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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면서 그 생활양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애플의 시리(Siri), 삼성의 빅스비와 같은 음성인식을 통한 스마트
기기 내 개인 비서가 등장했고,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와 같은 SNS에는 웹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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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내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의 패턴을 학습하여 이와 관련된 컨텐츠를 추천하여 이용자가 별
도의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관련된 컨텐츠를 끊임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테슬라(Tesla)를 비롯한 자동차업계는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해야할 일을 대신하거나 인간을 보조함으로
써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여 단순히 경제, 의료, 교육 등 민간 영역
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군사 분야에도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다. 특히, 기존의 무기체계에 인공지
능 기술이 탑재된 자율무기체계(AWS, Autonomous Weapons Systems)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성(autonomy)’을 갖춘 무기체계는 실전에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
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IAI사에서 개발한 무인기 하피(Harpy)는 적 방공망 제압을 위한 무기
체계로, 사전에 지정된 장소의 상공에서 최대 9시간동안 비행하면서 스스로 적 레이더 기지를 탐
지한 뒤 공격할 수 있으며, 임무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공격을 중지할 수도 있는 능력
을 갖추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더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다는 인공지능 기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인 OODA(Observe(관측)-Orient(판단)-Decide(결심)-Act(행동)) 루프의 속도를 증대시키는
것이다(Horowitz 2019). OODA 루프 중 각 단계마다 자율무기체계의 도움을 받는다면, 회전속도
를 높여 그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적보다 빠른 템포의 행동을 가능케 하여 승리의 확
률을 높이게 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지원체계를 활용한다면, 인간 지휘관과
참모는 수많은 방책을 구상하고 장·단점을 일일이 분석할 필요가 없고, 인공지능 참모가 제시하
는 방책 중 ‘결심’만 하면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완전자율무기체계(fully autonomous
weapons systems)가 개발되어 인간의 특정한 개입 없이 스스로 OODA 루프를 반복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등장한다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OODA 루프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작전 중 일부분을
통채로 자율무기체계에 위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무기체계에 ‘자율성(autonomy)’을 부여하는 것은 화
약혁명과 핵 혁명에 이어 전쟁의 3세대 혁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 지구적인 주목
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자율무기체계를 운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자율무기체계
를 둘러싼 쟁점은 매우 다양한데, 그 예로 인간과 기계의 관계 설정 문제, 자율무기체계가 국제
인도법을 준수하면서 사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 자율무기체계의 살상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귀속
문제, 자율무기체계가 무력사용의 문턱을 낮춰 국가 간 전략적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 자율무기체계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의 훈련과 해킹, 스푸핑(spoofing) 등 외부 침입으로부
터의 보호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하여 인간과 같이 인식, 판단,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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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행동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무기체계가 여전히 실존하지 않음에도 지대한 관
심을 받는 것은 자율무기체계가 가지는 불확실성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 자율무기체계의 개발과
운용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지지론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한편
으로는 비관론자들이 주장하는 파멸적인 결과 또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자율무기체계에 관련된 연구는 법, 윤리, 기술, 국제정치 등 여러 분
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성호(2018)는 자율무기에 대한 국제사회 논쟁을 살펴보고, 한
중일 동북아 3국의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에 대한 연구/개발 동향을 정리하였다. 그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반면 기술의 개발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면서 최소한 법적,
윤리적 토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문언(2019)은 자율무기체계의 개념을 정
립하고, 자율무기체계가 국제인도법 중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는 자
율무기체계를 정의함에 있어 ‘교전 중 인간의 개입 여부’를 최소한의 조건으로 보았다. 즉, 탐지,
식별, 추적, 표적, 교전, 평가 등 무기체계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중 ‘교전’ 단계에서 인간이 개
입하지 않는다면 자율무기체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율무기체계가 비례성의 원칙
을 준수할 수 있는지는 비례성의 원칙 자체가 양적 평가보다 질적 평가가 요구하기 때문에 제한
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단, 부수적 피해와 군사적 이득 간의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
련된다면, 자율무기체계도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혁·김재오
(2020)는 자율살상무기체계에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이 근 미래에 만들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검토해야할 주요 사안으로 자율살상무
기체계의 개념과 자율성의 기준, 국제법적 쟁점 사항, 국내적 자체 통제 및 내부규율 수립, 국제
사회 동향 파악 대응방향 도출 등을 제시하였다. 고봉준(2021)은 복합지정학의 관점에서 미중간
의 자율무기체계 경쟁을 검토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정책적 기조, 예산,
무기체계 개발현황의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자율무기체계를 놓고 벌어
지는 미중 경쟁 사이에서 한국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자율살상무기체계를 둘러싼 국제사회 논의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자율살상무기체계에 관한 국제적인 군비통제체제 출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다자
간

군비통제체제

이를

위해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
분야의 쟁점을 부문별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군비통제체제가 출범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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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율살상무기체계(LAWS)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의 경과와 주요 쟁점
1. 용어의 정의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를 둘러싼 법적, 윤리
적, 군사적 쟁점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자율무기체계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Scharre & Horowitz(2014)의 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용어의 의미
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자율성(autonomy)’이란 기본적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을 뜻한다. 자율성을 좀 더 세분화하면 3가지의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첫째,
인간-기계간 지휘통제 관계(the human-machine command-and-control relationship), 둘째,
기계의 복잡성(the complexity of the machine), 셋째, 자동화된 기능의 유형(the type of
function being automated)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기준에 따르면 자율성이란 기계의 지능이
아닌 인간과 기계의 관계로 규정된다. 기계가 인간이 주입한 내용만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반자율(semi-autonomous)’ 또는 ‘human in the loop’로 정의한다. 무기체계 중에는 기계가 제
기능을 온전히 스스로 수행하는 동안 인간은 감독자의 역할을 하면서 오류가 있을 경우에 개입
하는 형태는 ‘인간 감독 하 자율(human-supervised autonomous)’ 또는 ‘human on the loop’
로 정의한다. 끝으로, 기계가 온전히 스스로 작동하면서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형태를 ‘완전 자
율(fully autonomous)’ 또는 ‘human out of the loop’ 로 정의한다.
