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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0년 11월 미하원 군사위원회 <미래국방TF 최종보고서>는 미국의 미래국방을 위한 최
우선 과제로 인공지능 우위를 내세웠다. 미하원 군사위원회의 미래국방TF는 2차 세계대전중에
미국 주도 하에 영국, 캐나다 등 동맹국들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원자폭탄개발을 추진했던 ‘맨
하탄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 모델을 제안하면서,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적용 경쟁에서 반
드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 미국은 미국의 압도적 군사우위를 뒷받침해 왔던 기
술우위가 인공지능 시대 중국의 기술력 부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2) 2019년 중
국국방백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이 빠르게 군사분야에 적용되면서 글로벌 군사력 경쟁의
양상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능화 혁신을 통한 2049년 세계일류강군
House Armed Service Committee, “Future of Defense Task Force Report 2020,” 2020.09.23
https://armedservices.house.gov/_cache/files/2/6/26129500-d208-47ba-a9f7-25a8f82828b0/6D5C7560
5DE8DDF0013712923B4388D7.future-of-defense-task-force-report.pdf?utm_source=morning_brew
(검색일: 2021.12.11.)
2) Department of Defense of U.S. “Summary of the 2018 Department of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4.
https://media.defense.gov/2019/Feb/12/2002088963/-1/-1/1/SUMMARY-OF-DOD-AI-STRATEG
Y.PDF(검색일: 2021.09.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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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3) 2021년 중국의 14차 5개년계획 또한 지능형 무기장비 개발 가
속화를 강군몽 실현의 핵심과제로 강조하였다.4) 이렇듯 미중 양국의 미래 국가전략과 국방전략
은 인공지능 기술에 주목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 주도 경쟁과 군사화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
다. 현재의 압도적 군사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과 지능화 혁신을 통한 비약적 발전으로 미
국과의 격차를 추격하고자 하는 중국이 모두 인공지능을 군사혁신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인공지능의 군사력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부상과 함께 군사화 경쟁이 확대되면서 인공지능 군비경쟁, 특히 미중
간의 인공지능 군비경쟁(AI arms race)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부상하였다.5) 인공지능 군비경쟁
연구들은 경쟁적인 인공지능 투자와 인공지능의 군사화 경쟁에 주목하고 있다. 군비경쟁(arms
race)의 개념은 무기획득에 있어 두 국가 혹은 국가간 연대간의 경쟁적, 자원제한적, 역동적 상
호과정으로 정의된다.6) 반면, 이러한 ‘인공지능 군비경쟁’ 프레임의 오류와 문제점을 비판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7) 로프(Roff)는 AI가 미사일이나 탱크와 같은 무기가 아니라 전자․컴퓨터네
트워크 등 다양한 적용범위를 가진 일반범용기술(GPT, general-purpose technology)이라는 점
에서 인공지능 경쟁은 ‘군비경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군비경쟁 프레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8) 샤르(Scharre) 또한 무기가 아닌 인공지능에 군비경쟁의 개념을 붙이는 것 자체에 오
류가 있다고 주장한다.9) 셔만(Sherman)은 미중 양국의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에 대한 승자독식
프레임(winner-takes-all arms race framing)의 오류와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미중 양국간의 상
호연계성과 인공지능 기술혁신의 개방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10) 이렇듯 인공지능 군비경쟁에 대
한 관심과 연구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간에 전개되는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의 배경과

国务院新闻办公室.《新时代的中国国防》白皮书全文. 2019.07.24
http://www.mod.gov.cn/regulatory/2019-07/24/content_4846424.htm (검색일: 2021.09.11.)
4)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 2020.11.03
5)
Paul Scharre (2019), “Killer Apps: The Real Dangers of an AI Arms Race.” Foreign Affairs.
135; Edward Moore Geist (2016), “It’s already too late to stop the AI arms race—We must
manage it instead.”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17 (5).
6) Michael D. Intriljgator & Dagobert L. Brito (2000), “Arms Races,” Defence and Peace Economics
11 (1). ; Mark Hughes,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w an arms race. What if the bad guys win?”
World Economic Forum, 2017.11.10; Adrian Pecotic, “Whoever Predicts the Future Will Win the
AI Arms Race,” Foreign Policy, 2019.03.05; Bernard Marr, “The New Global AI Arms Race:
How Nations Must Compete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bes, 2021.05.24.
7) Paul Scharre (2021), “Debunking the AI Arms Race Theory,”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 4
(3) ; Heather Roff (2019), “The frame problem: The AI “arms race” isn’t on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75 (3) ; Justin Sherman. “Essay: Reframing the US-China AI Arms Race,”
New America. 2019.03; Alexander Pascal, Tim Hwang, “Artificial Intelligence Isn’t an Arms
Race,” Foreign Policy, 2019.12.11.
8) Heather Roff (2019), “The frame problem: The AI “arms race” isn’t on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75 (3), 95-98.
9) Paul Scharre (2021), “Debunking the AI Arms Race Theory,”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 4
(3)
10) Justin Sherman. “Essay: Reframing the US-China AI Arms Race,” New America. 2019.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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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군비경쟁 양상에 대한 분석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양국간의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을 초래하고 있는 기술결정론적 인식
에 주목하고, 미중 양국간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을 전략인식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군구조혁
신, 군사기술 혁신, 규범 주도경쟁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미중 양국이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인식 즉 기술결정론적 인식과 상호 위협인식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양국간의 인공지능 군
사력 경쟁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미중 양국의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의 미래와 국제정치
적 함의를 제시한다.

Ⅱ. 미래 국방전략과 미중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
1. 기술패권경쟁의 국가전략과 국방전략
미래 국방전략의 중점은 미래 국가전략, 국가안보전략의 목표 실현을 지원하는 데 있다. 미
래 국방전략은 미래전쟁에서의 승리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제시하는 전략목표와 전략이익을 실현
을 지원하는 역할을 포괄한다.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국방전략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의 연계는 국방전략이 단순히 미래전쟁에 대한 대비 뿐만 아
니라 국가의 전략이익과 목표를 지원하는 역할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NDS)는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NSS)를 이행하기 위한 국방부의 임무와 전략이
고, 국가군사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11) 국방부는 국가안보전략
(NSS)에 명시된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전략(NDS)은 현재 직면한 도전 뿐만 아
니라 미래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도전들에 대한 대응은 물론 전략목표를 이행하는 것을 포괄한
다.12)
중국의 국방전략 또한 국토방위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목표로 하는 국가목표, 즉 21세
기 중엽 사회주의 일류강국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 중국인민
해방군은 역사적으로 단순히 국토방위의 역할 뿐만 아니라, 생산과 혁명이라는 3가지 임무를 강
조해 왔다. 즉, 경제발전과 정치체제 수호가 주요한 임무가 되고 있다. 중국공산당 당장은 인민해
방군의 임무로 ‘국방, 조국수호, 사회주의현대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2020년 개정된 국방법 또
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
고 있다. 국방법은 국방이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주권과 영
토보전은 물론 국방과학연구 및 생산을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마르크스레닌주의부터 시진핑 신
Army War College,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https://ssl.armywarcollege.edu/dde/documents/jsps/terms/nds.cfm (검색일: 2021.10.03.)
12) Department of Defense,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2005. ⅲ.
11)

