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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0년 유엔 사무총장인 구테흐스(Guterras)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21세기 인류가 직면하
게 될 가장 가공할만한 안보위협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됨에 따라 인
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드론 등과 같은 기술발달은 군사안보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걸
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위협 역시 창출하고 있다. 구테흐스는 특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놀라운 능력과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으나 인간의 판단이나 책
임이 부재한 인공지능 기반의 ‘치명적 자율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이후
LAWS로 표기)는 우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윤리 및 정치 영역으로 이끈다고 말하였다
(Guterras 2020).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 2015년 7월 28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
최된 ‘국제인공지능 컨퍼런스’(IJCAI)에서 스티븐 호킹 박사나 노암 촘스키 교수 등 2500명이 넘
는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무기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시하였다(중앙일보 2020/11/27).1)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제사회나 국제기구의 요구와는 달리 대부분
의 AI 선도국인 강대국들은 표면상 치명적 자율무기의 확산에 대하여 경계하는것 같지만 실상은

1)

https://news.joins.com/article/2393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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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은 국력과 직결된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러시아
의 푸틴 대통령은 “인공지능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위협은 예측하기 어렵다. 어느 국가
가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국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국가는 곧 세계의 지도국이 될 것이다”2)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중국 역시 2017년 ‘차세대 AI 발전 계획’(Next Generation AI Development
Plan)에서 AI를 국제 경쟁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기술(strategic technology)로서 기술한 바 있다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21).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과 같은 국
가들은 치명적 자율무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국
제법이나 국제규범은 없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이 개발 중이라고 여
겨지는 자율무기는 향후 국제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한 자율무기 개발을 규제하
는 국제규범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규범화를 둘러싼 국가들의 협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
가?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먼저 인공지능 군사무기 활용이 국제정치에 미
칠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다음 현재 인공지능 발전을 둘러싼 국제협력 및 이를 규제하는
국제규범화의 방향에 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국제정치 현실주의자들(realists)의 논리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AI 개발 통제를 동의한다는 것은 그러
한 행위가 AI 선도국인 강대국들의 국가이익에 부합될 때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AI 선도
국들은 새로운 규범을 윤리적인 고려에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규범이 자신들이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과는 달리 사고(idea)나 규범(norm)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자들(constructivists)들은 새로운 규범들이 국가들의 현실적 고려나
제도적 동학과 상호작용을 하여 국제정치에 의미 있는 변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가치와 인공지능 군사무기가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할 때 향후 AI
규제 규범은 ‘완전자율’이나 ‘의미 있는 인간통제’ 등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정의를 원론적으로 표
방한 정치선언에 그치거나 아니면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독점하고 타국에 대하여 개발이나 소유
를 제한하는 것처럼 소수 AI 선진국들의 이해가 일치하는 가운데 더욱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제2장에서는 인공지능 군사무기 발전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본다. 다음 3장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국제정치 안보환경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LAWS를 둘러싼 다양한 국제 인도주의적 담론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
한 제4장에서는 인공지능 분야 군사협력 및 국제규범화 가능성에 대하여 전망한다. 마지막 장에
서는 본 연구를 요약한 뒤에 이러한 LAWS와 이에 대한 규범화의 한국적 함의에 대하여 언급한
다.

2)

https://www.theverge.com/2017/9/4/16251226/russia-ai-putin-rule-the-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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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공지능 군사무기 발전
인공지능을 적용한 무기는 사람의 감독 및 통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된
다. 첫째, 인간이 원격조정하는 무인탱크나 함정 등은 ‘인 더 루프’(in-the-loop) 단계이며, 둘째,
미사일 방어망과 같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최종적으로 인간의 관리 및 감독하에 있는
단계는 ‘온 더 루프’(on-the-loop)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일단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되면 인간
이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완전자율무기 또는 킬러로봇이
작동하는 ‘아웃 오프 더 루프’(out-of-the-loop) 단계로 구별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호로위츠
(Horowitz 2020, 396)는 특정 문제해결이나 업무의 완수를 위해 사용되는 ‘협의적 인공지
능’(narrow AI)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적인 업무도 행할 수 있는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하 AGI)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AI 실행 책임자인 국
방부 부장관을 지낸 로버트 워크(Robert Work)는 AGI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군사무기에는 활
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만약 그런 무기가 생긴다면 국방부가 극도로 조심할 것이라고 말
한 바 있다(폴 샤레 2021, 36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전쟁에는 기계가 자율적으로
교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육상, 해
상, 공중에 로봇을 배치하려고 경쟁하고 있다. 드론은 100여개가 넘는 국가뿐만 아니라 하마스,
헤즈볼라, ISIS 등과 같은 비국가 무력집단까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 많
은 자율시스템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 외에도 한국은 비무장지
대에 군용로봇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완전자율형 로봇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로봇 센트리건
(SGR-A1)을 배치하였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순찰을 위해서는 무인 정찰차량인 가디움
(Guardium)과 해안을 순찰하기 위해 프로텍터(Protector)라는 무인 고속정을 각각 운용하고 있
다. 또한 무인전투기의 형태로 영국의 타라니스(Tranis), 중국의 샤프 스워드(Sharp Sword), 러
시아의 스캇(Skat) 등이 개발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자율무기의 대부분은 방
어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간이

