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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은 보다 많은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현재 가
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AI기술과 로봇이다. AI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
심기술 가운데 하나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과 비약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 가운데 AI기술의 군사분야에 대한 다양한 적용 또한 함께 연구되고 있다. 여기에 로봇 기술
이 더해지며 바야흐로 점차 스스로 판단하고 살상할 수 있는 자율무기체계의 등장이 머지 않았
다는 우려들이 일고 있다.
이러한 우려들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자율무기체계의 통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논의들의 대부분은 시민단체가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이며 이러한 주장들이 AI
기술이 부족한 국가들의 호응을 받아 국제적인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무기 통제규범과 관련하여는 기존의 다수의 연구들이 있었다. 김자회는 자율로봇
의 잠재적 무기화에 대한 이슈들을 정리하여 자율무기체계 규범이 추후에 반영하여야 할 가치들
에 대해 다루기도 하였으며, 조동준 역시 현재 규범의 한계와 첨단 AI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범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기도 하였다. 기존 연구검토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율무기체계 규범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 장기영은 킬러로봇 규범을 둘러싼 규범창설자와
규범 반대자의 입장에 대해 제시하며 규범과 관련된 국제적 갈등에 대해 다루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규범생애주기 이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존의 다른 무기체계 통제 규범의
창발과정과 달리 상당히 선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율무기체계 통제규범의 특징에 집
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영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규범생애주기 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른 무기체계의 창발과정과 다른 선제적인 특징을 보이는 반면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특
징에 집중하여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숨겨있는 다양한 담론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식별되는 AI선진국과 비동맹국가의 차이, 서방대 비서방 세력의 차이, 중견국의 부상
등을 분석하여 볼 것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딜레마를 짚어보고 우
리군에 주는 시사점 또한 짚어본다. 보고서는 2장에서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정의와 자율무기체
계의 창발과정과 규범생애주기 차원에서 다른 무기체계와 다른 특징에 대해 역설하고, 3장에서
는 규범출현의 단계에서 현재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하에서 시민사회와 국제기구 차원의 담론들
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담론들을 분석하여 규범이 현실사회 적용측면에서 어려움을 겪
는 현상을 분석한다. 특히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5장에서는 이러한
자율무기체계 규범이 군에 주는 함의를 분석해보고 마지막 6장에서는 자율무기체계 규범이 나아
갈 방향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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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자율무기체계의 이해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무기들이 자율무기인지, 그리고 현재 자율무기는 어느정도 수준까지 상
용화 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율무기체계(Autonomous Weapon System: AWS)
는 인간의 개입 없이 작동하는 무기체계를 총칭한다. 용어상으로는 자율살상무기, 무인무기체계,
군사로봇, 부정적으로는 킬러로봇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율무기체계를 규정하는 핵심은 자율성의 정의이다. 2018년도 GGE-CCW(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CCW 2018)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3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동(automation)개념으로 사전에 정한 목표를 특정 상황에서
사전에 만들어진데로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실행됨을 의미한다. 둘째 자율(autonomy)은 주어진
목표를 자급·자율(self-sufficient and self-governing)방식으로 수행하는 능력이다. 이는 목표
가 주어진 조건 아래서 목표 실행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셋째 독립
(Independence)은 목표 설정에서 실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 규율하고 결정함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자율성(autonomy)은 인간통제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논문에서 세
가지 자율성의 구분은 미국 국방부의 ‘무기체계의 자율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US DoD
2012).
첫째, human-in-the-loop. 여기에서 루프는 무기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실행되는
OODA (관측 observation – 사고 orient – 판단 decide – 행동 act)의 고리를 의미한다. 임무 수
행의 일정 단계에서 인간의 개입과 통제가 행사되는데 이것은 부분 자율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원격 조정하는 무인 무기는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human-on-the-loop. 인간이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 무기에 해당한다. 자율 무기
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나 기능 장애나 시스템 고장 등 잘못될 경우 인간 병사가 개입할 수 있다.
셋째, human-out-of-the-loop. 완전한 자율성이 발휘되는 단계로 기계가 스스로 독립적으
로 작동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사람이 개입하도록 설계된다고 하더라도 개입하는데 매우 큰 어려
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완전한 수준의 자율성을 갖추어서 작동하고 무력을 행사하는 자율무
기를 보통 자율살상무기(Lethal AWS, LAWS) 혹은 킬러 로봇이라고 지칭한다. 이 수준의 자율무
기가 윤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되게 다루어질
자율무기체계 또한 완전한 자율성 또는 더 나아가 독립적인 무기체계에 대한 통제규범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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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무기체계의 현주소
아직 완전한 자율능력을 가진 무기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국방분야에서 자율무기체계
는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이룬 상태이다. 우선 우리 군은 이미 2003년 지능형 감시경계로봇
(Intelligent Surveillance Sentry Robot System)개발 사업에 착수하여 삼성 테크윈(현 한화 테크
윈)에 의해 센트리 가드 로봇(SGR-AI: Sentry Guard Robot)<그림1>을 개발한 바 있다. 이는 사
물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인식, 음성인식 그리고 비살상무기의 사용도 가능한 자율무기체계이다.
이 외에 세계여러국가들은 주로 함정 방어용의 근접방어무기(CIWS: close-In Weapon System)
이 주요한 자율무기체계이다. 그 종류로는 미국 레이시온(Raytheon)에서 개발한 팔랑스
(Phalanx)<그림2>와 센트리온 C-RAM(Centrion C-RAM: Counter Rocket, Artillery, and
Mortar), 네덜란드의 골키퍼(Goalkeeper), 러시아의 카쉬탄(Kashtan)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레이더로 표적을 추적 및 탐지한 후 피아식별(IFF: Identification Friend or Foe)을 통해 표적을
스스로 요격하는 체계이다.