3/32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견지하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개정국방법은
5장 ‘국방기술 연구와 생산’을 신설, 국방과학기술을 통한 자주적 기술발전과 신흥기술 주도를
강조하고 있다.13) 이렇듯 미래 국방전략은 큰 틀의 국가전략이 규정하는 미래 안보환경과 전략
목표를 수행하는 데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단순히 미래 전쟁에의 대비를 넘어 국가의 미래전
략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데 주요한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부상,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기술의 발전은 오늘날 미중 양국의 미
래 국가전략과 국방전략의 설계에 있어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유지와 압도적 군
사우위 유지라는 목표는 그 핵심 과제로 첨단기술 우위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은 미
국의 첨단기술 우위 전략의 핵심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중국은 2049년 중국건국 100주년에 세
계일류의 사회주의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방분야 또한 세계일류강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일류 강국과 세계일류 강군 실현에 첨단기술은 핵심 토대로 강조되고 있으며,
첨단기술 기반의 군사역량, 지능화 발전의 목표는 현재의 전통적 군사력 열세는 극복하고 미국과
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는 비약적 발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아래 표는 미중 양국의
국가대전략 하에 국가전략, 국방전략이 어떻게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
고 있다.

13)

人民网, “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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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미중 국가전략과 국방전략에서의 첨단기술의 부상

미 국

중국
<대전략> 세계일류강국, 중화민족의 부

<대전략> 패권 유지

흥


<국가안보전략> NSS


<국가전략> 당대회 연설/ 5개년 계획

-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 과학기술 혁신 통한 세계일류 강국

- 첨단기술 우위 유지에 중점

- 혁신형 선두국가, 과학기술 자립자

- National Security Innovation Base
촉진

강
- 강군몽 실현 : 국방과학기술 혁신,

- 압도적(overmatch) 무기체계/ 민간
혁신기술 활용/ Defense Industrial Base

전략 핵심첨단기술 가속화, 지능형 무기장
비 개발, 군민융합





<국방전략> NDS
- 군사력 우위 상실위기: 수정주의 국

<국방전략> 국방백서/국방법

가의 부상, 신흥 기술의 부상과 전쟁속성의

- 21세기 중엽 세계일류 강군 목표

변화

- 첨단기술의 군사화와 새로운 군비경
- 압도적 군사우위 유지 목표

쟁 대비, 기계화-정보화-지능화 융합발전

- 초격차(unmatched) 국가안보혁신토

가속화

대

- 국방과학기술산업체제 확립, 국방연
“National

Security

Innovation

Base” 구축
- 자율,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군사기

구생산발전, 군민융합
- 국방과학기술로 자주적 기술연구개
발 첨단신기술 발전 주도

술 투자와 민간기술 활용

2. 인공지능 기술결정론과 미중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
미중 양국간의 전략경쟁이 첨예화되면서 미래 국제질서 리더십을 둘러싼 패권경쟁은 군사
력 경쟁의 부상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미래 글로벌 패권 경쟁에 있어 신흥기술 주도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인공지능, 우주기술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의 경쟁우위 확보는 미래 국가전략
뿐만 아니라 국방전략에 있어서도 핵심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미중 양국의 인공지능 군사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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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 단순히 미래전쟁에서의 승리 뿐만 아니라 미래 패권 경쟁우위를 위한 핵심기술이라는 기술
결정론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기술결정론, 즉 미래 경제질서, 국제질서
권력재편에 있어 인공지능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미래 국제질서의 기술결정론과 미래전쟁
의 지능화와 인공지능이 미래전쟁의 군사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군사안보적 측면의 기술결정론이
공존하면서 미중 양국간의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중목적 기술로서 인공
지능은 미중 양국이 미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을 빠르게 가동하도록 압박
하고 있다.
1) 미래 국제질서와 인공지능 기술결정론
많은 연구와 논의들에서 인공지능은 가까운 미래에 전략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물
론 현재의 힘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14) 미중 양국이 AI를 핵심으로 한
미래 군사전략 구상과 군사력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배경은 인공지능이 미래 국제질서에 게임체
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인식에 근거한다. 다양한 보고서들에서 미래 경제력, 미래 국력의 핵
심요소로 인공지능을 강조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2030년까지 세계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게임체인저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15조7천억달
러(약 1경 80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5)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캐나다는 2017
년 세계 최초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였고, 이후 2020년 12월까지 3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이
와 유사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였다.16) 세계 국가들이 저마다 인공지능의 국가전략화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국가들의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막대한 투자로 이어진다. 어떠한 경우에는 경
쟁국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지식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
하기도 한다. 인공지능 경쟁은 미중 관계에서 특히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다.17) 미중 양대강국간
전략경쟁의 심화와 함께 인공지능 등 신흥기술의 급격한 부상이 동시에 전개되는 정세 속에서
미중 양국은 미래 국제질서 리더십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주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Kareem Ayoub & Kenneth Payne. 2016. “Strateg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9:5-6, 793-819, p. 793
15) PWC, “Sizing the prize: PwC’s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Study: Exploiting the AI Revolution,”
https://www.pwc.com/gx/en/issues/data-and-analytics/pub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study.html (검
색일: 2021.07.09.)
16) Stanford University’s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2021),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1,” p. 13.
17) Sophie-Charlotte Fischer, Andreas Wenger (2021), “Artificial Intelligence, Forward-Looking
Governance and the Future of Security.”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27 (1), 172-17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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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전쟁 전망과 인공지능 기술결정론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기술의 부상과 함께 미래 전쟁은 전통적인 전쟁과 다른 전혀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세계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첨단기술 기반의 군사혁신에
나서고 있다. 미래전쟁 전망에 대한 많은 보고서들이 기술혁신의 요소를 미래전쟁 양상 변화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18) 최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 인공지능 기술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은 전쟁수행 양상과 전쟁개념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양
자컴퓨팅 등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은 미래전쟁 변화와 이에 대비한 군사혁신의 필요성을 환
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기술이 미래전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과 믿음에 근거하
여 강대국들은 저마다 미래 전쟁을 목표로 한 군사독트린의 변화, 군구조의 변화, 군사무기체계
의 변화, 민군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혁신들을 추구해 가고 있다.
인공지능이 미래 군사력과 전쟁수행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인공지능이 단독
으로 전략적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없더라도 기존의 재래식 전력의 대항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19) 미국 국가안보전략과 연합비전
2020(Joint Vision 2020)은 “압도적(overmatch)” “전면적 지배(full spectrum dominance)”로 표
현되는 최대 우위(maximal superiority)를 유지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20) 이러한 초격차 전
략의 수행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 가고 있다. 중국 또한 군사현대화의
핵심목표로 ‘지능화 혁신’ 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며,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전장에 도
입되는 새로운 단계의 군사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21) 이렇듯 인공지능이 미래전쟁의 양상을 바
꿀 것이고 그 미래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전쟁에 대비한 군구조개혁과 전력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은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중 양국이 군사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경쟁을 가속화하는 핵심 배경은 미국의 위협인식과
중국의 기회인식의 교차점에 인공지능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 국방전략의
핵심 목표는 미래 가능한 전쟁,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와 함께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역할과 기여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전쟁, 미래안보환경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국가의 전략적 방향이 국
US. DoD Joint Staff (2016), “Joint Operating Environment 2035 : The Joint Force in a
Contested and Disordered World.”; U.S. Army Futures Command (2020), “Future Operational
Environment: Forging the Future in an Uncertain World 2035-2050.” RAND (2020), “The Future
of Warfare in 2030.”
19) James Johnson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in Nuclear Warfare: A Perfect Storm of
Instability?” The Washington Quarterly, 43 (2), 198.
20) Ryan R. Swan, Haig Hovaness, “The arms race in emerging technologies: A critical perspective,”
European Leadership Network, 2021.02.09
https://www.europeanleadershipnetwork.org/commentary/the-arms-race-in-emerging-technologies-acritical-perspective/ (검색일 : 2021.10.01.)
21) Elsa B. Kania. “Battlefield Singularity: Artificial Intelligence, Military Revolution, and China’s
Future Military Power.” Center for American Security. 2017.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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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략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셔먼은 승자독식 프레임의 인공지능 군비 경쟁 담
론은 위협인식과 의심으로 촉진된다고 강조하였다.22) 그러나, 실제 인공지능 군비경쟁을 촉진하
는 것은 미래 국력증강을 위해서, 미래 전쟁 승리를 위해서 모두 인공지능 기술 우위가 관건이라
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강대국 패권경쟁이 신흥기술과 연계되면서 국력경쟁과 군사력 경쟁
차원에서 군사분야의 인공지능 투자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군사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투자와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 경쟁은 미래전 승리와 미래 리더십 주도라는 이중목적에서 추동되고 있
다.
<그림> 인공지능 기술결정론과 군사력 경쟁