감시하고

필요하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human-on-the-loop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개입이나 통제가 전혀 없
이 작동할 수 있는 human-out-of-the-loop 형태의 군사무기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과거 화약과 핵무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율무기의 확산은 전쟁 수단 및 방
식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시드니공과대학교(UTS)의 로봇공학 교
수 매리앤 윌리엄스 교수에 따르면 “무기화된 로봇은 영화 쥬라기 공원의 벨로키랍토르와 유사
하다. 민첩하게 기동하고, 번개 같은 속도로 반응하고, 컴퓨터 네트워크가 전송하는 정보로 강화
된 고정밀 센서로 인간을 ‘사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한다(Nott 2017). 이처럼 군사무기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장차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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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들이 자율기능을 도입하게 되면 우선 군의 병력 소요가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신
성호(2019)에 따르면 2016년 취역한 미 해군의 최첨단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Zumwalt) 호는 이
전에 수백 명이 수행했던 기능이 최첨단 자율체계에 의해 대체되면서 통상 1293명의 승조원이
운영되었던 재래식 구축함의 10퍼센트에 해당되는 141명에 의해 운용된다고 한다. 또한 자율기
능이 도입되면 효율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전투 수행 시 인공지능 군사무기는 전쟁터
에서 특정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
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지형적인 요인이나 날씨와 같은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고
도의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선진국들은 자율무기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
다.
이처럼 인공지능 선도국들은 인공지능 분야의 선점이 곧 군사적 우위로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오늘날의 선진적인 방공시스템의 대부분이 이미 자율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들은 자율무기 체제에 방점을 두고 개발되고 있다(Boulanin and Verbruggen 2017). 따
라서 자율무기의 등장은 먼 미래의 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20
년 3월 LAWS가 이미 리비야에서 사용되었으며, 해당 무기체제는 운용자와 무기 사이 데이터 연
결 없이 목표물을 공격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고 한다(United Nations 2021, 17). 이러한 상황
에서 ‘킬러로봇 반대 운동(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과 같은 국제기구들과 많은 국가들
은 ‘규범창출자’(norm entrepreneurs)로서 LAWS를 국제협약으로 금지하기 위해 규범화를 시도
하고 있다.

III. 인공지능의 발전과 국제정치적 쟁점
1. 인공지능 발전과 국제 안보환경 변화
인공지능 무기 발전은 화약과 핵무기의 발전에 이어 제3의 전쟁혁명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
거 화약과 핵무기의 등장이 전쟁의 방식과 나아가 국제정치 안보환경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인공
지능 발전과 같은 신기술 역시 개별 국가를 넘어서 국제정치의 근본적 변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많은 국제정치 학자들은 기술혁신이 곧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포젠(Bary Posen)과 로젠(Stephen P. Rosen)과 같은 학자들은 기술
혁신만으로 세력균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군대가 그러한 기술혁신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Posen 1984; Rosen 1994; Adamsky 2010). 그러나 기술혁신 자체가
곧바로 국제정치 안보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인공지
능이 무인작전, 정보수집 및 처리, 군사훈련 등 군사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경우 ‘게임 체인
저’ 역할을 할 혁신적인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새롭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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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인공지능 군사무기가 전쟁의 수행 방식 및 국제정치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본
다.