그림1. SGR-A1

그림2. Raytheon사 Phalanx

그림3. LIG 넥스원 해성

그림4. 이스라엘 Harpy

그림5. 영국 Tiranis

그림6. 미국 X-47B

이들 뿐만 아니라 첨단 유도무기들도 자율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과연과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대함유도무기인 해성<그림3>은 표적 지정시 발사 후 스스로 최적의 고도와

4/23

비행경로를 따라 비행하고, 표적을 명중시킬때까지 반복 공격할 수 있는 체계이다. 무인기 종류
로는 이스라엘에서 우리 군이 도입한 하피(Harpy)<그림4>가 있다. 이는 대레이더 미사일과 유사
하지만 장시간 체공하며 방공무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또 다른 무인기체계로는 영국의 공격
형 스텔스 드론인 티라니스(Tiranis)<그림5>, 미국의 X47-B<그림6> 등이 개발중이며 이들은 매
우 높은 수준의 자율능력을 갖추어 스스로 표적에 대한 공격까지 가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실제 자율기동과 유무인 복합으로 까지 운용할 수 있는 자율무기체계들도 상당수준
개발되었고 이미 일부국가는 배치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림8. 중국 ‘바다 도마뱀’

그림9. 러시아 우란-9

최근 중국이 공개한 수륙양용 무인 쾌속정이 대표적이다. ‘바다의 도마뱀’(海鬣蜥)<그림7>이
라고 이름 붙여진 이 쾌속정은 AI기술을 적용해 자율주행은 물론 수중ㆍ수상 장애물을 스스로
피하며 전투할 수 있다. 육지에 접근하면 이를 스스로 인식하고 차체 안에 있던 궤도를 꺼내 상
륙한다. 수중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바다 도마뱀’은 수상에서는 시속 50노트(시속 92㎞), 육상에
선 시속 20km 속도로 주행할 수 있으며, 기관총 2대와 대함ㆍ대공미사일을 탑재했다. 모든 주행
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지만, 기관총과 미사일 발사는 AI가 아닌 인간의 원격 조종으로 이뤄진다.
러시아가 시가지 전투용으로 개발한 무인지상차량(UGV)인 우란-9<그림8>도 AI체계를 기반
으로 한다. 자율 기동을 하며 30mm 2A72 자동화포와 7.72mm 기관총으로 보병 전력을 엄호하
는 임무를 띠고 있다. 지난해 5월 시리아에 시험 배치됐으나 기관총 발사가 되지 않는 등 원거리
제어 기능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3. 자율무기체계 규범 창발과정의 특징
이러한 자율무기체계의 규범은 현재 국제적인 명문화된 조항등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이
와 관련하여 자율무기체계 규범의 창발과정을 분석하는 틀로서 구성주의자인 핀네모어(Martha
Finnemore)와 시킹크(Kathryn Sikkink)는 ‘국제규범’ 생애주기1)(norm life cycle) 이론을 제시하
1)

<표1-1>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규범의 창발은 세 단계로 내재화의 과정을 거친다. 간단히 과정을 설명
하면 우선 첫 번째 단계인 “규범출현”(Norm emergence)과정은 규범창설자(norm entrepreneurs가 쟁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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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이 이론은 규범의 탄생과정을 ‘규범출현-규범폭포-규범내재화’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표1-1. The Life Cycle of an International Norm, Finnemore & Sikkink 1999>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존의 2차 세계 대전 이 후 생겨나게된 NPT와 같은 국제적 제재
를 살펴보면 <그림1-1>에서 처럼 국제사회의 규범출현을 위한 논의나 사회화과정이 불필요했다.
굳이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경험적 요소를 바탕으로 규범생애주기에
서 규범출현과 규범폭포의 1, 2단계가 불필요할 정도로 이미 어느정도의 국제적 공감대를 이룬
상태였다.

“규범출현/규범폭포”

<그림1-1. 규범생애주기측면에서 NPT의 출현과정>
이를 바탕으로 국제규범은 빠른 내재화 과정을 거치며 조속히 발전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이
룰 수 있었다. 물론 당시 미국과 소련이 NPT를 주도하여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조약 내용이 상
관한 주의를 환기하거나 문제를 해석하고 극화시킴으로서 쟁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두 번째 단계인 “규범폭포”(Norm Cascade)로 이어지고 이 후 정치적 행위자들을 통해 빠르게 확산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국가 지도자들은 규범 순응에 대한 압력이나 국제적 정당성 및 평찬을 강화하려는
열망 등을 통해 규범확산을 용이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규범내재화’ (Norm Internalization) 단계는 규범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행위자들에게 내재화되어 널리 채택되는 단계이다.