본 연구는 이렇듯 미래 패권경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을 분석함
에 있어 첫째, 군사전략과 국방계획의 문제 즉 군비경쟁을 벌이는 두 국가가 서로를 경쟁국, 적
대국으로 간주하며 상대를 의식해 인공지능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둘째, 적대관계를 의식해 상대
와의 대결에 대비해 인공지능 관련 군사력을 양적, 질적으로 늘려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다. 즉,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위해 군사조직의 증설, 병력의 증대 등이 이뤄지고 있는
지, 또한 인공지능 군사기술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지, 셋째, 인공지능 분야의 군사규범주도, 글
로벌 협력 주도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지 등을 포괄하여 미중 양국간의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의
양상을 분석한다.

22)

Justin Sherman. “Essay: Reframing the US-China AI Arms Race,” New America.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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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의 미래 국방전략과 인공지능
1.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인식과 위협인식
1) 인공지능의 질서결정론과 대중 위협인식
2017년 미국정부는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2020년도 R&D 예산 우선순위 메모 (R&D Budget Priorities Memo) 등을 통해 AI가
미국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면서 AI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여 왔다. 2018년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은 AI시대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대화를 위해 백악관 AI고위급회의를 개최하였고, 정부인사와 학계
연구계의 기술전문가들, 산업연구실 책임자, 재계지도자 등 100명이 넘는 인사들이 모였다.23)
이후 2019년 2월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이 인공지능을 주도하기 위한 행정명령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에 서명했다. 본 행정명령은 “AI분야 미국 리더십의 유지가 미
국의 경제와 국가안보 유지, 그리고 우리의 가치와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AI의 진화를 구축해 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24) 백악관 직속의 국가과학기
술위원회는 2019년 <국가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계획(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D
Strategic Plan)>을 발표하였다.25) 미국은 중국의 부상, 특히 첨단기술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이 미
국의 패권과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미래질서 리더십 경쟁
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다.
2) 인공지능의 미래전쟁 결정론과 대중국 위협인식
미국은 군사분야에서 적들에 대해 세대를 앞서가는 “압도적(overmatch)” 질적 우위를 유지
하는 것이 전반적 국방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26) 그러나, 최근 미국은 이러한 압도적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D Strategic
Plan.” 2019.06. p.2.
https://www.nitrd.gov/pubs/National-AI-RD-Strategy-2019.pdf (검색일: 2021.10.03.)
24)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Executive Order 13859. 2019.02.11.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2/14/2019-02544/maintaining-american-leadership-i
n-artificial-intelligence (검색일: 2021.10.03.)
25)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D Strategic
Plan.” 2019.06.
https://www.nitrd.gov/pubs/National-AI-RD-Strategy-2019.pdf (검색일: 2021.10.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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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우위가 새로운 기술의 부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AI와 같은 신
기술의 부상이 전통적 군사력에서 격차를 가진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에게 새로운 군사력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7년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기술에 대한 접근
이 약한 국가들을 강하게 만들고 있으며, 미국의 우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한 이후,27)
미 국방전략보고서도 급격한 기술혁신으로 안보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 지고 있다고 지적하였
다.28) 미국방부의 ‘2018 AI전략요강’ 보고서 또한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향상
을 위협으로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미국이 항상 기술우위를 유지하여 왔고 이것이 군사적 우위
를 뒷받침해 왔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이 군사목적으로 AI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이 미
국의 기술적 전략적 우위를 약화시키는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29) 미국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미국의 전통적 군사우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면서
중국과의 장기적 경쟁에 중점을 두고 있다.30) 미국의 군사력이 기술적 측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
는 위협인식은 미국의 인공지능 군사력 강화를 추동하고 있다.31) 2018년 설립된 AI국가안보위
원회(NSCAI)는 “복합적으로 미국 국가안보와 국방에 필요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관련 기술의 발
전을 위한 방안과 수단들을 고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2) 2021년 3월에 발표된 AI국가
안보위원회의 보고서는 미국이 AI 기술에 대해 갖는 위협인식, 전략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
다. 보고서는 “AI가 권력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고, 미래전쟁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 무기가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히고 있다.33) 미국은 이러한 위협인식에 근거하여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우
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군사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아래 표는 미국이 미래패권과 미래전쟁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결
Peter W. Singer. “The new race for the game changers of future wars.” CNN. 2015.11.03.
https://edition.cnn.com/2015/11/03/opinions/singer-weapons-of-the-future/index.html
(검색일:
26)