두 번째 기준인 기계의 복잡성 따르면 인간-기계의 관계와 무관하게 기계의 기능적 측
면에 집중하여 ‘자동(automatic)’, ‘자동화(automated)’, ‘자율(autonomous)’의 용어로 분류한다.
‘자동(autonomatic)’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기계적인 작동을 의미하는데, 부비트랩이나 지뢰가 이에
해당한다. ‘자동화(automated)’는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뜻하는데, 그 예로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해내는 기능을 갖춘 이지스함이나 F-35 전투기와 같은 첨단무기체계나 레이더를 조
사하여 적 항공기를 식별하고 자동으로 조준까지 마치는 방공무기체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
(autonomous)’ 단계는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간과 유사하거나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을 갖춘 기계를 일컫는다. 단, 여기서 위의 3가지의 기준으로 기능적인 구
분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합의되거나 통일된 기준은 아직 없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기능의 유형’에 따른 구분이란 자율무기체계가 자율성을 갖고 수
행하는 임무나 기능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 첨단무기체계는 일정
수준이상 자동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표적 탐지, 지형 분석, 무장 발사 등 특정 영역에서 자율
성을 가졌다고 모두 동일한 자율무기체계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자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범위와 한계를 따져 범주화(categorization)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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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율성’이란 개념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그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범위를 한정하기가 모호하며, 이에 더해 자율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인간의 역할’이라
는 변수가 추가되어 그 정의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한편, 자율살상무기체계(LAWS)라는 용어는 뒤에서 소개할 정부전문가그룹(CCW/GGE)
의 제목(title)으로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 후로 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채택
되어 사용되고 있다(Trumbull 2019, 5-6). 자율살상무기체계(LAWS)이라는 용어는 완전자율무기
체계(fully autonomous weapons system), 킬러 로봇(killer robot), 킬러 머신(killer machine) 등
의 표현과 함께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김광우 2018, 123). 이는 인공지자율무기체계가 스스로
판단하여 인간을 공격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민간 영역에서 사용되는 자율시스템과
군사적 용도의 자율시스템을 구분하여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어의 수준을 규정하자면 자율살상무기체계(LAWS)는 자율무기체계(AWS)보다 하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첩보를 수집하는 과업만을 수행하는 무인기는 자율무기
체계이지만 살상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기계적 개조나 업그
레이드를 통해 무장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자율무기체계 또는 직접적인 살상을 하지는 않으나 표
적 탐지, 추적 등 살상 단계 이전 단계에서 자율성을 가진 무기체계 또한 넓은 의미에서 자율살
상무기체계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자율무기체계로 분류되는 모
든 무기체계는 잠재적인 자율살상무기체계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살핀
여러 국・내외 문헌 및 여타 선행연구들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살상무기체계(LAWS)’라
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2. 국제사회 논의의 발전 과정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논의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이라는 다자간 군비통제체제를 통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UN 산하의 이 기구의 정식 명칭은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재래식
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으로 비인도적 재래식무기협약(Inhumane Weapons
Convention)이라고도 한다. CCW는 다자간 군비통제 협의체로 지난 1980년에 채택되어 1983
년에 발효되었으며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 피해를 주거나 전투원에게 과
도한 상해를 줄 수 있는 탐지불능 파편무기, 지뢰, 부비트랩, 소이성 무기, 실명(失明) 레이저 무
기 사용을 제한하는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외교부 2021, 107). 자율살상무기체계가 이 협
약을 통해 논의되는 이유는 이 무기체계가 국제인도법의 비례성의 원칙, 구별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없으므로 무기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CCW에서 자율살상무기체계(LAWS)에 대한 논의는 2014년에 비공식 회의로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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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2017년에 이르러 공식적인 정부 전문가그룹(GGE, Group of Government Expert) 회의로
발전되었다(Sauer 2020; Sayler 2021). 이 회의에는 개별 국가의 대표뿐만 아니라 UN 산하의
관련 기구와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 전 세계 대학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며, 매년 5일씩 2회,
총 10일간 진행된다. GGE의 공식적인 세션이 종료되면 최종보고서(final report)를 채택하는데
그동안 채택되었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CCW/GGE 회의에서는 ① CCW가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적절한 틀을 제공하고, ② 자율살상무기체계를 포함한 모든 무기체계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
며, ③ GGE에서 논의된 내용이 민간분야의 연구/개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④ 향후 자율
살상무기체계 분야는 기술, 군사, 법, 윤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논의
되었다(CCW/GGE 2017, 4-5). 2017년이 공식적으로 첫 번째 회의였던만큼 원론적 수준에서
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CCW/GGE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자율살상무기체계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 원칙
(possible guiding principle)이 만들어졌으며, 네 가지 의제를 상정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
는 자율무기체계에 관한 논의가 2017년에 비해 더욱 체계적이며, 심도 있는 논의로 발전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먼저, 세부 이행 원칙은 총 (a)항부터 (j)항까지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이 중에는 위에서 언급된 2017년 합의 내용에 더해, ① 자율무기체계가 반드시 인간의 지
휘 영역 내에 존재한다는 점, ② 자율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획득할 때, 테러 단체 등으로 확산
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 더욱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
진 네 가지 의제 중 첫 번째는 ‘자율무기체계의 특징(characterization of the systems)’으로 어떤
기능을 갖는 무기체계를 자율무기체계로 정의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에
서 살펴봤듯이 ‘자율성(autonomy)’이란 개념이 모호하며, 목표물 확보(targeting) 능력과 같은 기
술적인 특성만으로 자율무기체계를 규정하는 것 역시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
아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번째 의제는 ‘자율살상무기체계에서 인간의 역