6/23

이하고 불공평한 모습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NPT는 후에 핵무기의 과도한 확장
을 막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왔다.
그러나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규범은 이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율무기체계
에 대한 통제규범의 출현은 Hollywood Effect라고 하는 효과와 연관이 깊다, 방위산업의 홍보 측
면에서 SF영화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영화를 통해 첨단의 무기들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전
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대중들에게 방위산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데 최고의 수
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화를 통해 제시된 첨단무기들의 두려움이 실제 현실에서 구현될 수
도 있다는 공포심이 이러한 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기도
한다, 자율무기체계의 통제규범은 후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 영화에서 우리는 때로는 악역
때로는 좋은 역할을 수행하는 로봇을 만난다. 이들은 기계 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때에 따라서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터미네이터로부터 아이로봇
등 여러 SF영화에서 보여지는 미래의 자율무기체계의 모습이다. 이들 영화는 인간보다 지능적으
로나 신체적으로 뛰어난 로봇에 의해 인간이 지배당하는 모습으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다루
고 있다. 이러한 영화를 통한 학습의 효과로 우리는 점점 자율무기체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
지게 된다, 그리하여 로봇 앞에 “Killer”와 같은 수식어를 붙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규범생애주기에 있어 (norm life cycle) <그림2-1>처럼 자율무기
체계 통제 규범을 1단계 “규범출현” 단계로 나오게 만든다.

<그림2-1. 킬러로봇 국제규범의 현 단계, 출처 : ‘킬러로봇’규범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 장기
영, 2020>
이런 Hollywood Effect를 바탕으로 한 규범출현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긍정적 측면은 앞서 과거 무기체계 통제규범의 창발과정과 달리 실존하지 않는 위협
인 자율무기체계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쉽게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
중들에게 이미 익숙한 현상에 사회운동이 전달하려는 의미를 덧붙임으로써 자연스럽게 국제적
정당화를 통해 규범이 임계점에 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
정적측면은 영화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며 자율무기체계가 지배하는 전쟁과 같은 모습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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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먼 미래의 모습이라고 치부하게 만들어 현존하지 않는 위험으로 간주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결국 규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자칫 과도한 우려로 인해 현재 기술의 발전을 저
해한다는 다소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영화에서 “핵무기”라는 소재를 다루었던 것들과 비교하면 그 영향력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수많은 영화에서 핵무기 역시 다양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핵무기는 대부
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핵무기 사용 이 후에는 지구의 멸망이나 황폐화된 지구가 펼쳐지
곤 한다. 이러한 영화를 보면서 그 누구도 핵무기가 저렇게 사용되려면 아직 멀었다 또는 저건
SF영화라서 가능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는 실제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현실이고
지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소 냉전
시대 쿠바미사일 사태등을 통해 핵무기의 사용 또는 핵전쟁의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일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핵무기의 모습과 자율무기체계를 비
교하여 보면 후자는 확연히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느방향이든지 Hollywood Effect를 통한 자율무기체계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단
체와 같은 규범 창설자들이 국제사회에 규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면 국제사회가 이를 채택하
여 국제적 공조를 통하여 규범을 형성하는 것이다. 현재 자율무기체계와 관련된 규범은 이런 일
련의 과정 가운데 규범출현의 단계에서 UN차원의 검토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이는
기존 무기체계 규범창발과정과 비교하여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모습의 규범창발과정 이기에 시
기의 적절성을 두고 많은 이견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Ⅲ. 규범출현 단계의 담론 분석
1. 시민사회 담론
1-1. 시민사회의 주요 담론
이처럼 영화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 보도되는 킬러로봇과 관련된 킬러로봇 금지와 이에 대한
옹호를 주장하는 움직임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먼저 제기되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단체인 인
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국제적십자와의 연결망을 통해 본격적인 자뮬무기 반대운동
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군의 무인기 사용
이 점차 증가하게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경시되며 인간을 마치 게임처럼 죽이는 자율무기들의 등
장을 바라보며 자율무기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이들은 2012년 “사람의 개입
없이 타격 목표를 선택하고 공격할 수도 있는 완전 자율무기(fully autonomous weapon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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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select and engage targets without human intervention)를 ‘킬러로봇’으로 표현하였
다.(Human rights Watch 2012) 이는 이들의 핵심 주장으로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세
계의 공조를 얻고자 여러 비정부기구를 모아 2013년 International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연결망을 형성했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을 유명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확장하였다. 스
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을 비롯하여 일론 머스크(Elon Musk)등 2018년 말까지 3000명의
유명인과 학자, 200개 과학기술 관련 기업의 지지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인권감시시구(Human Rights Watch) 이 외에도 2018년 4월 KAIST 보이콧 사건2)을 주도하
기도 하였던 호주의 인공지능 연구자 월시(Toby Walsh)교수가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의 영향연구센터(Centre on Impact of AI and Robots, CIAIR)도 이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CIAIR은 2015년부터 자율적 군사 무기의 개발을 반대하는 일련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장 역시 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와 동일하여 그 핵심은 ‘인간의
통제’ 였다. 이들은 2017년 8월 “killer robots: world’s top AI and robotics companies urge
united nations to act on lethal autonomous weapons”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UN에 보내기
도 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상당히 끌어올렸다.
이외에도 ICRC등 수많은 단체들이 킬러로봇에 대한 반대운동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살인로
봇’을 금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범지구적인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킬러로봇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
여 이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완전자율무기체계(Human out of the loop)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반대이다.