2021.10.08.)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12. p.3.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검
색일: 2021.10.08.)
28) Department of Defense of U.S.,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merica,” p.1.
https://dod.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2018-National-Defense-Strategy-Summary.pdf(검
색일: 2021.10.08.)
29) ibid, p.4.
30)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05. p.13.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5/U.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
-Republic-of-China-Report-5.20.20.pdf (검색일: 2021.10.01.)
31) Bryan Clark, Dan Patt, Harrison Schramm (2020), “Mosaic Warfare : Exploit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ous Systems to Implement Decision-Centric Operations,”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p.1.
32) Th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www.nscai.gov.
33)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Final Report.” 2021.03. p.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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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요소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지속 제시하고 있는 국가전략과 국방전략의 내용들이다. 국방전
략은 국가전략의 인식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방부 정보국장
은 Dana Deasy는 “AI분야에서 리더가 되는 것은 경제적 번영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제고하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34) 이렇듯 미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인식은 미
래 경제, 국제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그리고 미래 군사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미국의 AI국가전략화와 군사전략화 내용35)
시기
2018.5
2018.6
2018.9
2019.2
2019.2
2019.9
2020.9
2020.1
2020.2
2020.5
2020.9
2021.1

주체
White House
DOD
DARPA
White House
DOD
White House
Air Force
White House
DOD
Federal Gov.
DOD
Federal Gov.

내용
AI 국가안보위원회 신설/ Select Committee on AI 신설
Joint AI Center 신설
AI Next Campaign
Executive Order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I”
AI Strategy
White House Summit on AI in Government
Air Force Artificial Intelligence Annex to DOD AI Strategy
US AI Regulatory Principles
DOD AI Ethical Principles
Federal Data Strategy
DOD Data Strategy
National AI Initiative Act

2. 인공지능 군사력경쟁과 군구조 혁신
미국은 군사력 경쟁의 미래 핵심분야는 정보와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AI와 자율
시스템이라는 파괴적 기술을 활용하여 장기적 우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한, 미국은 다영역전쟁, 모자이크 전쟁 등 새로운 작전개념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모색하고 있
다.36)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의 군사력 제고를 위해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가속
화하고, 군내 인공지능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군조직 신설과 인력 증대, 역량
Department of Defense, USA. “DOD Unveils Its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2019.02.12.
https://www.defense.gov/Explore/News/Article/Article/1755942/dod-unveils-its-artificial-intelligence-str
34)

ategy/ (검색일: 2021.10.02.)
35) The 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merican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Year One Annual Report.” 2020.02. p.3의 표를 참고하여 최근 내용을 반영하여 저자가
재작성.
36)
Bryan Clark, Dan Patt, Harrison Schramm (2020), “Mosaic Warfare : Exploit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ous Systems to Implement Decision-Centric Operations,”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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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 등 다양한 군구조혁신을 추진해 가고 있다.
1) 합동인공지능센터(JAIC)와 최고 디지털 인공지능 사무국(CDAO)
미국방부는 미래 국방전략의 핵심으로 인공지능 전력 강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를 총괄할
조직과 직위들을 신설해 가고 있다. 우선 2018년 미국방부 AI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합
동인공지능센터(JAIC, Joint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를 신설하였다. JAIC는 군사분야에서 세
계적 수준의 AI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 군인에 대한 지원과 보
호를 위해 AI를 사용하여 군사 작전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37) 미
국방부는 전문인재들이 AI의 군사적 적용을 가속화하는 데 투입되도록 하였고, 전군의 협력이 필
요한 상황에서 JAIC가 데이터, 머신러닝모델, AI와 머신러닝툴 등을 공유하여 협력의 환경과 재
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38) JAIC의 수장인 샤나한(Shananhan)은 JAIC의 핵심임무로 “첫째,
군전반에 AI전력 적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구와 개발이 빠르게 군사작전 전력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 “둘째 AI의 영향을 규모화할 수 있는 공동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 “셋째, 국방부 AI 활
동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AI와 머신러닝프로젝트를 전군에서 진행하는 것” “넷째, 세계일류의 AI
팀을 만들고 육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39)
2021년 미국방부는 또한 분산되어 있는 AI 전략들을 통합하기 위해 최고 디지털 인공지능
사무국(CDAO,Chief Digit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을 신설하였다. CDAO는 초기 예산
5억달러, 소속인원 200-300명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40) CDAO는 분산된 AI 관련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데이터, 소트프웨어, AI를 통합하는 기술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 국방부는
CDAO등 AI 관련 조직의 신설 배경으로 가속화되는 중국의 위협을 지적하였다.41)

<US Army Command Structure> https://www.army.mil/organization/#arcyber
Forbes. “Rigging For AI: How The US Navy Embraces Digital And Masters AI With Brett
Vaughan, Chief AI Officer And AI Portfolio Manager At The Office Of Naval Research.”
2021.08.07.
https://www.forbes.com/sites/cognitiveworld/2021/08/07/rigging-for-ai-how-the-us-navy-embraces-di
gital-and-masters-ai/?sh=4c349d57abb3 (검색일 : 2021.10.04.)
39) DOD of USA. “DOD Unveils Its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2019.02.12.
40) Next Gov, “DOD Debuts Office to Help It 'Move Fast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22.02.02
https://www.nextgov.com/emerging-tech/2022/02/dod-debuts-office-help-it-move-faster-artificial-intel
ligence/361510/ (검색일: 2022.03.01.)
41) Next Gov, “DOD to Hire First-Ever Chief Digit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r, Form New
Office,” 2021.12.08.
https://www.nextgov.com/emerging-tech/2021/12/dod-hire-first-ever-chief-digital-and-artificial-intelli
gence-officer-form-new-office/187399/ (검색일: 2022.03.01.)
3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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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군 미래사령부(AFC)
2018년 8월 미육군은 미래사령부(United States Army Futures Command, AFC)를 창설
하고, 미래 전쟁의 개념과 전력, 조직구조 구축 등 육군 현대화를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사
령부 창설은 미 육군에 있어 1973년 이래 47년만에 이뤄지는 가장 중대한 조직개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42) 미 육군은 2019년 미래사령부 산하에 인공지능 태스크포스(Army Artificial
Intelligence Task Force, AI-TF)를 창설하여, 육군 혁신의 틀에서 AI 전략, 이행계획, 발전계획
등을 주도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육군미래사령부의 AI TF는 미국방부가
2018년 의회에 제출한 AI의 군사적 활용 전략 보고 이후 국방부 전체 AI 전략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43)
3) 해군 AI연구소(NCARAI)
미해군 AI연구소(Navy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Artificial Intelligence, NCARAI))는
미해군연구소(U.S Naval Research Laboratory) 정보기술부서(Information Technology Division)
산하 기관으로 해군, 해병대 및 DOD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한다. 주요과
제는 지능형 에이전트, 인간-기계팀구성, 머신러닝 및 자율시스템등이다.44) 자연어처리 머신러
닝 기술, 무선시스템에 자율시스템을 제공하여 로봇이 위험을 감수하고 군인을 보호할 수 있는
AI적용기술,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방법 등을 핵심과제로 연구하고 있다.45) 또한, 미해군 중앙사
령부 5함대는 2021년 9월 9일 인공지능과 무인 시스템 통합에 주력할 태스크포스(Task Force
59)를 공식 출범시켰다. JAIC 등 외부자문을 받아 기술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새로운 AI와 무인기
술을 테스트하고 군전반에 새로운 AI기술과 무인체계를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46)
4) 공군의 인공지능 전략
미공군은 2020년 9월 국방부 인공지능 전략의 부속서로 미공군의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