할, 인간과 기계 간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 인간이 반드시 무기체계를 통제하며, 무기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자율살상무기체계가 사용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아우를 수 있는 검증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한 검증을 통한 경험 역시 공
유해야 함을 명시했다. 세 번째 의제는 ‘자율살상무기체계의 군사적 활용’에 관한 것으로, 이에
찬성하는 패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했을 때 오히려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사물을 식
별하고, 에러(error)가 발생할 확률 역시 더 낮다고 주장하며 정찰, 의사결정 등에서 활용할 수 있
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쪽에서는 의도하지 않
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며,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검증
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의제는 ‘자율살
상무기체계의 등장으로 초래되는 인도주의, 국제안보에 대한 도전을 다룰 대안’에 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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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자율무기체계 군비경쟁과 무기사용의 문턱이 낮아짐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자율살상무기체계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
치(legally-binding instrument)’, 즉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거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치적 선언
(political declaration)’을 하는 대안이 제기되었다(CCW/GGE 2018, 3-7).
2019년 GGE 회의에서는 2018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10가지 세부 이행 원칙(possible
guiding principles)에 인간-기계 간 상호작용(interaction)이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
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하여 총 11개의 원칙(guiding principles)으로 발전시켰다. 2019년 회의는
다섯 가지의 의제를 상정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 중 네 가지는 2018년의 그것과 같고, ‘자
율살상무기체계가 국제인도법(IHL)에 제기할 수 있는 잠재적 도전에 관한 탐구’라는 의제가 추가
되었다. 이 의제에서는 자율살상무기체계를 사용한다면 국제인도법의 구분 원칙과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무기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간(지휘관)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 외에는
2018년의 의제와 같으며, 이전 회의에서 좀 더 보완 · 발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
살상무기체계에 관한 특징(characterization of the systems)’ 의제에서 GGE는 표적 식별
(identification), 표적 선택(selection), 교전(engagement)에서 자율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자율
살상무기체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며, 그 외에도 자가 적응성(self-adaption), 예측 가능성
(predictability),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목표물을 수정하는 능력 등이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자율무기체계의 정의에 대해 공통된 이해(common understanding)를 갖
는 것이 향후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으나, 여전히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는 결론
짓지 못했다. 둘째, ‘자율살상무기체계에서 인간의 역할, 인간과 기계 간 상호작용’ 의제에서는
자율무기체계 사용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나, 통제(control)와 판단
(judgment) 등 인간-기계 간 상호작용의 방법(type)과 범위(extent)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논의
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자율살상무기체계의 군사적 활용’ 의제에서는 비전투원에
대한 피해, 무기체계에 대한 통제 불능의 위험, 확산의 위험, 테러집단의 획득 위험 등이 고려되
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무기체계 개발 시 엄격한 시험평가와 운용자 교육, 교리개발 등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면, 이에 반해, 복잡한 작전환
경에서 자율무기체계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있었다. 넷째, ‘자율살상무기체계의 등장으로 초래되는 인도주의, 국제안보에 대한 도전을 다
룰 대안’ 의제에서는 2018년과 비교하여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2020년 GGE 회의에서는 2018년에 만들어진 세부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에 대
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5일간의 토론을 통해 도출된 공통사항 중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국제법(국제인도법)은 자율살상무기체계를 규제한다. 둘째, 이행 원칙은 자율살상
무기체계 운용의 모든 단계(개발, 배치, 평가)에서 적용할 수 있다. 셋째,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윤리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의 개입 또는 통제의 방식이나 범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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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넷째, 자율살상무기체계를 운용하면서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수준의 수
단이 필요하며, 그 중 모범적인 사례는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무기에 대한 법적 검
토를 할 때, 각국은 자율살상무기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CCW의 틀 안에서 자
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 이 외에도 2020년 GGE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
들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이행 원칙을 국내적 수준에서 법률화하는 것,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legal review)의 방법과 가능성,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무기체계 수출통제체제 구
상 등이 그것이다(CCW/GGE 2020, 1-5). 그러나 2020년 GGE에서도 여전히 자율살상무기체계
의 특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국제인도법
준수, 무기사용시 인간의 최종 통제와 같은 이미 큰 틀 내에서 이루어진 공감대를 확인하는 수준
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CCW/GGE에서 논의가 어떻게 발전되었는 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몇가지 의
의와 한계를 도출해낼 수 있다. 먼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CCW/GGE는 국제사회 내의
다양한 행위자가 모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틀(framework)을 마련해주었다는 점, 매년 연속적
인 회의를 통해 인도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행 원칙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자율살상무
기체계가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되거나 확산되어 그 문제가 다루기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
급해지기 이전부터 시작되어 국제사회에 적절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자율살상무기체계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인간(지휘관)의 통제 아래에서 진행되어
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모든 행위자가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앞으로
논의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더 나아가 근 시일 내에 국제적인 규범이 창설되고 국내외
적 의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도 있다(김민혁·김재오 2020, 186-187).