1-2. 시민사회 담론 분석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는 결국 인간존중으로 귀결된다. 이들은 재계 지도자와 정치 지도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규범이 시민사회의 수
준을 지나 국제사회의 움직임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이 킬러로봇을 반대하며 내세우는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킬러로봇은 인간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윤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간 존
엄성의 원칙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킬러로봇의 프로그래밍이 아무리 완벽하다
고 하더라도 게릴라 전쟁의 경우처럼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할 수 없을 때 과연 무고한 민간인
을 살상하지 않을 것인가이다. 이 경우 학살이나 불필요한 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킬러로봇이 오용되었을 때 많은 전투나 사상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2)

2018년 4월, 30개국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KAIST의 총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KAIST와 한화시스템이 함께
추진하던 국방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개소에 대해 KAIST와 어떤 교류도 하지 않겠다는 일련의 사건. 가디언
(The Guardian)지는 “킬러로봇:AI전문가들이 한국의 대학 연구실에 보이콧을 선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
재하면서 영화“터미네이터”의 살인 병기 로봇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Haa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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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를 들어 킬러로봇의 통제가 테러조직이나 무장단체로 넘어간 경우 원래의 용도가 아닌
대량살상의 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치안 목적 또는 특정 정권의 지속을 위한 잔인
한 시위 진압도구로 오용되었을 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국제엠네스티,
2015; 김자회 외, 2017)
셋째로 킬러로봇의 오작동과 자율성이 결합되었을 때 [(국제엠네스티, 2015; 김자회 외,
2017) 재인용]에 의하면 특히 평시 또는 군사적 위기가 고조될 시 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작은
오작동이 전쟁을 발발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율무기의 활용은 기본적으로 무력사용의 한계점(Threshold)을 낮추어 무력충돌
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ICRC, 2014) 자율무기로 대체되어 군인이 더 이상
전장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된다면 인명 손실에 대한 위험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큰 전쟁수행으
로 인한 부담이 적어지게 되어 역설적으로 전쟁 발발이 더욱 쉬워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종합하여볼 때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결국 자율무기체계의 자율도가 올라감에
따라 로봇의 손에 인간의 목숨과 존엄성이 맡겨지는 상황과 이러한 상황속에서 로봇의 판단에
대한 불신등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민단체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규범 생
애주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규범출현에서 규범폭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율무기체
계의 통제규범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시민단체
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결국 UN을 자극하게 되었고 UN차원의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초석이 되
었다.
물론 강력한 규제수단으로서의 자율무기 통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상당히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결국 시민단체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국가들에게 해당 규범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국제기구의 호소하는 방법을 통하여 국제사회 차원의 규범탄생을 위
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2. UN 국제기구 차원의 담론
2-1. UN 국제기구 차원의 주요담론
UN국제기구 차원의 담론은 앞선 시민단체의 주장과 연장선상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 인권감
시기구(Human Right Watch)등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3년 발족한 “킬러로봇금지운동”을 비
롯한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CCW(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정)차원의 자율무기체계관련 정부전문가그룹회의가 생기
게 된다. 이는 자율살상무기체계 분야에서의 신흥기술에 대한 정부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emerging technologies in the area of lethalautonomous weapons
systems)(이하 LAWS3) GGE)으로 2014년 시작하게 되었다. 이 회의는 단순히 유엔의 틀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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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루어지는 회의가 아닌 상당히 개방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100여 개국
에 달하는 CCW조약 참여국에 더하여 조약 비조인 서명국과 비서명국(옵서버 자격) 등도 참석할
수 있고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비정부 단체 역시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회의에 참여할 수 있
다. 또 다른 특징으로 LAWS GGE는 다른 GGE와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를 채택하고 있다.
2014년 1차 회의를 시작할 당시에는 단순히 용어의 정의와 정보의 공유만 이루어지고 합의
에 의한 보고서 채택은 이러우지지 않았으나 ‘유의미한 인간통제(meanngful human control)’등
LAWS-GGE의 핵심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이 후 2016년 5차 검토회의를 거치며 GGE가 공
식적으로 발족하는 계기가 만들어 지게 되었고 그 이 후 2017년~2019년까지 총 3차에 걸쳐
공식적인 LAWS GGE가 열렸다. 그 성과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은 2019년 3차 GGE 보고서에서
제시한 11개조4)의 행동원칙이다, 물론 지속적인 합의과정을 거쳐야하며 이 과정에서 원만한 합
의를 이루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런 행위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2-2. UN 국제기구 차원의 담론 분석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LAWS GGE의 활동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해 나가
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GGE의 특성상 만장일치를 요한다는 부분과 이로 인해 강력한 통
제규범으로서의 발전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 논의의 초기단계로 향후 구체
적인 조항들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비해 GGE를 통한 규범의 출현 및 구체화과정은 긴 시간을 소요하
게되어 자칫 시기를 상실해버릴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UN에 직접 안건으로 상정하여 오타
와 협약처럼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각 국의 국익과 직결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현재 각국이 AI분야에 대한 개발을
위해 혈안이 된 시기에 자칫 AI산업전체를 축소시켜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AI선진국들은 참여하
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현재와 같은 전문가 그룹이 주도하는 UN차원의 국제규범의 합의
및 제정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이러한 과정으로 규범이 출현되어야만 쉽게 각국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들은 규범 생애주기에서 규범폭포로 향하는 임계질량을 높여 규범폭포의 단계와
규범내재화의 단계로 넘어가 각국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규범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과 달리 현실에서는 아직 임계점이 멀기만 하다. 앞서 언급하였던 강대국