인공지능과 ‘억지’(deterrence)
우선 인공지능 군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들은 외부 안보위협에 대하여 이전보다 강한
억지력을 갖기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LAWS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통상적인
무기 시스템과 비교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로서는 ‘신뢰할만한
2차 공격 능력’(credible second-strike capability)을 확보하기가 이전보다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만약 LAWS의 군사적 활용으로 적의 지휘통제 체계를 ‘신속하게’ 궤멸시키고 적이 반격
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제거할 수 있다면 LAWS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군사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적보다 먼저 선제공격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다(Horowitz 2019, 782).
인공지능은 사이버 공격(cyber attacks)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 인공지능이
사이버 공격과 결합되면서 사이버 공격 행위자들은 기존의 룰 베이스(rule-based) 탐지도구의
레이더 아래 있으면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표적공격을 지휘할 수 있다.3) 미국의 전 국가안
보국장인 키스 알렉산더(Keith Alexander) 장군은 국방부 내에 있는 15,000개의 분리된 전산망
을 뜻하는 ‘엔클레이브’(enclave)를 방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면서 인간이 루프에서 벗
어나 네트워크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비하는 측에서는 취약한 부분을 모두
막아야 하지만 공격자는 침입할 곳을 딱 하나만 찾아도 된다(폴 샤례 2021, 324, 331).4)
또한 인공지능은 군집드론(drone swarm)과 같은 무기체계를 중요한 군사적 수단으로 만들
어 준다. 즉 AI 자율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군집드론 공격이 훨씬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다. AI 기
술이 드론에 활용된다면 궁극적으로 다수의 소형 드론들은 벌이나 개미와 같은 유기체들이 군집
을 형성하는 것처럼 동기화된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집단적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김경수·김지훈 2019). 전장에서 일부의 드론들이 격추되거나 이탈되더라도 추가된 드론들
이 전투력을 복원시킬 수도 있고 낯선 환경에서도 GPS나 제어장치의 통제 없이 손쉽게 적응하
여 전투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최근 미국 해군대학원이 행한 시뮬레이션에서 신의 방
패라고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조차 군집드론의 공격을 절반밖에 막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자폭 기능을 갖춘 소형 드론을 군집해 이지스 구축함을 공격하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공격
에 동원된 드론 8대 중 4대가 목표물 타격에 성공했다(한국일보 2019/9/27).5) 따라서 이러한
3)
4)

5)

https://www.technologyreview.kr/preparing-for-ai-enabled-cyberattacks/
물론 자율적인 사이버 도구를 활용하다면 공격자와 수비자 사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극복할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국방부 부장관인 밥 워커는 이 경우에도 “수비하는 쪽이 오히려 유리하도록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폴 샤례 2021, 331)라고 언급한다.
시뮬레이션에서 이지스 구축함이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2대를 보완하면 2.5대가,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전자전(Jamming) 공격체계를 추가했을 때에는 1.56대가 자폭공격에 성공했다.
기만체계까지 추가로 설치해 모든 방안을 동원했을 때에는 최종 1.12대의 드론이 자폭작전을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이지스함의 대공방어능력을 무력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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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방어가 공격에 비해 훨씬 어렵게 된다면 개별 국가들은 이를 극
복할 수 있는 억지 수단이나 전략적 방안이 부족하게 되어 더욱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낄 수 있
다.

인공지능과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LAWS의 확산은 궁극적으로 국가 간 안보딜레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보딜레마란 국가 A가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여 군사력을 증대시킨 결과 상대국인 국가 B는 이로 인해 안보위협을 느끼
고 자국의 군사력을 증대시켜 역설적으로 먼저 군사력을 증대시켰던 국가 A가 이전보다 더 취약
한 안보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말한다. 일찍이 저비스(Jervis 1978)는 이러한 안
보딜레마를 심각하게 만들거나 완화시키는 것은 ‘공격-방어의 균형’(offense-defense balance)
과 ‘공격-방어의 구별’(offense-defense differentiation)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저비스의 논
리에 따르면 안보딜레마는 방어보다는 공격이 이점을 지닐 때와 국가를 방어하는 무기가 공격용
으로 쓰이는지 방어용으로 쓰이는지 구별이 어려울 때 가장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계가 사람의 결정 속도를 상회하여 전투의 국면을 가속화시키고 결과
적으로 전투에서 인간의 통제를 상실하게 만든다(Scharre 2017, 26). 또한 인공지능으로 군사무
기는 더욱 신속화, 소형화, 다양화, 복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를 이해하기 더욱 어렵게
된다. 이러한 가공할만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속도와 인간이 따라잡기 어려운 인공지능 기반의 군
사무기 특징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질적으로 방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선제공격하는
행위자에 많은 우위를 가져다 준다(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38). 인공지능
군사기술은 공격-방어 균형의 변화 뿐만 아니라 많은 불확실성 또한 발생시키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국가들의 안보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저비스는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의 군사력을
측정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들의 의도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안보딜레마로 인하여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Jervis 1978, 186). 다른 주요 국가들도 현재 인공지능 군사기술
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과 국가들 서로 상대국들의 인공지능 발전단계를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주요
국가들 간 군비경쟁(arms race)을 일으키게 된다. 즉 AI 선도국의 기술 우위는 인공지능 기반의
무기 및 사이버 무기를 선제적으로 이용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군사적으로 더욱 용이하게 하지만
상대국의 AI 발전 상황을 감시할 만한 효과적인 기제가 없기 때문에 국가들의 안보딜레마는 더
욱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미국 국방부 부장관인 로버트 워크(Robert Work)는 “만약 우리의 경쟁국들이 터미
네이터를 만들고, 우리는 여전히 기계가 인간을 돕고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으며, 그리고 터
미네이터가 비록 좋지 않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우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26158275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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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6)라고 질문한다. 워크가 가정한 상황은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에 완벽하
게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한 국가가 더 나은 자율성을 추구하고 그 결과 그 국가의 빠른 반응
시간이 다른 국가들의 안보를 저해한다면 그것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유사하게 더 많은 자율
성을 추구하도록 야기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모든 국가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게 되면 결과적으
로 자율성의 추구는 해당 국가들을 더욱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Scharre 2021, 125).