그러나 UN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큰 틀의 합의만 가능하며 합의된 내용조차 법적 구속
력이 있는 공식적인 조약으로 발전되지 않는 한 개별 국가, 특히 자율살상무기체계 개발에 박차
를 가하는 주요 선진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 단체의 대표로 CCW/GGE에 참여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조디 윌리엄스(Jody Williams)는
CCW/GGE 회의가 만장일치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각 국가의 대표자들은 구체적이며 민감한
주제는 언급하지 않으며,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원칙만을 논의하고 있고, 이 과정
에서 단 하나의 국가라도 반대하는 경우 구속력 있는 국제적인 조약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지적
했다. 또한, 최종단계에서 인간의 통제를 받아야한다는 것 외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공감
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인간의 통제(meaningful human control)’라는 문구 역
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부족하여 각국의 이해관계 따라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
로, 국제사회의 논의는 각종 용어의 개념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부재하다는 것과 UN이라는 구조
적 한계로 인해 국제사회의 논의가 유의미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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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쟁점
가. 자율살상무기체계의 특징(Characterization of LAWS)
자율살상무기체계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며,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많
은 전문가들과 국제사회의 중론이나(Sassoli 2014, 312),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무인기 하피
(Harpy)를 자율살상무기체계 또는 자율살상무기체계의 전조(precursor)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
나 분명한 것은 자율살상무기체계의 기능적인 특징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한 국제사
회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요 국가와 단체가 각자 발표한 자율살상무기체
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자율무기체계를, “일단 작동되고 나면, 추가적인 인간의 개입 없이도 목표를 선
정하고 교전할 수 있는 무기체계(인간 감독 하 자율무기체계의 작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자율무
기체계를 포함)”로 정의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2). 독일은 “일단 작동되고 나
면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사전에 정해진
목표에 관계없이 변화되는 상황의 환경을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생각하여 결정
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자율무기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인간의 판단에 따라 한 번 발사되고 나면 인간의 개입 없이도 사전에 정해진 특정한 기준에 따
라 표적을 선택하고 교전할 수 있으며, 인간의 개입으로 중지할 수 없는 무기체계”를 자율무기체
계의 특징으로 규정했다(Kayser and Beck 2018, 14-19). 한편, 중국은 ① 인간에 대한 살상력,
② 임무수행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 부재, ③ 작동 후 인간에 의한 종료 불가능, ④ 표적이나 관계
없는 무조건적・무차별적인 살상, ⑤ 자율적인 학습능력을 자율살상무기체계의 특징으로 규정했
다(CCW/GGE/WP.7 2018, 1). 시민단체인 ‘킬러로봇금지를위한캠페인(Campaign to Stop Killer
Robot)’은 자율살상무기체계를 인간이 아닌 센서를 통해 획득한 내용을 통해 표적을 선정하고 교
전하는

무기체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등의

일부

국가는

자율살상무기체계는

“one-fits-all” 조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 특징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case by case basis)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CCW/GGE/WP.7 2020, 52). 한편, 자율살
상무기체계는 과거와 같이 무기체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범주화한 뒤 규제하는 방식은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특정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무기체계 안에 있는 자율성(autonomy in a
weapons system), 즉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인식해야 한다는 기능주의적 관점도 있
다(Sauer 2020, 239-240). 이처럼 여러 국가와 비정부기구, 학계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인간의
개입(human intervention) 없이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율살상무기체계의 특징으로 공통되게
인식하고 있으나, ‘발사 후 인간의 중지 여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행위자간 각기 다른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특징과 개념을 일치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
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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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적, 윤리적 쟁점
국제인도법의 주요원칙에는 비례성의 원칙, 구별성의 원칙, 그리고 사전예방의 원칙이
있다. 비례성의 원칙은 공격으로 인해 얻을 군사적 이득과 그로 인한 부수적 피해를 비교하여 과
도한 공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구별성의 원칙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하고, 무차별적인 무
력행사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군사행동을 할 때 민간인 또는 민간의 물자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살상무기체계가 이
러한 원칙을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은 다양하다.
규제론자들은 자율살상무기체계의 예측불가능성, 불확실성에 주목한다. 특히, 주변 환경
을 인식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춘 완전자율살상무기체계의 경우 인간의 예상이나 의도
와 다르게 학습을 하고 그에 따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행동하여 비전투원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쟁에서 불확실성은 어떤 유형의 전쟁을 막론하고 항상 내재되어 있는 속
성인데, 그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인공지능을 미리 학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경우
인공지능의 자습(self-learning)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적이 위장을 통해 환경을 변화
시켜 오히려 자율무기체계의 학습능력을 역이용하거나 해킹을 통해 인위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원래 자율살상무기체계를 운용하기로 결정한 인간 지휘관이 의도했던 바
와 다르게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과도한 살상이 수반되어 국제인도법의 원칙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Trumbull 2019, 18).
반면, 자율살상무기체계의 국제적 규제에 반대하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행위자는 자
율살상무기체계가 충분한 학습을 통해 국제인도법의 비례성, 구별성의 원칙을 준수한 상태로 운
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율살상무기체계를 이용하면 인간의 실수(error)를 제거하면서
더욱 정밀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전투원에 대한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CCW/GGE/WP.7 2020, 94-95). 또한, 자율무기체계는
자기보호에 대한 본능이나 공포, 보복심과 같은 감정적인 기능은 없으므로 약탈이나 강간과 같은
전쟁범죄 역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 국제인도법을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Arkin 2009, 2). 이스라엘 역시 자율
살상무기체계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점 또한 분명하다는
입장을 표했다(CCW/GGE/WP.7 2020, 51). 한편, 목표를 달성하거나,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 스
스로 폭발하거나, 비활성화되는(self-deactivate) 자율살상무기체계를 이용하면 제거되지 않은 지
뢰로 인한 비전투원에 대한 무분별한 피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Evans
2018).