3)

4)

자율무기체계 중에서도 무기를 탐재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자율살상무기체계(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 LAWS)라는 별도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율무기체계와 자율살상무
기체계 사이에 별도의 유믜미한 구분을 두는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1. 국제인도법의 준수, 2. 인간통제의 준수, 3. 원칙의 구체화를 통한 실질적 규범으로의 확장 등 총 11가지 항
목이며 이는 2021년까지 구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CCW-GGE, 2019)

11/23

의 비협조적 태도가 그 이유이다. 결국 이러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통제규
범과 관련된 회의는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칫 시기를 상실할 시에 자율
무기체계도 NPT처럼 자율무기체계 개발 이 후 후발국들의 보유를 금지하는 불공평하고 아이러
니한 형태의 국제규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GGE차원의 노력을 바탕으로 구체
적인 통제규범을 조기에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사회의 여론조성을 통하여 강대국이 자연
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HollyWood Effect를 통한 국제사회 대중들의
지지가 강대국들을 압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현실사회의 적용측면 과제
1. AI선진국 VS 비동맹국가
앞서 분석한 바처럼 시민사회-국제사회로 이어지는 자율무기체계 통제규범은 현재 규범 발
생주기에서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시민사회의 담론을 통해 이를 추종하는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여 임계질량을 올린상태이나 임계점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앞서 UN GGE에서 언급하였듯 자율무기체계 기술 선도국과 후발국들 간의 보이지
않는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자율무기체계 규범 출현을 위해 강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 중견국 또는 기술 후발국5)이다. 킬러로봇 반대운동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2
월 기준 28개국이 완전자율무기의 금지를 촉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자율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 이들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
로 반영되기는 어려우며 힘의 한계를 갖는다. 반면 AI선진국들은 AI가술이 아직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2015년 이미
자율무기 개발에 대한 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은 국가 차원에서
킬러로봇의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 중국 또한 엄격한 규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킬러로봇에 대한 정의 및 범위마저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AI선진국들
과 남미 국가들이 주축이 된 비동맹 국가들은 정의가 서로 다르다. AI선진국들은 AI가 탐재된 무
기를 자율형무기로 규정하는 반면 비동맹 국가는 모든 자동화 무기체계를 LAWS에 포함시키려
고 한다.6) 이처럼 발생하는 간극이 결국 규범이 임계점을 넘어 널리 퍼지도록 하는 규범폭포의
5)

6)