Army Futures Command. https://www.army.mil/futures/?from=org#org-about
https://www.clsac.org/uploads/5/0/6/3/50633811/2019-easley-aiml.pdf
44) U.S. Naval Research Laboratory, https://www.nrl.navy.mil/itd/aic/ (검색일: 2021.10.04.)
45) Forbes. “Rigging For AI: How The US Navy Embraces Digital And Masters AI With Brett
Vaughan, Chief AI Officer And AI Portfolio Manager At The Office Of Naval Research.”
2021.08.07.
46) Jackson Barnett. “Navy to stand up new AI and unmanned system task force.” FEDSCOOP.
2021.09.08.
https://www.fedscoop.com/navy-to-stand-up-new-ai-and-unmanned-system-task-force/
(검색일:
2021.10.03.)
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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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미공군의 인공지능전략 보고서도 AI가 전쟁의 형태를 바꾸는 상황에서, 미공군이 누려왔던
비교우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데이터와 정보에 의존하여 항공,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력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 AI 기술의 적용으로 작전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47) 또한, 공군과학국(the Office of Air
Force Chief Scientist, AF/ST)은 공군연구소(the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AFRL)와 협
력하여 “the Autonomous Horizons: The Way Forward” 리포트를 발간하여 자율시스템의 미래
에 대해 상세한 제언을 제시하였다.48)

3. 인공지능 군사기술연구 확대와 무기장비 혁신
미국은 인공지능 군사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자원과 인력, 민관협력의 역
량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방부는 군사기술혁신 주도를 위해 국방혁신부(DIU)를 신설하고, 미학계,
과학기술계, 민간기업과의 인공지능 군사기술혁신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국방고등연구계획국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은 민군협력의 인공지능 기술발전 플
랫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의 기술협력도 인공지능 군사기술혁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최대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이 규정한“미래국방 5가지 트렌드(5Trends Shaping
the Future of Defense)”의 첫 번째는 “AI가 미래전쟁 승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49) 미국의 군
사혁신은 네트워크를 넘어 AI기술을 적용하는 지능화 플랫폼과 무기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
다.50) 그만큼 인공지능 군사기술 연구는 미래 전력 강화에 핵심이 되고 있다.
2016년 미 국방부는 AI 머신러닝에 대한 일련의 연구 중 하나인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 계획(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을 발표했
다.51) 2021년 8월 미국 육군미래사령부는 데이터분석, 자율시스템, 보안 및 의사결정지원에 중
점을 두고 2026년까지 집중 투자할 인공지능 연구 영역을 발표하였다.52) 인공지능 군사기술연
Department of the Air Forse of US. “2019 The United States Air Force Artificial Intelligence
Annex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https://www.af.mil/Portals/1/documents/5/USAF-AI-Annex-to-DoD-AI-Strategy.pdf
(검색일:
2021.10.03.)
48) Department of the Air Forse of US. “2019 The United States Air Force Artificial Intelligence
Annex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49) Rockheedmartin. “5 Trends Shaping the Future of Defense.”
https://www.lockheedmartin.com/en-us/news/features/2018/trends-shaping-future-defense.html (검
색일: 2021.12.13)
50) Mattew P. Easley (2019). “Army Artificial Intelligence Task Force,” US Army.
https://www.clsac.org/uploads/5/0/6/3/50633811/2019-easley-aiml.pdf (검색일: 2020.09.08.)
51)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Final Report.” 2021.03. p.1.
52) “Army Futures Command Seeking Proposals for AI-Powered Tech.” 2021.08.13
https://potomacofficersclub.com/news/army-futures-command-seeking-proposals-for-ai-powered-t
ech/ (검색일: 2021.10.0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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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는 2018년
9월 AI 분야에 다년간 2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AI Next" 캠페인을 발표했다.53)
<표> DARPA의 현 AI 프로그램 주요목록
Accelerated Molecular Discovery
Active Interpretation of Disparate Alternatives (AIDA)
Air Combat Evolution (ACE)
Aircraft Labor In-Cockpit Automation System (ALIAS)
Artificial Social Intelligence for Successful Teams (ASIST)
Assured Autonomy
Causal Exploration
Communicating with Computers (CwC)
Competency-Aware Machine Learning (CAML)
Cyber Hunting at Scale (CHASE)
Data-Driven Discovery of Models (D3M)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XAI)
Fundamental Design (FUN Design)
Guaranteeing AI Robustness against Deception (GARD)
Knowledge-directed Artificial Intelligence Reasoning Over Schemas (KAIROS)
Learning with Less Labeling (LwLL)
Lifelong Learning Machines (L2M)
Low Resource Languages for Emergent Incidents (LORELEI)
Machine Common Sense (MCS)
Media Forensics (MediFor)
POCUS AI
Radio Frequency Machine Learning Systems (RFMLS)
Sci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earning for Open-world Novelty (SAIL-ON)
Semantic Forensics (SemaFor)
Software-defined Hardware (SDH)
Space Environment Exploitation (SEE)
Spectrum Collaboration Challenge (SC2)

DARPA. “AI Next Campaign.”
https://www.darpa.mil/work-with-us/ai-next-campaign (검색일 : 2021.10.07.)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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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iotic Design for Cyber Physical Systems
Synergistic Discovery and Design (SD2)
Systematizing Confidence in Open Research and Evidence (SCORE)
Transformative Design (TRADES)
World Modelers
위와 같은 국방연구소 차원의 연구개발 확대 이외에도 미 국방부는 AI기술 획득 프로세스
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탑재하는 데 필요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
다. 2021년 미국방부 JAIC는 AI 테스트 및 평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 4년간 최대 2억5천만
달러의 일괄 구매 계약을 공고한 바 있다.54) 최근 조지타운대학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방부는 2020년 AI에 8억~13억 달러를 지출했으
며 무인 및 자율 시스템에 17억~35억 달러를 추가 지출했고, 2022 회계연도 인공지능 프로젝
트 예산으로 8억 7,400만 달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00개 이상의 AI 관련 사업에
쓰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예산증대는 미 국방부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AI의 중요성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5)