법적 문제와 연계되어 제기되는 주요한 윤리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율
살상무기체계가 한 번 작동되고 나면 스스로 판단, 결심, 실행의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간
운용자(human operator)는 어떤 대상이 표적으로 선정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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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명이 기계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
나, 일각에서는 전쟁 중에 무력을 운용하는 인간이 반드시 표적을 직접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전쟁에서도 빈번히 수행되는 미사일 공격은 특정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기는 하나, 그로 인해 정확하게 누가 사망하거나 부상 당할지는 공
격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목표물에 도달하기까지 수 시간 이상이 소
요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경우 미사일이 표적에 도착할 때 어떻게 상황이 바뀌게 될지, 그 주
변에 얼마나 많은 비전투원이 있을지는 그 누구도 미리 알 수 없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최첨단 무기체계에는 내장된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된 부분이 있는데, 이를 통해
스스로 표적을 선정하고 교전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지스함의 방어시스템이 자동모드
로 전환되면 스스로 표적을 식별하여 교전하고, F-35 전투기의 조종사는 전투기가 레이더로 탐
지되고 조준된 적 전투기를 직접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격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즉, 이렇게
이미 활용되고 있는 무기체계와 비교해보면, 윤리적인 문제로 자율살상무기체계 규제하자는 논
리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자율살상무기체계가 인간을 죽이는 행위가 ‘비인도적인 살상’이나 ‘정의롭
지 못한 살상(unjust killing)’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살상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Trumbull 2019, 19-20).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쪽에서는 전쟁의 본질적인 참혹함을
언급하며 ‘인간이 인간을 살상하는 것은 인도적인가?’라고 되묻는다. 자율살상무기체계는 인간에
의해 프로그래밍 된 무기체계이며 인간에게 부여받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점을 고
려하면, 그 본질에 있어서는 결국 기존의 무기체계와 차이점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Sassoli
2014, 314). 즉, 자율살상무기체계에 의한 불법적인 살인행위가 일어졌을 경우, 무기 그 자체는
인간이 아니므로 ‘책임(accountability)’이라는 것을 지울 수 없으며, 이는 온전히 해당 상황에서
자율살상무기체계를 운용하기로 결정한 인간의 몫이라는 것이다.
다. 군사적 이점
인공지능 기술을 무기체계에 탑재하여 자율살상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운용하려고 개별
국가가 노력하는 배경은 그만큼 상당한 군사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점의 주요 내용을 살
펴보면, 첫째, 지휘통제가 단순해진다. 전쟁을 수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지휘관을 포함한 모든 전
투원은 ‘계획 – 준비 – 실행’의 단계를 거치고, 전투 실행의 단계에서는 ‘상황판단 – 결심 – 대응’
의 과정을 반복한다. 전장의 제한된 정보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작전 환경은 인간의 수용범위를
넘어설 때가 많고, 이로 인한 오판이나 지연된 판단은 작전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자율살상무기체계는 일단 활성화되면 별다른 지시 없이도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
므로 인간 지휘관은 더욱 중요한 작전을 지휘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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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더불어 더욱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인간의 감독이나 개입이 실시간으로 이
루어지지 않아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활용은 작전반경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키며
다양한 작전의 형태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유-무인 혼합부대가 편성되거나, 초소형 군집
드론을 이용한 스워밍(swarming)1)과 같은 작전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자율살상무기체계는 인간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실제로 전장에 투입되는 병력의
수를 감축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율살상무기체계는 야간 감
시, 오염물질 제거, 폭발물 설치 및 제거와 같은 인간이 기피하는 3D (dull, dirty, or dangerous)
임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은 오랜 작전으로 인한 전투피로, 심리적 공황, 공포, 우
울 등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감정에 의한 변수가 존재하나, 기계는 스스로 인식한 주변 환경
과 인간의 사전 설계에 따라 오로지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게다가 이렇게 자율살상무기체계
가 인간을 하여 임무를 수행할 경우 경제적인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미 국방부
의 추산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종전을 선언한 아프가니스탄전에서 현장에 투입되었던 병력 1인
당 대략 연 10억 원($850,000)이 지출되었으나 무장을 할 수 있는 TALON 로봇은 2억 7천만원
($23,000)에 불과하다. 게다가 인간은 죽거나 부상을 당하면 전투현장에서 이탈해야 하고 그를
대체할 다른 인원이 다시 투입되어야 하나, 로봇이 전투중 고장이 나면 재정비하여 쓸 수 있기도
하다(Francis 2013). 이처럼 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는 점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도 하다.