볼리비아, 쿠바, 에콰도르, 이집트, 가나, 바티칸,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짐바브웨, 알제리, 코스타리카,
멕시코, 칠레,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아프헨티나,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브라질, 이라크, 우간다, 오스트리아,
중국, 지부티,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모로코 등 28개국 이들을 비동맹 집단이라 칭한다.(Goose and
Wareham, 2016)
「“킬러로봇 개발의도 없다” AI 강국 일본의 연막작전」 (조영빈, 1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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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접어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AI선진국들이 규제에 대해 이처럼 소극적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AI산업과 관련이 깊다고 하
겠지만 일부에는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선점의 의도가 강하게 남아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는 3차
상쇄전략의 일환으로 자율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도 각각 유사한 이
유로 자율무기체계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들에게 있어 이 같은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움직임을 막는 행위이다. 이에 AI선진국들은 현재와 같은 UN GGE차원의 논
의에서 더 발전하지 못한체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시
간에 자율무기체계를 개발하여 과거 핵무기가 그랬듯이 자율무기체계를 통해 전쟁의 양상을 바
꿔놓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과거 NPT체제가 수립될 당시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핵을 무기화하고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여 그 효과를 체감한 이 후 미·소는 경쟁적으로 핵을
보유하고자 하였고 결국 그 보유만으로도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서 공멸의 위협
을 뒤늦게 깨닫고 NPT체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섰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의 NPT체제이다.
그러나 NPT체제는 결과적으로 현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결코 성공적인 무기통제 규범이라
보기 어렵다.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바탕에 깔려 있기는 하나 보유국과 비보유국에 대
한 불공평한 제재를 함으로써 결국 더 이상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국가들은 핵무기를 지속적으
로 가지지도 못하고 그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율무기체계에 적용하
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다.
현재와 같은 흐름으로 AI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자율무기체계를 개발하면 결국 근 시일내에
전쟁에서 자율무기체계를 보게되는 날이 오게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그러하였듯 이러한 무기
체계가 전쟁에서 사용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없다고 인식
하기 전까지는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과거 핵무기에 대한 제재인 NPT
체제가 그랬던 것처럼 AI선진국들이 자율무기체계를 독식한 가운데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 이후 만들어지는 국제규범은 결국 NPT와 유사한 체제가 될 것이며 결국 현재의 AI선진국
들은 현재의 핵보유국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비동맹국가들은 영구적으로 자율무기체
계를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더불어 비동맹국가들은 이러한 제재의 대상으로 현재
NPT가 제재하고 있는 핵물질의 사용에 대한 통제 들이 그러한 것처럼 AI기술의 발전까지 통제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AI선진국들의 움직임에 대한 강한 반발이 시민단체에서 비동맹국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 과거 핵문제와 달리 비동맹 국가의 상당
수들이 UN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과 SNS등 다양한 글러벌 네트워크를 바탕으
로 전세계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데서 AI선진국들이 과거처럼 비동맹국가나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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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율무기체계를 개발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동맹국가
들과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율무기체계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AI선진
국들의 AI개발과 도덕성에 대한 부분을 프레임화하여 AI개발의 방향성이 자율무기체계로 다다르
지 않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 서방과 비서방의 의견차이
AI선진국과 비동맹국가의 의견차이 못지않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서방과 비서방의
의견차이이다. 다른 신흥 기술관련 이슈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율무기체계와 관련된 이
슈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비서방세력의 의견
차이가 상당하다. 이러한 이슈역시 규범창설단계에서 규범의 내재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큰 요
인이기도 하다.
미국을 중심으로하는 서방세력은 기존의 국제질서를 지배하고 잇는 본인들 중심의 자율무기
체계 통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이미 신흥 군사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
고 질서를 형성·유지하고 있는 패권국인 서방이 기존의 패권을 이어가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라 인식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에 대항하는 중국·러시아 등은 법적 합의를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선호한다. 이
들은 과거 서방세력이 그래왔던 것처럼 소위 기술을 가진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지는 규범을
거부하고 특정 국가가 내세우는 원칙이나 관념이 아닌 국가들 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의
힘을 통해서만 자율무기체계 통제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가주권을 중
요한 핵심원리로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중심의 자율무기체계 패권을 거부하고 본인
들의 기술력을 충분히 신장시켜 기술독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원
칙적 수준에서는 LAWS의 규제를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금지조약의 체결은 반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2018년 GGE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자율무기체계과 인공지능의 개
발 및 적용방식은 국가별로 다양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불확실한 현실에 기존의 인도주의적 원
칙이나 “개별 국가의 관점” 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LAWS로 인한 위협을 가중시킨다는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CCW GGE, 2018)
이처럼 서방대 비서방 세력간 발생하는 간극은 신흥이슈들에서 발생하는 서방 중심의 패권유
지냐 비서방세력의 패권 공유 또는 패권의 이전이냐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으며 좀처
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3. 중견국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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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또 한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중견국의 부상이다. 국제사회에서 규범창설
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비동맹 집단 또는 중견국, NGO들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AI선진국들은
AI기술에 나아가서 자율무기체계의 기술도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규범창설을 선도하고 있는 중견국들은 걸림돌 내지는 포섭의 대상이 되고 있다. AI선진국들은
상황에 따라 이들을 포섭하여 본인들이 자율무기관련 기술을 선도하고자 하고 있다. 동시에 이
같은 상황에 중견국들의 책임있는 모습과 규범을 주도해나가는 새로운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들은 AI선도국을 따라가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고, 손놓고 있으면 본인들에게 안보위협
이 될 수 있는 과제이다보니 지구적 거버넌스의 프레임을 통한 규범 형성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
한 흐름이 시민단체, UN과 연결되면서 자율무기체계 규범 형성과정에서 중견국의 입지가 차츰
향상되게 했다. 실제 LAWS의 구체적 정의와 분류법 도입을 제안하는 에스토니아와 핀란드의 공
동 의견서나, 자국의 무인무기체계 통제 체제를 국제인도주의와 인간통제 원칙에 입각한 국제규
범으로 제안하고 있는 호주의 의견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CCW GGE, 2018) 이들은 이외에
도 강대국들의 규범경쟁에서 UN GGE 논의에 결정적으로 개입함으로서 강대국 간의 합의과정에
서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제한적이기는 하나 규범외교와 관련하여 중견국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GGE차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규범에 대해 일종의 캐스팅보트로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강대국 입장에서도 이런 규범을 간과
하는 경우 추후 자율무기체계를 개발 및 사용하는 시기에 국제사회로부터의 제한등을 받을 수
있어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모습은 추후에 강대국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GGE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향후 GGE에서 자율무기체계 규범의 구체
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핵심은 얼마나 많은 중견국이 공조된 의견으로 범지구적 거버넌스를 주도
하여 강대국을 도덕적 이슈 등으로 끌어들여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규범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의 딜레마
“일본 정부는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완전 자율형 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다”
일본은 2019년 3월 14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소위 ‘킬러 로봇’으로 불리는 자율형살상무기시스템(LAWSㆍ이하 로스) 개발 금지에 앞장
서겠다는 듯한 일본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 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완전자율형무
기 개발에 대한 규범을 만드는 데도 적극 참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7) 일본의 이 같은 태도는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우리는 AI와 자율무기 분야에 있어서 최선두 그룹에 서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AI선
7)