4. 인공지능 기술 동맹과 규범주도
미국방부의 인공지능전략은 4가지 전략중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1) 핵심임무 수행에 AI
지원 기능 제공 2) 선도적인 민간부문 기술기업, 학계 및 글로벌 동맹국과의 파트너십 3) 선도적
인 AI 인력 양성 4) 군사윤리와 AI 안전 주도이다.56) 군사윤리와 규범 주도, 동맹국과의 파트너
십이 인공지능 전략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JAIC의 수장인 Shanhan은 “JAIC의 모든
일은 산업, 학계, 동맹과 글로벌파트너들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57) 이러한 동맹국들과의 AI연대의 핵심은 인공지능 군사기술의 윤리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AI기술을 안전하고 법적, 윤리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공지능
군사기술의 윤리규범 주도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방부는 2020년 2월 “Ethical Principle for AI”

Federal News Network, “DoD’s JAIC rolling out new contracts to speed up AI acquisition,”
2021.02.11
https://federalnewsnetwork.com/artificial-intelligence/2021/02/dods-jaic-rolling-out-new-contracts-to-s
peed-up-ai-acquisition/ (검색일: 2022.03.01.)
55) National Defense, “China Matching Pentagon Spending on AI,” 2022.01.06.
https://www.nationaldefensemagazine.org/articles/2022/1/6/china-matching-pentagon-spending-on-ai
(검색일: 2022.03.01.)
56) DOD of US (2018). “Summary of the 2018 Department of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pp. 4-5.
57) DOD of US. “DOD Unveils Its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2019.02.1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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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표하였다.58) AI윤리원칙의 5가지 핵심은 책임성(Responsible). 공정성(Equitable), 추적성
(Traceable), 신뢰성(reliable), 통제가능성(Governable) 이다.59) 이러한 원칙들은 AI 규범과 윤리
문제에 있어 미국의 주도력과 리더십을 견지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방부의
JAIC는 미국의 AI윤리주도를 위해 동맹국 대화를 지속해 가고 있다.

Ⅳ. 중국의 미래 국방전략과 인공지능
1. 인공지능 기술의 부상과 전략인식의 변화
1) 인공지능의 질서결정론과 전략적 기회인식
중국은 인공지능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글로벌 강국화를 위한 핵심기술로 인식하고
있다. 2018년 11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개최한 ‘인공지능’ 주제 집체학습에서 시진핑은
“인공지능이 이번 산업혁명을 이끄는 전략기술이며,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가속화가 세계 과학기
술 경쟁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주요한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60) 중국은 과
학기술, 특히 핵심 첨단기술의 돌파를 21세기 중반 세계일류강국이 되겠다는 중국몽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경
쟁력과 강대국화에 핵심기술로 강조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또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경제’를 성공시키고, 4차 산
업혁명시대 디지털 경제 강국화의 핵심적 기술로 인식되고 이다. 중국은 2015년 발표된 <중국제
조2025>에서 인공지능형 제조를 핵심전략으로 제시하였고,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9차 당대회
에서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을 경제현장과 연결하는 융합전략이 4차산업혁명 시대 세계 제1위
의 경제대국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인공지능은 미래 중국의 경제성장과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DOD Adopts Ethical Principl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U.S. Department of Defense.”
2020.02.24.
https://www.defense.gov/News/Releases/Release/Article/2091996/dod-adopts-ethical-principles-for-art
ificial-intelligence/ (검색일: 2021.10.04.)
59) “DOD Adopts Ethical Principl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U.S. Department of Defense.”
2020.02.24.
https://www.defense.gov/News/Releases/Release/Article/2091996/dod-adopts-ethical-principles-for-art
ificial-intelligence/ (검색일: 2021.10.04.)
60) 人民日報, 2018.11.01. http://cpc.people.com.cn/n1/2019/0726/c64094-31256975.html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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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의 미래국방 결정론과 전략적 기회인식
중국의 2035년까지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완성하고, 2050년까지 세계일류의 강한 군대
를 만든다는 강군몽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61) 시진핑은 “전쟁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것은 과학
과 기술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하고, “과학기술 발전과 혁
신이 전쟁과 전투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62) 시진핑은 “군사역
량의 평가는 심층적 차원에서 군사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은 기술
혁신이 전쟁의 형태와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글로벌 군사정치 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하고 강
대국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한다. 치열한 글로벌 군사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
해서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견지하고, 과학기술혁신이 중국군 건설과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63) 시진핑은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도 부국과 강군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강군몽 실현을 위해 국방과학기술산업개혁, 군민융합의 심화발
전 구축하여 일체화된 국가전략체계와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64) 이렇듯 중국은 군
사과학기술력이 곧 군사력이라고 인식하고, 미래 부국과 강군의 실현을 위해 군사기술혁신, 군민
융합체계 심화발전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군사기술혁신과 군민융합의 핵심이 되고 있다. 중국 강군몽 비전
의 핵심담론은 군사지능화(军事智能化)이다. 2019년 중국 국방백서는 전쟁의 양상이 정보화 전
쟁에서 지능화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고 군사기술과 전쟁형태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중국
의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65)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전쟁 양상의 부상은 중국의 무기현대화가 기
계화, 정보화를 넘어 지능화의 단계로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기술은 과기흥군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이 국방과 군대정보화 건설
의 중요 추동력으로, 무인작전, 정보수집과 처리, 군사훈련, 사이버공방, 지능화지휘통제 정책결
정 군사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다.66) 중
국의 전략가들은 중국의 군사혁신이 미국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억지하고 극복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67) 또한 인공지능 군사기술이 미국과의 전통적 군사력 격차를 줄일 수 있
China Daily. “PLA to be world-class force by 2050.” 2017.10.27.
http://www.chinadaily.com.cn/china/2017-10/27/content_33756453.htm
62) 李风雷,卢昊, “智能化战争与无人系统技术的发展,” 无人系统技术. 2018.10.25.
https://www.sohu.com/a/271200117_358040
63) 中国军网. “在创新发展中开创强军事业新局面——认真学习贯彻习主席在视察驻陕西部队某基地时重要讲
话.” 2021.09.17.
http://www.81.cn/jfjbmap/content/2021-09/17/content_299283.htm (검색일: 2021.09.25)
64) 新华网. “习近平：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2017.10.27.
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27/c414395-29613458.html (검색일: 2021.09.12.)
65) http://www.mod.gov.cn/regulatory/2019-07/24/content_4846424.htm
66) “专家：人工智能是推动新一轮军事革命的核心驱动力,” 人民网-军事频道, 2018.10.25.
http://military.people.com.cn/n1/2018/1025/c1011-30361045.html (검색일: 2021.10.03.)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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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전쟁 역량 강화, 중국의 강군화 목표의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지능화 혁신을 위한 군구조개혁과 인력증대, 인공지능 군사기술혁신, 인공
지능 군사윤리 규범주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과 군구조 혁신
1) 전략지원부대 신설
중국은 2015년에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군사기술이 적용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
조직인 전략지원부대(战略支援部队)를 신설하여 우주, 사이버, 전자, 심리전 대응을 통합, 집중시
켰다.68) 전략지원부대는 육, 해, 공, 미사일 군에 이은 제5부대로 비전통, 비대칭 군사력을 담당
하고 있다. 전략지원부대는 우주체계부와 네트워크체계부를 관장한다.69) 전략지원부대는 많은
수의 우수한 지도급 기술인력들이 포진되어 있고 이는 전략지원부대가 가장 중점을 두는 역량이
라고 할 수 있다.70) 현재 전략지원부대의 핵심 기술직책의 거의 80%가 30세 미만의 젊은 간부
들이고, 대부분의 일선직위 대부분은 2~3개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임무수행에 젊은 중
추그룹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71) 전략지원부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컴퓨터전공자 등
핵심기술인재들을 대폭 채용하면서 군대내 기술전문 인력 증대를 주도해가고 있다.72) 전략지원
부대는 데이터, 무인자율 등 인공지능 기반의 군사혁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개편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中央军事委员会装备发展部) 또한 2016년 군개혁으로 새로운
기술발전의 필요에 따라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장비발전부의 국방지적재산권부가 군사과학기술,
무기와 장비건설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무기획득 관련 총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점 더 증대되는 인공지능 군사기술연구와 지능화 혁신을 위한 무기획득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67)