반면, 자율무기체계의 군사적 활용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그 근거로는 먼저, 자율살
상무기체계의 오판으로 인해 분쟁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살상무기체계가 소규
모 국지도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필요 이상의 대응을 하게 되고, 이를 학습한 적국의 자율살상
무기체계는 더욱 강력한 대응이 반복되는 형태로 확전(escalation)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율살상무기체계가 비국가단체나 테러 집단, 독재자의 손에 넘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
우를 우려한다. 특히, 국가 내에서 이뤄지는 내전이나 독재자가 국민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자
율살상무기체계가 사용될 경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법적이며 통제불능의 무분별
한 폭력도 자행될 수 있다. 끝으로,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도 비용을 줄이면서 더
효율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은 오히려 무력사용의 문턱을 낮춰 더
잦은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자율살상무기체계를 둘러싼 여러 쟁점 중 핵심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정리
해보면, 자율살상무기체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행위자별 이익에 따라 여러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무기체계 그 자체를 불법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무기체계를 어떻게 운용할 것
1)

스워밍(swarming)이란 ‘매우 작고, 흩어져 있으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많은 단위부대들이 병력 또는 화
력으로 고통의 표적에 대해 지속적인 타격을 가하는 교전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종용・이승철 2017, 357;
Arquilla and Ronfeldt 202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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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초점을 맞춰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한편, 이를 활용했을 때 군사적 이점과 부
작용은 아직 충분히 실례로 검증되지 않아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
본 국제사회의 논의 전개과정과 그 속에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자율살
상무기체계의 군비통제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

Ⅲ. 자율살상무기체계 군비통제 가능성 검토
1. 군비통제의 일반적 개념
무정부상태의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안보(생존)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각 개별국가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군대를
발전시킨다. 전투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절대적인 병력의 수를 증강시키는 양적 팽창도 있으나,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도입함으로써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질적 팽창도 있다. 그러나 양
적이든 질적이든 그 방식을 떠나 지속적으로 군비를 팽창시키는 것은 단기적으로 국가안보에 도
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적국과의 무제한적인 군비경쟁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건설한 군사력이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는 안보딜레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비경쟁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경제,
보건,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기도 한다.
냉전시기의 소련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어 군비를 확충하는 것만
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므로, 당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각 국가는 군비통제를 통해 무한 군비경쟁
에 따른 안보딜레마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한다.
군비통제는 원래 핵 군비경쟁 억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국가 간에 군
사력 전반 또는 특정 무기체계의 개발, 배치, 운용 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
다. 군비통제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군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군비경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으
로써 전쟁을 회피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외교부 2021, 10).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무기의
수를 감축시키거나 개발을 제한하는 것보다 위험의 감축에 초점을 맞춰 안정성(stability)을 확보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당사국 간 맺은 약속을 통해 상대국의 행동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당사국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
고, 여기서 절감된 비용은 다른 분야의 성장에 투입될 수 있다(남만권 2004, 32-33).
군비통제는 참여국의 수, 무기의 형태, 통제의 대상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전 시기 미-소간 이루어졌던 전략무기제한협정(SALT)는 쌍무적, 구조적, 핵
무기 군비통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은 다자간, 운용적, 재래식무기 군비통제의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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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군비통제 체제가 존재하나, 그 형태에 관계없이 군비통제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존재한다. 첫째, 군비통제체제 참여국 간 군비통제의 필요성에 대
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군비증강은 자국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지만, 군비통제는
반드시 상대방의 호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쌍무적이든, 다자적 군비통제든 참여국의 공감대가 형
성되지 않는다면 군비통제를 위한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 군비통제를 했을 때 당사국
모두에게 전쟁 위험의 감소, 경제적 이득 등 국가안보에 현저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무정부상태
의 국제관계에서 국가안보상의 이익은 사활적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비통제를 통해 일부 국
가가 일방적으로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진다면 그 군비통제는 성립되기 매우 어렵다. 셋째, 군비통
제의 협상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당사국 간의 상호 신뢰가 수반되어야 한다. 상대가 고의
적으로든 교묘한 방법으로든 언제든 조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불신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배신에
대응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군비통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2. 자율살상무기체계 군비통제의 가능성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자율살상무기체계가 등장할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논의는 선제적이며, 법적 구속력
이 있는 조약을 만들어 자율살상무기체계가 등장하기 전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Arkin 2009). 그러나 자율살상무기체계의 등장과 관계없이, 또 CCW/GGE의 틀이나
새로운 틀에서든 이에 관한 국제사회의 활발한 논의가 지속된다고 가정해도, 이른 시일 내에 자
율무기체계에 대한 국제규범이나 실효성 있는 군비통제체제가 탄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구체적이며 강력한 군비통제 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
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자율살상무기체계 사용 금지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대부분의 국가들
은 아프리카나 남미의 저개발 국가로, 사실상 자율살상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이다(김광우 2018, 128). 이는 제각기 다른 언어로 자율
살상무기체계를 정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율살상무기체계를 정의할 때 그 특징의 범위를 최
대한 포괄적인 방향을 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그 자율살상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어렵다면, 잠재적 적이 될 수 있는 다른 국가가 자율살상무기체계를 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매
우 좁은 범위에서만 무기체계를 운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자율살상무기체계 개발에 국가적 노력을 쏟고
있으며, 반자율무기체계 등 첨단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자율살상무기체계 대한 규제
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거나 테스트 중인 무기체계, 또
는 사용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무기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살상무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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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범위를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려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한 번 작동하
면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무기체계를 자율무기체계라고 규정하며, 완전자율무기체계의 ‘사용’만
을 금지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무기체계에 완전 자율권을 부여하고 인간의 개입
을 최소화하자는 견해를 갖고 있다(김광우 2018, 128; 김민혁·김재오 2020, 184). 이처럼 극
단적인 특성으로 자율살상무기체계를 규정하는 이유는 자국이 개발하거나 보유하려는 무기체계
를 국제적 규제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과 보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다는 것은 군비통
제의 시작을 매우 어렵게 하는데, 역사적 사례로부터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성공적인 군비통
제로 평가되는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1990년 체결된 유럽 재래식 군사력 감축 협상(CFE,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에서는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헬기
5종의 공격무기를 감축대상무기로 선정하였고, 여기에 참여한 30개국이 40개월 동안 약 58,000
점의 중장비를 감축했다(남만권 2004, 158-163). 또한, 미-소 간에 이행된 수차례의 핵 군비통