전게서 (조영빈, 1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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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이라고하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에 이어서 이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그룹에 속한
다. AI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오히려 이렇게 국제사회에 공표함
으로써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불식시키고 좀 더 원활하게 AI무기를 개발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입장도 일본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우리는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해 둔감하
였을시에 어떠한 결과를 겪게 되는지 과거 “KAIST 보이콧사태”를 통해 직접 체험하기도 하였다.
이런 우리에게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어찌보면 앞을 내다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딜레마 역시 여기에 있다. 우리는 AI무기 개발국으로 AI선진국을 따라 무기들을 개발
해야한다. 실제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중장기 전략상에 나와있는 상당한 무기체계들이 우리
군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그와 동시에 규범에 대해 중견국으로서 어느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즉, 앞서 언급하였던 중견국의 부상에 우리나라도
부합하여 중견국 외교로서 AI 무기개발에 대한 GGE차원의 논의를 선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외
교적 입지는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AI기술과 AI무기개발을 국제사회의 지지없이 진행하
기에는 아직 우리의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실정이라 무리가 있다. 반면에 기술력이 거의 없다고
보는 다른 중견국들과 마찬가지로 AI무기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만 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딜레마 속에서 일본의 이러한 태도가 어쩌면 어느정도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GGE차원의 인간통제 부분이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되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후에
AI선진국들이 NPT사례처럼 어느정도 기술력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자율무기의 확장을 막기위한
방책으로 자율무기체계의 규제에 대한 논의를 UN차원으로 격상시키고자 할때도 기술력을 보유
한 집단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견국으로서 외교적 입지 또한 강화할 수 있다. AI 선진국으로 기술력은 보유한 가운
데 서방 대 비서방의 세력 사이에서 양측 세력이 모두 우리에게 기술적인 협력과 외교적인 동조
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를 활용하여 외교적 실리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가 될 수 있는 현재 자율무기 통제규범의 출현단계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5. 소결론
규범의 출현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하였듯 자율무기체계 규범은 현재 규범출현단계에서 규범
폭포의 단계로 가는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즉, 이 단계를 넘어 국제규범으로 발전할 것인
가 또는 더 이상 전 세계 국가지도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체 “잃어버린 대의”로 전락할 것인지
의 기로에 서있다.(장기영, 2020) 이와 관련하여 규범창설자로서 기능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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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맹국가들이 현재로서는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율무기체계 규범이 선제적
이며 자칫 섣부른 논의로 AI산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결과이므로 상
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룩한 것에 반해 과거
NPT사례에서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의 규범 발전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국제사회의 세력경쟁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첫 번째로 규범에 대한 논의가 UN의 수준까지 발전하는데는 시민단체와 AI선진국과의 갈등
이 있었으며 두 번째는 현재와 같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하에서 윤리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기술
은 포기할 수 없는 현실주의 차원의 문제와 직결하여 서방세력과 비서방세력, AI선진국과 비동맹
국가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과거 다른 무기체계들이 보였던 갈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I선진국들은 결국 NPT체제와 같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과
거에 비해 발전된 대중문화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으며 비정부기구들이 이를 적극활용한 프레이
밍을 통해 자율무기체계 규범 창설을 주도하며 규범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
째 갈등인 서방 대 비서방의 갈등은 자율무기체계 개발의 패권과도 연결되어 다소 첨예한 모습
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비서방 국가들의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UN의 인간통제를 지지하지만 자
율무기체계 개발은 계속한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견지하도록 만들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21세기의 자율무기체계는 우주, 사이버 등과 함께 미래 전장을 바꿀
혁신적인 무기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은 실로 어마어마해서 자칫 기술력을 가진자
와 못 가진자는 인간 대 로봇의 전투를 현실에서 보게될 수도 있으며 수십만의 병력 열세를 극복
해버리는 무기체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무기체계의 규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핵무기가 해왔던 절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만
단체들의 노력으로 NPT와는 다른 양상으로 선제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의 여론이 조
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하였던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이해관계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선진국으로 가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
이자, 서방 대 비서방의 세력 대결에서 중견국으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런 상황에서 외교적 혜안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간의 관계 특히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모
든 국가는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기 마련이다. 그 이익이 견고한 안보가
될수도 있고, 경제적 이익이 될수도 있으며 외교적 위상재고가 될 수도 있다. 자율무기체계와 관
련하여 우리는 AI선진국 편에서 AI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견국 이상으로서의 국체적 위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던 이글을 관통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자율무기체계의 도
덕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눈감아 버리는 모습을 취해서는 안된다. 필히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읽
은 가운데 이를 전제로 한 현명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칫 이를 무시한채
자율무기체계 개발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KAIST 보이콧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우리나라는 비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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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킬러로봇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인지한 가운데 자율무기체계
의 규범과 관련된 입장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V. 자율무기체계 규범이 군에 주는 시사점
“로봇이 전사하면 그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미 해군 상사의 말처럼 자율