인공지능과 ‘국민국가’(nation-state)
인공지능의 발전은 국민국가의 위상을 공고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를
야기할 것이냐는 인공지능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과거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전쟁이라고 한다. 틸리(Tilly 1975)에 따르면 중세 유럽
은 제국, 도시국가, 도시연합, 지주 네트워크, 해적 연맹, 전사 집단 등 다양한 유형의 통치체가
존재하였으나 “전쟁은 국가를 만들었고, 국가는 전쟁을 일으키는” 반복 속에서 국민국가의 위상
은 강화되고 조직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증가
해지는 상황에서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수행한다는 찰스 틸리의 주장이 여전히
적실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자율무기를 둘러싼 국제정치 안보환경에서
국가행위자가 유일한 주체가 아니며, 새로운 안보위협 및 전쟁은 오히려 국민국가를 해체시킬 수
도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무기체계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전쟁의
전문화가 일어남에 따라 국가는 군사임무를 일정부분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
PMC)과 같은 비국가 전투전문가 집단과의 계약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상배
2019). 베스트팔렌 조약을 야기했던 30년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전쟁
을 수행할 수 있었던 행위자는 조세수입을 통해 통치를 집중할 수 있었던 국가만이 가능하였고
곧 국가에 의한 전쟁의 국유화가 가능해졌다고 한다(홍태영 2016, 97). 그러나 인공지능 군사기
술은 국가가 무력행사의 주된 행위자가 아니라 특화된 비국가 전문가 집단들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야기할 수 있기에 궁극적으로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관념과 정체성을 변화시켜
국민국가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7)

6)

7)

Robert O. Work, “Remarks at the Atlantic Council Global Strategy Forum,” Washington, DC, May
2, 2016, http://www.atlanticcouncil.org/events/webcasts/2016-global-strategy-forum
반면 인공지능 군사기술이 국가의 권위에 잠정적으로 도전하는 세력들을 감시하고 그 위협을 선제적
으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국민국가의 위상을 오히려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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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발전을 둘러싼 인도주의적 담론
인공지능 군사기술과 관련하여 전장에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결정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에게 맡겨도 되느냐는 근본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인권 및 국제법적인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Sharkey 2008). 인공지능 군사기술과 관련한 구체적인 비판으로는 우선 인공지능 시스템이 전
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할 능력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즉 인공지능 군사기술이 전투
원과 민간인을 구분하는 국제법적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결여되었기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비
판이다. 특히 게릴라전이나 테러의 경우 전투복을 입지 않는 전투원들과 민간인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 경우 이른바 ‘구별성의 원칙’이라는 국제법 원칙을 지
키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밖에 인공지능 군사기술이 도입되면 전쟁 당시 군사적 목적
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비례성의 원
칙’이 지키기 어렵다는 국제법 및 윤리적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군사무기의 인공
지능 알고리즘으로는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합리적 판단과 상식을
기대할 수 없는 인공지능 군사무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1977년 제네바협정 부
속의정서 제1조 2항의 법적원칙인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에 따르면 제네바협정 부속
의정서나 기타 국제협약에서 다루지 않을 경우 전투원들과 민간인들은 인도적 원칙(principles of
humanity)과 공공의 양심(public conscience)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인공지능 군사무기는 인
간의 양심에 반하는 무기사용을 금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제관습법에 위배가 된다고 주장한
다(김자회 외 2017). 이러한 국제법 또는 윤리적 쟁점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킬러로봇’의 금지를
촉구하는 정치적 운동이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반면에 인공지능 군사무기는 군사적 또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8)에서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군사무기로 활용함에 따
라 무기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기에 비전투원인 민간인들의 생명 역시 구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예를 들어 미국 조지아 공대 론 아킨(Ron Arkin) 교수는 자율무기를 ‘차세대 정밀유도무
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는 소총에 ‘소프트웨어 안전장치’를 달아서 전투상황을 평가하고 군
인들의 윤리적 조언자 역할을 하는 방법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미국 해군의 무기 설계자였던
존 캐닝(John Canning 2009)은 초정밀 자율무기를 통해 기계들이 사람을 직접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기를 표적으로 삼는 자율무기를 제안하였다.9) 론 아킨이나 존 캐닝과 같
이 자율무기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무기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록 비전투원인 민간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율무기사용이 더욱 인도주의적일 수
8)

