐지하고 방식을 예측하여 사전에 차단

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알고리즘을 개발해

야 한다. 사이버 공격에도 지능형 방호 알고리즘

을 통해 군 내부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상황을

빠르게 평가하여 우회, 차단, 역추적 등 능동적․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무인전투체계에 대응하는 체계로서 우선적으로

대(對)UAV, 안티드론(Anti-drone) 방어체계가 필

요하다. 이는 북한의 UAV 소형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소형 드론을 탐지, 식별하고 제어 및

무력화할 수 있는 체계이다. 드론의 침입 탐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파수 및 전파, 레이더, 영상 및

음향 센서를 복수로 운용하는 다중센서 탐지체계를

구축하여 전 고도와 방위각을 통해 수직․수평 방향

으로 동시에 스캔한다(박준영, 2020). 드론에 대한

식별은 탐지된 신호를 분석하여 AI 자체 학습을 통

해 드론인지 조류인지를 구분하고, 드론일 경우에는

감지된 신호 패턴 또는 통신 프로토콜을 AI 분석을

통해 기종까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무력화 기술

로는 GPS 스푸핑(Spoofing), 재밍(Jamming), 레

이저 빔을통한 물리적 파괴 등이 있다. 이러한안티

드론 방어체계는 우리 군이 운용하는 방공지휘통제

경보체계(C2A : Command, Control and Alert)와

연동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표적을 탐지하고 식

별하여 최적의 대응자산을 할당할 수 있어야 한다.

드론뿐만 아니라 UGV나 UUV에 대해서도 공격 데

이터와 영상, 센서, 통신 등으로부터 수집되는 데이

터를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여, AI 학습을 통

해 무선 통신망이나 전산망을 지능적으로 공격하는

기술과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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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I 군사화 기술 확보방안

앞 절에서 설명한 AI 군사화 기술을 조기에 확

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국방 연구개발을 넘어 범

정부 및 민간 차원의 AI 과학기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먼저 AI는 국방 과학기술의 핵심기술로서 기초

연구부터 응용연구까지 단계적으로 구체화된 로드

맵이 필요하다. 이미 AI는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를 구현하는 핵심기술2)로서 선정되었으나 추진전

략과 중점과제 등은 구체화 제시되지 않았다(대한

민국 국방부, 2019). 따라서 AI 핵심기술을 국방

과학기술의 중점 투자 분야로 집중 기획하고 투자

규모의 증가도 필요하다.

다음은 국방전략 핵심기술인 AI의 군사적 요구

능력을 구체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인공지

능 기반 감시정찰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전

략표적타격체계, 사이버작전체계, 스마트 플랫폼/

무인화체계의 운용 개념을 충족시키는 AI 군사화

기술의 주요 성능 수준과 능력, 기술적․부수적 기

준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군은 비교 우위에 있는 민간 부문의 AI 기

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으로 대

학이나 연구기관, AI 전문기업 등과 전략적 파트

너십을 형성하여 산․학․연의 AI 첨단 기술을 확

보하기 위해 산․학․연 기관과 AI 공동연구개발

과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기술협력사업 참여

부처를 확대하며, 민군협력채널도 확대하는 등 다

양한 모델로 협력을 추진한다. AI 핵심기술 연구

가 민․군 협력 하에 진행 중이지만 선진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AI 기술 선진국과의 국제공동

연구개발도 필요하다.

2)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는 ① 자율․인공지능 기반 감
시정찰 분야, ②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분야, ③ 초
고속․고위력 정밀타격 분야, ④ 미래형 추진 및 스텔
스 기반 플랫폼 분야, ⑤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분
야, ⑥ 첨단기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분야, ⑦ 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 분야, ⑧ 미래형 첨단 신기술
분야로 구분된다.

5. 결 론

AI 선진국이 선도하는 AI 기술이 북한으로 확

산되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추세와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AI 군사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AI를 무기체계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분

명해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의해분석한 바로는 북한

의 AI 기술 수준이 4차 산업혁명 초기 단계에 있으

나 2010년대 들어 국가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최

근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AI 핵심기술을 군사

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의 AI 군사화가 유력시 되는 무기체계로는 핵

과 미사일, 사이버전력과 UAV․UUV 등 무인전투

체계가 우선시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무기체

계가 전력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예측과 대응

체계 개발이 늦어진다면 미래전에서 군사력 열세에

처할 수 있다.

후속되는 연구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

아 등 동북아 주변국의 AI 군사화 기술에 대한 상세

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장기능

별 구체화된 AI 무기체계,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세

분화된 핵심기술, 그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방안 등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AI

기반의 미래 무기체계와 AI 군사화 기술의 발전 추

세에 대한 연구는 향후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의 군

사과학기술 능력 설계의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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