무기체계가 군인을 대체함으로써 군인들에게 노출되는 직접적인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전장의 병력 밀도의 감소를 가져온다.(최석철 2012) 전장
1km²내 병력의 수를 보면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경우 404명, 1939년 2차 세계대전 초기 36
명, 1973년 중동 10월 전쟁 25명 이었는데 1991년 1차 걸프전쟁에서 2명으로 크게 감소하였
다. 그리고 이는 자율무기체계가 보편화되면 소수점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처럼 효율성과
경제성, 그리고 불필요한 병사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역설적인 윤리성까지 자율무기체계를
매력적인 요인들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율무기체계를 개발함에 있어 후발국의 위치에 있다. 미국이나 중국 러
시아에 비해서 다소 늦은출발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간절한 필요로 인해 경쟁적으로 개발 및 도
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자율무기체계를 필요로 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
한이라는 고정적인 적과 대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인간에 의해 수행되던 경계작전과 전시
DMZ극복 등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로봇에 의해 수행된다면 수많은 희생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인구절벽과 국방개혁 2.0, 병사 복무기간 단축등의 복합적인
이슈로 인해 병력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그동안 병력위주의 군이였던
육군은 로봇병사의 출현이 더욱 절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육군은 최근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연합통신 2017.12.5)하고 이를 실제 전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육군이 필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
실은 앞서 언급하였듯 자율무기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도덕적 흐름이다. 이는 인간의 통제라는 원
칙을 명확히 고수하고 있다. 육군도 이 원칙에 어느정도 부합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유의미한 인간통제라는 원칙하에 드론봇 전투단이 구성 및 활용될 필요가 있다. 또는 선제
적으로 드론봇 전투단의 인간통제 부분을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우리의 필요성에 대해 적절히 홍
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혹시 이러한 윤리적 주제의 둔감하게 되면 자율무기체계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체의 자율무기체계를 추구하며 AI강대국의 입장도, 중견국과
의 입장도 다른 우리의 입장을 고집스럽게 추진하게 되면 결국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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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2018년 4월 카이스트 보이콧 사태이다. 당시 우리는 국제사회
와 자율무기에 대한 윤리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카이스트 보이콧’이라는 사태를 맞
기도 하였다. 앞으로 또 다시 국제사회와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드론봇 전
투단은 전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어쩌면 킬러로봇부대라는 오명을 사게될지도 모른
다.
그간 군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무기통제 규범에 다소 둔감하였다. 물론 과거에는 단순히 전쟁
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총력전의 양상이었기에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 후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이 갖추어지면서 차츰 무기체계들이 통제되고
일부무기는 현재 각종 조약을 통해 보유조차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의 무기체계에 대한 통제는
과거와 같이 무기의 효과에 대한 학습효과에 따른 통제가 아닌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예방적 거
버넌스가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 군도 자율무기체계의 통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Ⅵ. 결론
지금까지 자율무기체계 통제규범의 창발과정과 관련된 현상을 분석하여보고 그 가운데서 숨
겨져 있는 국제정치적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보았다. 다른 신흥안보이슈들과 마찬가지로 자율무
기체계 역시 기술력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집단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이는 살펴본 것처럼 기술을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갈등, 신흥 안보 이슈에 대한 패권의 유
지와 전이의 갈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자율무기체계 규범은 내재화 과
정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사회 측면의 규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신기술의 개발에 대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는 우려를 가지게 했다.
앞서 언급하였듯 자율무기체계 통제규범은 기존의 다른 규범들과 달리 상당히 선제적이고,
대중에게도 그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된 규범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 합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곧 완전자율의 단계에
다다른 무기체계를 보는 날도 머지 않을 수 있다. 로봇이 판단하여 사람을 살상하는 등 반인륜적
인 모습이 자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규범인 자율무기체계 통제규범은 이에 어느때
보다 전 지구적인 인식 속에서 조속히 구체적인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자칫 규범으로 인해
현재 개발되고 있는 AI기술의 제한을 두게 될 수는 있으나 그 어느때보다 국제사회의 노력과 합
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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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딜레마 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신기술 발전에 합류하여 AI선진국의
대열에 서고 싶은 야망과 규범을 선도하여 중견국으로서 외교적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
가 동시에 주어진 것이다. 현재 우리가 가져야하는 자세는 국제사회의 자율무기체계 규범과 관련
된 이슈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 UN의 지지와 제재를 얻은 뒤 자율무기체
계 규범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서방 중심의 기존의 질서를 따라갈 것인지
비서방 중심의 국가별 자율에 맡기게 둘 것인지 사이에서 고민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다.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서방의 질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AI기술력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
야 한다는 것이며, 기술력이 제한되어 질서의 중심에 서지 못하게 될 경우는 그에 부합하는 실리
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비서방의 세력이 주장하는 국가별 자율에 맡기게
된다면 서방과의 외교적 마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 기술개발은
원활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부분이든 득과실은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흐름을 읽지 못한 주장
은 자칫 우리에게 독이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처럼 공식적으로 UN의 인간통
제라는 원칙을 지지하는 가운데 AI기술에는 박차를 가하는 다소 이중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리를 추구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아울러 이러한 국제적인 감각은 비단 과학기술 분야
에 국한되지 않고 군에 있어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차후 추진중인 드
론봇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 기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필요시
국방백서나 중기계획 등에 반영하여 우리의 사업이 킬러로봇이 아닌 우리 군의 현대화와 군인
을 보조할 수 있는 주요한 보조수단으로서의 개발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잠
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I선진국을 향해가는 우리나라에 있어 규범과 관련된 이슈는 앞으
로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주제가 될 것이다. 현명한 외교적 노력과 자세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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