9)

장기영(2020)은 군사적 효율성 측면에서 자율무기가 인간에 비하여 보다 넓은 지역을 정밀하고 효율
적으로 감시하고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간 병사를 운용하는 것보
다 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작전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https://ieeexplore.ieee.org/document/479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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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IV. 인공지능 규제 관련 국제규범화 현황 및 향후 국제협력 전망
인공지능 군사무기 관련 국제안보 규범화 현황
<표1>은 LAWS 금지에 대하여 현재 각국의 입장을 보여준다. 우선 LAWS 금지에 대하여 찬
성하는 국가들은 지부티나 페루와 같이 대부분 군사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이며 이러한 국가들은
완전자율무기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군수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들은 위에서 언급한
헤이그 협약이나 제네바 협약과 같은 국제법이나 윤리적 쟁점들에 기반을 두고 인공지능 군사무
기는 구별성의 원칙 및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인공지능 군
사무기들은 인도주의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군사적 위기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문
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행해지는 알고리즘 거래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매물폭탄
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인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es)가 일어나는 것처럼 국가들의 서로
다른 인공지능 군사무기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여 군사위기를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The Economist 2019/01/19).10) 주식시장에서는 플래시 크래시를
막기 위해 자동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11)를 사용하지만 전쟁터에서는 ‘타임 아웃’을 선언
할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이다(폴 샤레 2021, 346).
반면에 인공지능 선도국인 강대국들은 LAWS 금지에 대체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 중
에서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LAWS 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선도국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강대국들 사이에도 LAWS 규제에 대하여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우
선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은 LAWS 금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현존하
는 국제법으로도 미래의 군사무기 시스템을 검증하는데 있어 충분하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현
재의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단점들만을 고려하여 새로운 국제법을 창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들 국가들은 향후 인공지능 군사무기가 현재보다는 더욱 정밀해지고 또한 인도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이하게도 인공지능 선도국 중의 하나인 중국의 입장은 LAWS 금지에 원
칙적으로 찬성하나 LAWS 개발이 아닌 사용을 금지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
랑스와 독일은 현재로서는 LAWS 금지에 반대하나 향후 국가들이 LAWS에 관한 행동수칙에 동
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적어도 프랑스와 독일로 대표되는 국가들은 LAWS에 약간의 통제를 가하
“Trying
to
restrain
the
robots”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19/01/19/autonomous-weapons-and-the-new-laws-of-wa
r
11)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1987년 10월 뉴욕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투자자에게 냉정함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1989년 10월 뉴욕증시 폭락을 소규모로 막아낸 뒤 효과를 인정받아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를 도입·시행 중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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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The Economist 2019/01/19).12) 전체적으로 <표1>은 인공
지능 군사무기 규범화를 둘러싸고 강대국들로 구성된 자율무기 기술선도국들과 후발국들 사이에
는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1> LAWS 금지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찬성
알제리, 아르헨티나, 오스트

기타

반대

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지부티, 에콰도르, 이집트, 엘
살바도르, 가나, 과테말라, 바
티칸, 이라크,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나미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프랑스a, 독
중국a,b

일, 이스라엘a, 한국a, 러시아a, 스페인, 스
웨덴, 터키, 미국a, 영국a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우간
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aLAWS 개발이 가능한 국가
bLAWS 개발은 반대하지 않으나 LAWS 사용 금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찬성.