Jacqueline Newmyer (2010),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3 (4), p. 502.
차정미 (2019),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북한위협의 부상 : 한국 사이버안보에의 함의,” 『통일
연구』 23 (1), p.10.
69) John Costello and Joe McReynolds (2018), “China’s Strategic Support Force: A Force for a New
Era,” China Strategic Perspectives 13, pp.1-2.
70) 解放军报. “战略支援部队某部大抓科技练兵，圆满完成数十次发射任务.” 2019.01.16.
http://www.mod.gov.cn/power/2019-01/16/content_4834595.htm (검색일: 2021.10.02.)
71) 解放军报. “战略支援部队某部大力培育新型军事人才.” 2019-08-09
http://www.mod.gov.cn/power/2019-08/09/content_4847812.htm (검색일 : 2021.10.02.)
72) 清华国防, “2022年战略支援部队某部直接选拔军官招生简章,” 2022.03.08.
https://www.163.com/dy/article/H1USN3TB0515D4KM.html (검색일: 2022.03.27.)
68)

19/32

담당하고 있다. 장비발전부가 2020년 전자과기그룹(电子科技集团)、국방과기대학(国防科技大
学)、항공우주과공그룹(航天科工集团)과 함께 “전국 ‘전략방촌.합동지능승리(谋略方寸·联合智
胜)’ 합동작전지능 경기”를 개최한 것은 지능화 혁신을 위한 장비발전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할 수 있다.73)
3) 중앙군사위 군사과학원, 국방과학기술대학 인공지능 연구조직 증대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军事科学院)과 국방과학기술대학(国防科学技术大学)은 군사 과학
기술 연구의 핵심기관으로 최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구조혁신과 연구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국방과기혁신연구원(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国防科技创新
研究院)은 2017년 신설되어 인공지능 분야의 민군융합연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군사과학원
은 저장대 등 주요대학들과 인공지능 박사과정 공동양성 등 민군협력의 인공지능 인재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74) 중국인민해방군 국방과학기술대학도 2017년 지능과학원(中国人民解放军国防
科技大学智能科学学院)을 설립하여, 지능화 무인전투에 필요한 인공지능, 생물지능, 혼합지능
연구에 주력하면서 ‘무인전장(无人区)’의 인재배양과 과학기술연구를 지향하고 있다.75)
4) 국방과학기술공업국과 국영방산기업의 개혁
중국의 11개 국영방산기업은 군사기술혁신과 상용화의 주요한 행위자이다. 중국의 국영방
산기업을 총괄하는 공업정보화부 국방과학기술공업국은 기존의 중앙군사위 산하에서 군사과학기
술산업 발전을 주도하였으나, 2008년 정부개혁 이후 공업정보화부로 이관되었다. 국영방산기업
들도 중국의 군사지능화 혁신의 방향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의 군사기술혁신과 민군협력의 군사
기술연구 확대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우주과공공사는 인공지능 로봇회사
를 설립하고 산업지능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근 AI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76)

3. 인공지능 군사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획득
2017년에 발표된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보고서에서 중국은 모든 종류의 AI
浙江大学, “2021年浙江大学与军事科学院联合培养博士报名通知,” 2021.04.15.
https://news.koolearn.com/20210415/1239506.html (검색일: 2022.03.17.)
74) 工信人才网. “军事科学院国防科技创新研究院.” 企业简介
http://www.miitjob.cn/company/company-show.php?id=7122 (검색일: 2022.03.01.)
75) 차정미 (2020), “4차산업혁명시대 중국의 군사혁신: 군사지능화와 군민융합강화를 중심으로,” 『국가
안보와 전략』 20 (1).
76) 차정미 (2020), “4차산업혁명시대 중국의 군사혁신: 군사지능화와 군민융합강화를 중심으로,” 『국가
안보와 전략』 20 (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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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발전시켜 국방혁신 분야에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군사력 강화전
략은 인공지능, 정보기술발전에 점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도 지능화 장비건설을 통해 군사력을 추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
다.77) 시진핑이 서명한 <중앙군사위원회의 2021년 훈련동원명령>은 시뮬레이션, 네트워킹 및 대
항수단의 강화를 강조하고 "과학기술+" 및 "네트워크+"와 같은 훈련 방법을 모색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훈련을 표준화되고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전투로 발전시켜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도록 추
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의 군사훈련은 시뮬레이션, 정보 네트워크 및 인공 지능이 지
원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군인들은 점점 더 화면 앞에서 “전쟁에 대해 배우고”
“전쟁을 연습한다”고 강조하고 있다.78) 지능화기술이 전장의 정보통합과 의사결정속도를 가속화
하여 전투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인식은 인공지능을 작전에 활용하는 미국의 모자이크 전쟁에 대
한 접근과 유사하다.
중국은 이러한 새로운 작전개념의 부상과 함께 군조직 개편이외에 인공지능 군사기술혁신
과 군사적 적용, 무기획득을 늘려가고 있다. 중국의 14차5개년계획(2021-2025)도 무기장비현대
화를 가속화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자주혁신에 주력하고, 전략적 핵심첨단기술 발전을 가속화하여
무기장비 업그레이드와 지능형 무기장비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을 강군몽 실현의 핵심과제로 제
시하였다.79) 인공지능 군사기술발전과 인공지능기반의 전쟁 수행을 위한 획득은 중국군의 지능
화 혁신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중국군의 연구개발과 획득 공고의 통합플랫폼인
중국전군무기구매망에 나타난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무기획득 관련 주요 리스트이다.80) 중국의
지능화 혁신전략이 공식화한 이후 전군무기구매망에 나타난 군사연구개발 및 무기장비 획득 공
개입찰내용 중 인공지능, 무인, 로봇 등 4차산업혁명 신흥기술의 군사적 적용과 관련된 연구가
급격히 증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중앙군사위와 전략지원부대 뿐만 아니라 육해공군도 인
공지능 분야의 군사기술혁신과 획득에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中国指挥与控制学会. “关于未来智能化海战的思考.” 2021.04.27
https://www.sohu.com/na/463233448_358040 (검색일: 2021.09.26.)
78) 魏兵、李建文, “人工智能升级模拟训练：“AI蓝军”成为空战“磨刀石”,” 解放军报, 2021.06.12.
http://www.81.cn/yw/2021-06/12/content_10048029.htm (검색일: 2021.08.16.)
79)
中国政府网,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
2020.11.3.
http://www.gov.cn/zhengce/2020-11/03/content_5556991.ht (검색일: 2021.09.26.)
80) 중국 전군무기구매망은 2018년 민군융합의 군사기술연구개발 및 무기획득을 위해 통합적이고 공개적
으로 전군의 공개입찰 리스트를 관리하는 통합플랫폼이나, 2021년초부터 비공개사이트로 전환됨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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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국인민해방군의 AI기술 적용 무기장비 연구개발 주요목록81)