제 역시 사전에 합의된 명확한 규칙에 따라 보유한 핵무기의 절대적인 숫자를 제한하거나 감축
하는 양적 군비통제를 진행했다(Sauer 2020, 239). 한편, 무기체계가 등장하기 전에 성공적으로
선제적 무기통제가 된 사례인 실명 레이저 무기통제도 있다. 1995년 CCW에서는 실명 레이저
무기(blinding laser weapons) 금지에 관한 제4의정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의정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자간 군비통제에서 무기체계 특성을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제4의정서의 1항에 제시된 실명 레이저 무기는, “나안 및 시력 교정 장치를 착용한 눈
에 영구적인 실명을 초래하기 위해 고안된 무기(laser weapons specifically designed to cause
permanent blindness to unenhanced vision, that is to the naked eye or to the eye with
eyesight corrective devices)”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4항에서 ‘영구적인 실명(permanent
blindness)’을 “회복의 전망 없이 심각하게 무력화되는 불가역적이고 교정 불가능한 시력의 상실
(irreversible and uncorrectable loss of vision which is seriously disabling with no prospect
of recovery)”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무력화(seriously disabling)’란 “두 눈을 모
두 사용하여 측정했을 때 20/200 스넬렌 미만의 시력2)(Seriously disabling is equivalent to
visual acuity of less than 20/200 Snellen measured using both eyes)”이다. 즉, 다자간 군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실효
성 있는 통제가 가능하고, 이후 국제기구의 검증이나 사찰도 가능하여 군비통제의 지속성을 보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고 이를 통한 양적 군비통제가 어려운
현재 단계에서는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군비통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2)

네덜란드 안과 의사인 헤르만 스넬렌에 의해 개발한 시력측정의 단위로, 20/200 측정치는 법적으로 시각장애
인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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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둘째,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규제나 금지를 가하는 군비통제체제가 만들어졌을 때
이에 참여한 국가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가안보상의 공동이익이 부재한 상황이다. 앞서 군
사적 이점에 관한 쟁점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율살상무기체계를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으로 인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은 패권경쟁을 위해 자율살상무기체계의 개발과 사
용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며, 인도와 같은 중견 국가는 자율살상무기체계의 개발을 통해 선진국
과 군사력 차이를 좁힐 기회로 여기고 있다(Sauer 2020, 244). 자율살상무기체계의 개발과 운용
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을 제외한 다자간 군비통제체제가 출범하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
며 그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선도국가들은 그
들의 개발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하여 선도국가로서 확고한 위치를 선점했을 때, 즉 소위 ‘사다
리 걷어차기’가 가능한 시점이 되어야만 자율살상무기체계를 규제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
낼 가능성이 크다.
셋째,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유의미한 군비통제체제가 등장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요 당사국(stakeholders)간의 전략적 경쟁과 상호간의
불신에 기인한다.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 기
술의 연구, 개발, 배치는 이미 전략적 경쟁을 심화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 경쟁을 받
아들이고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NSCAI 2021, 159). 한편, 자국이 마련한 적절한 절차를 통해 미
국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을만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무기체계를 도입하고, 국제인도법에 따
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경쟁국이 자국과 같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율무기체
계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표했다(NSCAI 2021, 92). 한편 중국은 2017년에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New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Plan)’에
서 203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AI굴기’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오춘호 2021). 그러면서도 같은 문서에서 몇가지 나름대로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였으
며, 2019년 6월에는 인공지능국가통치위원회에서 인공지능 개발의 8가지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2020년 CCW/GGE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대한 책임있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CCW/GGE/WP.7 2020, 32).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역시 지난
2017년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국가가 향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정미하
2017). 그러면서도 CCW/GGE에 제출한 러시아의 입장문에서는 자율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사용
하는 데 있어 자국의 법 테두리 내에서 책임감 있게 진행할 것이며, 기술의 발전정도에 관계없이
인간의 통제 하에서 운용하고,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CCW/GGE/WP.7
2020, 76). 이를 종합해보면, 주요 강대국들은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경쟁을 스스로 받아들
이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여 법적, 윤리적 테두리를 스스로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중요한 것은 각각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원칙있는 개발과 운용을 강조하면서도 상대방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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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살상무기체계를 운용함에 있어 책임있는 조치나 법적,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정치적 의
지의 표명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국의 정치적 선언이나 국제회의에
서 발표하는 내용만을 믿고 자국의 자율살상무기체계의 개발을 늦추거나 중지하는 것은 전략적
경쟁에서 스스로를 열세에 빠뜨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검증 방법과 수단이 부재하다. 군비통제체제가 지속
되기 위해서는 권위있는 기구 또는 당사군 간에 조약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율살상무기체계의 ‘자율
성’이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형의 무기체계가 아니라 특정 무기체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function)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자율살상무기체계는 그 모드를 전환함에 따라 원격
조종무기체계로 변화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재래식 무기체계도 얼마든지 약간의 개조나 성능향상
을 통해 자율살상무기체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전 중 자율살상무기체계로부터 공격
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피해를 입은 측에서 이를 증명해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율살상무기체계를 이용하여 요인 암살이나 정밀폭격 등을 시행하더라도,
이러한 공격을 가한 쪽에서는 국제적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이를 인간 운용자에 의한
공격으로 발표한다거나 군사적 기밀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임무 종료시 통
신기록이나 사전 주입된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을 가졌거나 자폭 기능을 가진 자율살상무기체계
일 경우 인간의 개입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사후검증에서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3. 대안의 모색
전통적인 군비통제의 조건에 비추어보면, 자율살상무기체계를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고 그 양적 측정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는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군비통제체제가
출현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
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있다. 먼저 일정 기간 동안 자율살상무기체계의 개발, 배치, 이전을 유예
(moratorium)하는 것이다. 단, 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방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기체계와
비살상무기체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모라토리움을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자율살상무기
체계가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제사회가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
지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주
요 강대국들이 경쟁국보다 자율살상무기체계 분야에서 우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조급함에서
비롯되는 군비경쟁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모라토리움이 되
기 위해서는 검증 수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군 인사 교류(military-to-military contact), 기술
교류를 통해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목록을 공개하거나, 미
사일수출통제체제(MTCR)와 같이 자율살상무기로 활용될 만한 기술이나 장비의 수출목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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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제출하는 방식, 자율살상무기체계가 작전을 수행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설
계하여 의심이 될만한 정황이 있을 때는 사후조사가 가능토록 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Arkin
2009).