주: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1)에서 인용.
<표1>에서 보여주는 국가들 외에도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국제기구들 역시 LAWS 규제에
대한 규범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유엔 특정 통상무기 금지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이하 CCW로 칭함) 관련국들을 중심으로 자율
살상무기 규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4년 이후 CCW 관련국 총회를 통
해 LAWS의 법적, 윤리적, 기술적, 군사적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해 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
CCW 회의는 비공식 전문가회의에서 공식적인 정부 전문가 회의(GGE)로 바뀌었고 현재는 GGE
를 중심으로 LAWS 금지 규범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CCW 관련국들은
LAWS에 대한 일련의 이행원칙들을 채택하였고, 관련국들은 국제인도법이 LAWS에 적용될 것이
라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구체적인 이행원칙의 대강은 <표2>와 같다. 현재까지 CCW
관련국들은 ‘LAWS를 금지할 것인지 또는 규제할 것인지’ 또는 ‘이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할 것
인지’에 대한 여러 제안서들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해당 국가들은 LAWS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접근을 해야 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12)

“Taming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19/01/19/how-to-tame-autonomous-weapons

termin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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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LAWS에 대한 CCW의 이행원칙
모든 무기 체계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
무기 체계 사용 관련 인간의 책임 유지
신종 무기 개발, 배치 및 사용 관련 국제법에 따른 책임성 확보
신무기 도입 시 국제법상 금지 여부 결정
LAWS 분야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무기의 개발 및 획득 시 적절한 안전조치 및 비확산조치
고려
모든 무기체계에 있어 위험감소 조치 확보
국제인도법 준수에 있어 LAWS 분야 신기술의 사용에 관한 고려
LAWS 분야 신기술의 인격화 금지
자율기술의 평화적 사용 방해 금지
군사적 필요성과 인도적 고려간 균형을 추구하는 CCW가 동 문제 논의 틀로서 적절

주: 유준구(2019, 17)에서 인용.
LAWS를 국제협약으로 금지하기 위해 발족된 NGO들의 모임 ‘킬러로봇 반대 운동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은 현재 삼십이 넘는 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LAWS
를 대중적으로 광범위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W 외교가 현재 AI 기술이 개발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킬러로봇 반대 운동은 오늘날의 스마트 폭탄(smart
bombs)이 아닌 미래의 자율무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일반적인 자율화에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승인 없이 적을 선택하고 표적화하는 자율무기에만 반대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Horowitz and Scharre 2014; 장기영 2020). 현재 3,000명이 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공격용 자율무기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고, 60개 이상의 비정부 국제기구들이 킬러로
봇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끝으로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 일론 머스크(Elon
Musk), 스티브 워즈니악(Steve Wozniak)과 같은 과학기술계의 권위자들도 자율무기 반대에 같
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폴 샤레 2021, 17).

인공지능을 둘러싼 국제관계 및 국제협력 전망
인류역사상 군사무기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이런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에서 석궁은 그 위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잔혹한 무기로
여겨졌기 때문에 교황 인노첸시오 2세는 1139년 석궁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석궁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비확산 조약을 통해 핵무기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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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핵개발을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세이건과 발렌티노(Sagan and Valentino
2017)는 많은 구성주의 학자들이 안정적인 규범이라고 여기는 ‘핵 사용 금기 규범’(nuclear
taboo norm)과 ‘비전투원 면책 규범’(noncombatant immunity norm)을 미국 국민 대다수가 내
재화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13) 다른 최근의 사례로는 집속탄 금지 조약을 들 수 있다. 인도
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집속탄 금지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집속탄 금지 조약은 널리 채택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러시아, 한국 등 집
속탄 주요 생산 및 보유국들은 2008년 해당 무기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더블린 국제회의에 참석
하지 않았다(Rosert 2021). 이러한 과거 사례들은 실제 인공지능 군사무기 규제를 향한 규범화
노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인공지능 군사무기 금지에 관하여 전 지구적 국제협력이 특별히 어려운 이유는 무기 금지
에 대한 규범화가 AI 선도국인 강대국들이 아닌 대부분 AI 기술 후진국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게다가 이들 국가들은 그동안 인권에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었기에 인권침해에 중점을 두
고 AI를 규제하려는 규범 선도국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LAWS 금지에
찬성하는 쿠바, 짐바브웨, 과테말라, 이라크, 우간다와 같은 국가들은 인권수호에 대한 대외적 평
판이 높지 않은 국가이기에 LAWS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문제점들을 주장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LAWS 금지에 찬성하는 많은 국가들은 실제 인권에 대한 우려보다는 AI 군사무기화
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AI 선도국과 후발국 사이의 현저한 군사력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제규범
을 활용하려는 것처럼 보여진다(폴 샤례 2021, 519).
LAWS 금지 규범화는 현실적으로 LAWS 개발이 가능한 강대국들의 동의와 리더십이 절실
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Garcia 2015; 장기영 2020). 또한 LAWS 규제 규범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범이 강대국들(또는 강대국 정치엘리트들)의 이익에도 부합되어야 한
다. 따라서 LAWS 규제를 둘러싸고 향후 강대국 국내정치에서 전개되는 정치담론화 과정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찰리 카펜터(Charli Carpenter)는 완전자율무기에 대한 미
국 국민들의 정책선호를 분석한 결과 설문응답자의 55퍼센트가 전쟁에서 완전한 자율적인 로봇
무기를 사용한 것에 반대하였고, 자율무기를 선호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26퍼센트에 해당하였다.
특히 카펜터는 군 복무자와 참전군인들이 자율무기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14)
반면에 마이클 호로위츠(Michael Horowitz 2016)는 자율무기가 군사적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자
국의 군인을 더욱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응답자들은 자율무기에 대한 지지가 60퍼센트로

프레스 외(Press et al. 2013) 역시 핵무기가 핵심 목표를 파괴하는데 있어 재래식 무기보다 훨씬 효
율적인 상황에서 대중들이 핵무기의 사용에 더욱 찬성하는 경향이 발생하며 따라서 핵무기의 군사적
효율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핵 사용 금기’(nuclear taboo)가 완화될 수 있다고 한다.
14) Charlie Carpenter, “How Do Americans Feel About Fully Autonomous Weapons?” Duck of
Minerva,
June
19,
2013.
https://www.duckofminerva.com/2013/06/how-do-americans-feel-about-fully-autonomous-weap
ons.html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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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났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AI 선도국인 강대국 국내정치 맥락에 따라 완
전자율무기에 대한 대중들의 정책선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LAWS 규제 규범의
성공은 강대국 국내정치에서 전개되는 “아이언맨 vs. 터미네이터” 프레이밍 게임의 결과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15)
현재 LAWS 금지 규범화를 추구는 ‘규범창출자들’은 ‘킬러로봇’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
용하여 효과적으로 프레이밍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킬러로봇이라는 용어는 LAWS의 실제적인
폐해에 대해 단순하고 대중적인 메시지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러나 그러한 용어사용은 양
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킬러로봇이라는 용어는 공상과학소설의 느낌(sci-fi-feel)도 주기에
“LAWS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대중에게 줄 수 있다. LAWS 금지 반대자들은 이러한
기조하에 CCW에서의 규제 움직임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미래의 무기에 대한 선제적인 논의일
뿐이라고 폄하한다(Rosert and Sauer 2021, 16).
LAWS을 둘러싼 규범화가 가시적으로 달성되고 국가들이 그러한 국제규범을 잘 준수한다
고 해도 이러한 국제규범화가 국가들의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
다고 할 수 있다. 만약 LAWS 규제 규범이 규범화 이전과 비교하여 AI 선도국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규범화는 단순히 AI 선도국들의 국가이익을 반
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타라니스를 개발하고 있는 영국정부는 2016년 “영
국은 완전한 자율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개발하거나 인수할 의사도 없다. 우리
의 무기 운용은 항상 인간의 통제하에 이루어질 것이며 감독과 권한, 그 사용 책임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고 말했지만, 영국군은 자율체계를 반드시 상황을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
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런 능력에 부합하지 않은 시스템은 자율이 아닌 자동시스템으로
간주한다(폴 샤레 2021, 169). 비슷한 예로 몇몇 NGO와 국가들은 ‘의미있는 인간통제’를 요구하
고 있으며, 미국은 국방부 지침 3000.09의 표현에 따라 ‘적절한 인적 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16) 자율무기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는 현재 개발중인 자율무기를 국제규범에서 규정하는
자율무기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는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가시화될 국제규범은
AI 선진국들을 강하게 규제하기 보다는 AI 선진국들의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첨예하지 않는 범위
뉴욕타임스는 2016년 10월 26일 보도를 통해 미국 국방부는 인공지능 로봇 무기개발을 중국이나 러
시아와 같은 국가들에 대하여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으며 구체적인 형
태는 ‘터미네이터 형’ 보다는 ‘아이언맨 형’에 가깝다고 전한다. 당시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사
람들은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나오는 킬러로봇들과 결과적으로 인류를 파멸시키는 핵전쟁을 일으
키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스카이넷처럼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
며
로봇이
생사를
결정할
때에는
항상
인간이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https://www.nytimes.com/2016/10/26/us/pentagon-artificial-intelligence-terminator.html
16) 일찍이 토마스 셸링(Thomas Schelling)은 『갈등의 전략(Strategy of Conflict)』(1963)과 『군사무
기와 영향(Arms and Influence)』(1966)에서 가장 강력한 제약은 현저한 특징이 있으며 단순하고,
정도보다 질을 중요시하고, 인식 가능한 분명한 경계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LAWS에 대하여 명료하지 않은 표현 및 정의들은 효과적인 규범출현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
으로 전망하게 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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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LAWS에 대한 규범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무기 규제에 대한 움직임을 주도하는
행위자가 강대국들이 아니라 NGO나 AI 후발국들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향후 LAWS에 대한