한편, 현재 자율살상무기체계의 근간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민간분야에서 군사 분야
로 옮겨오는 전형적인 스핀 온(spin-on)의 형태를 띄는 것에 주목해볼 수 있다. 당장으로서는 국
가 간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기술의 원천을 제공하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선제
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상업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하고, 그들이 축적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살상용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 구글이 미 국방부 군사 프로젝트인 ‘메이븐(Maven)’에 AI 기술 지원
계약을 체결한 것에 직원들에 반발하여 철수한 바 있다(박유빈 2021). 또한, 지난 3월에는 마이
크로소프트(Microsoft), 페이스북(Facebook), IBM 등 글로벌 IT기업에서 AI윤리를 담당하는 총책
임자들이 웨비나(Webinar)를 개최하여 자사의 AI윤리 정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박
혜섭 2021). 이러한 노력들을 더욱 활성화시켜 만든 전지구적인 기술・산업계의 원칙은 국제사
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 CCW/GGE의 11개 원칙(guiding
principles)와 결합되면,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군비통제가 만들어지는 것에 준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자율살상무기체계 개발 경쟁은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만큼 국제사회의 뜨
거운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당분간 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거나 의도된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제가 출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
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결론을 대신하여 향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
고자 한다.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군사적 용도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
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 발행된 자율살
상무기체계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선제적 금지에 반대하는 국가로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과 함께 한국이 명시되어 있다(Sayler 2021). 또한, 해외의 많은 전문가들
은 한국의 비무장지대에 배치되어 운용중인 무인경계시스템인 SGR-A1 센트리 건을 실전 배치
된 자율무기체계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신성호 2018, 21). 한편, 국방부는 『국방백서 2020』
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국방운영의 전 분야를 지능화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예로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지휘통제 능력을 확보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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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했다(국방부 2020, 112). 육군 교육사령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여단급 전술제대가 작
전 간 전투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첫째, 한국은 자율살상무기체계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과 정책을 정리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7년부터 진행된 CCW/GGE 최종보고서를 찾아보면 한국은 아직까
지 단 한 번도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는 보고서(working paper)를 제출
하지 않았다. 이는 거의 매년 제출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앞의 국가
들이 지속적으로 일관된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무기체계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를
둘러싼 파워 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논
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다른 선도국가들과 폭넓게 교류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목
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자율살상무기체계 대한 국내 수준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부 정책은 2019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있고, 2020년 말에는 같은 부처에서 인공지능 윤
리기준도 마련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20). 이러한 상위 개념을 기반으로 국가안보실 또는 국방
부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살상무기체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어떠한 원칙
을 기준으로 운용할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 미래에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자율살상무기체계가 규제되는 것과는 별
개로 잠재적 적국이 전장에서 자율살상무기체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모색해볼 수 있겠지만, 한국 또한 자율
살상무기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개발과 함께 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법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간 운용자(human operator)를 육성하고 관련된 군사교리를 개발하는 데에
도 각별한 노력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 운용자의 무지 또는 무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
기능을 예방하고, 무기체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율살상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물
론, 한국의 상황에 맞는 자율살상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국은 전시작전의 대부
분을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수행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들과
같이 자율살상무기체계 또한 미군의 그것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의 NSCAI 또한 인공지능 군(AI-enabled militaries)을 건
설하는 데 NATO, FIve Eyes,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협력할 것을 미국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NSCAI 2021, 82). 한국은 이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trategic
Consultative Meeting)와 같은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자율살상무기체계의 개발, 운용 협력’을 의
제로 채택하여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국방정책의 목표와 연합작전 간 자율살상무기체계 운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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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등을 조율하여 양국의 전략적 목표와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맹국
이나 우방국과 기술 교류, 협력은 미국이나 중국을 만큼 천문학적인 자율시스템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는 한국에게 필수적이기도 하다.
끝으로, 주변국의 자율살상무기체계 개발 동향에 관심을 경주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
쌓고 있는 중국, 러시아는 자율살상무기체계 개발에 선두국가인 동시에 한반도에 지정학적 영향
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다. 게다가 한국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두 국가와 전통
적인 우방관계를 맺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자율살상무기체계나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에 자율시스템을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개발 현황과 수출 활동, 기술 이전,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자율살상무기체계의 능력 등 핵심적
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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