의미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I 선도국들에게도 LAWS의 참혹함이나 확산이 AI 선도
국들의 군사적 효용을 넘어설 때야 비로소 성공적인 규범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
다. 이는 향후 LAWS 금지 규범화가 인도주의적 문제라는 프레임만으로는 성공적인 규범화를 달
성하기 어려우며, 강대국들 사이 안보적 이해관계나 강대국 국내정치에서 벌어지는 프레임 게임
이 규범화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LAWS 보유 및 군사적 사용이 강대국 지도자
들의 정치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상황이 전개되거나 핵무기의 비확산 조약(NPT)처럼 자율화
기술이 AI 선도국인 강대국들 외에 다른 국가들에게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때야 비로소 명확
하고 효과적인 AI 규제규범이 등장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AI 선도국들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무기가 국제정치 안보환경에 미칠 영
향에 대하여 먼저 알아본 뒤 자율무기 개발을 규제하는 국제규범화를 둘러싼 국가들의 협력 가
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계가 사람의 결정 속도를 상회하여 전투의 국면
을 가속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전투에서 인간의 통제를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AI 군사기술 격차
가 크지 않는 국가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국가들의 서로 다른 인공지능 군사무기들은 예
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여 군사위기를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 AI 군사기술
발전단계가 현저하게 비대칭적인 국가들 사이에서는 군사적 위기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과열
되지 않고 오히려 AI 군사무기가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공지능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궁극적으로 방어가 공격보다 어렵게 되는 안보환경이 조성된다면 해당 국
가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억지 수단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이는 국가들 간 심각한 안보딜레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만약 특화된 비국가 전문가 집단들 역시 인공지능 군
사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국가가 무력행사의 주된 행위자였던 근대 국제질서에서와는 달
리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관념과 정체성을 변화시켜 국민국가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
라 전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인공지능 군사무기 규제를 둘러싸고 전 지구적 국제협력이 어려운 이유
는
무기 금지에 대한 규범화가 AI 선도국인 강대국들의 주도가 아니라 대부분 AI 기술 후진국들
의 정책선호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실적으로 LAWS 개발이 가능한 강대국
들의 동의와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향후 LAWS 금지 규범은 인도주의적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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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레임만으로는 성공적인 규범화를 달성하기 어렵고 성공적인 규범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
대국들 사이 안보적 이해관계나 강대국 국내정치에서 벌어지는 프레임 게임이 향후 규범화를 결
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향후 군사무기에 대한 국제규
범은 AI 선진국들을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AI 선진국들의 국가이익을 어느 정도
반영한 상태에서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끝으로 LAWS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제규범을 분석한 본 논문은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
보환경 변화에 대하여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 또는 일부 국가들의 함선들이 자율무기이고 이러한 함선들이 봉쇄선을 넘
거나 또는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선박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발포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다고 한
다면 이러한 자율무기 함선의 등장은 동북아 안보환경에 많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의 입
장에서는 한국의 무기체계 역시 상대국들의 위협적인 움직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발포되도록
프로그래밍되었다고 ‘믿을만한 위협’(credible threat)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억지전략의 근간이 될
것이다. 또한 LAW 규범과 관련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관계국들을 이른바 포괄적 LAWS 사용
금지 조약하에서 규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인공지능 군사무기 개발로 국가 간 공포의 균형
(balance of terror)을 달성하여 상호 인공지능 군사무기 사용을 자제하게 하고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지 냉철하게 그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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