구매 프로젝트 입찰공고

81)

발주기관

2020.11

무인기 자율협동제어 및 지능 이미지식별 설계

전략지원부대

2020.09

신흥 AI 기술 발전 연구

중국 육군

2020.09

빅데이터 지능화연구

중앙군사위

2020.09

인간-기계융합 체계

중앙군사위

2020.09

무인지능체계

중앙군사위

2020.09

인지영역지능안보

2020.09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앙군사위
중국항공공업집단유

2020.09

인공지능 신흥기술 발전연구

2020.08

AI드론

2020.07

로켓군에서의 인공지능기술 응용연구

로켓군

2020.07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및 조작력에 관한 연구

전략지원부대

2020.05

무인기 시뮬레이션 훈련센터 건립

전략지원부대

2020.04

AI플랫폼

전략지원부대

2020.02

부대 딥러닝 시스템 하드웨어 및 패키지 소프트

전략지원부대

2019.12

사물인터넷 비밀성 연구

군사과학원

2019.11

AI 서버 경쟁협상 공지

전략지원부대

2019.09

드론 자체 네트워크 통신 모듈 구매

육군

2019.08

드론 교란 시스템 구매

무경부대

2019.08

다선익 드론 플랫폼 구매

공군

2019.07

Quanser 드론 및 로봇 시스템 플랫폼 구매

육군

2019.07

중국인민해방군 부대 통합지능플랫폼 구매

전략지원부대

2019.07

지리공간데이터 대규모 처리 플랫폼

전략지원부대

2019.03

92228부대 데이터센터 구축공정설계

해군

2019.03

스마트 클러스터 기술 및 전형적 응용분석 공개입찰

전략지원부대

2019.03

61540부대 원격탐지 데이터 스마트 처리

전략지원부대

한공사
육군
중국핵공업집단유한
공사

본 데이터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국무기획득 공개 조달 사이트인 전군무기장비구매망의 내
용을 토대로 정리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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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9차 당대회 이후 지능화 혁신을 주요한 목표로 내세우면서 무기장비체계 연구개
발과 획득에 있어 인공지능기술의 적용 분야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AI 국방
예산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6억달러 이상을
AI지원시스템에 지출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연구개발 비용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82) 중국은 21세기 중엽 세계일류 강군을 목표로 한 군사혁신을 지속 강화
하고 있으며, 그러한 군사혁신 전략의 핵심은 ‘군사지능화’이고. 군사지능화 혁신의 핵심은 AI 기
술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향후 AI 기술의 군사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4. 인공지능의 윤리규범 주도 경쟁
중국의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의 또 하나의 축은 표준과 윤리규범주도이다. 중국은 인공지
능 기술발전과 함께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국가인공지능표준화총괄단(国家人工智能标准化总体组)>을 신설하고,
2018년과 2021년에 <인공지능 표준화 백서(人工智能标准化白皮书)>를 발간하였다.83)
중국은 또한 2021년 12월 제6차 유엔 특정재래식무기협약 검토회의에 <인공지능 군사적
용 입장 문건(中国关于规范人工智能军事应用的立场文件)>을 제출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최
초로 인공지능 군사적용 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84) 본 입장문에서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군사우위 추구 반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른 국가주권과 영토안보 위
협 반대’ 등 8가지의 요구를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공감과 논의를 촉구했다.85) 중국 외교부
는 향후 중국이 인공지능 군사규범을 특정재래식무기협력의 틀 아래 ‘치명적인 자율무기체계’ 문
제 차원에서 인공지능 군사규범을 지속 주도해 갈 것임을 강조하였다.86)

Ⅴ. 결론 : 인공지능 기술경쟁과 기술안보국가(techno-security state)의
부상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발전전략이 과거 전통적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기술산업으로 급격히
National Defense, “China Matching Pentagon Spending on AI,” 2022.01.06.
“中国《人工智能标准化白皮书2018》发布完整版.”
https://www.jiqizhixin.com/articles/ai-report-2018 (검색일: 2021.12.16)
84) 新华社, “中国首次就规范人工智能军事应用问题提出倡议.” 2021.12.15
https://baijiahao.baidu.com/s?id=1719168845023818257&wfr=spider&for=pc (검색일: 2021.12.16)
85)
外交部,
“中国关于规范人工智能军事应用的立场文件.”
2021.12.14.
https://www.fmprc.gov.cn/web/wjb_673085/zzjg_673183/jks_674633/jksxwlb_674635/202112/t20211
214_10469511.shtml (검색일: 2021.12.16)
86) “外交部：中方主张各国就人工智能军事应用发展规范寻求共识.” 2021.12.14
https://baijiahao.baidu.com/s?id=1719122090044859790&wfr=spider&for=pc (검색일:2021.12.16)
8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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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면서 미중 양국간 패권경쟁은 미래 질서 리더십 확보에 핵심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인
식되는 신흥기술 분야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경제성장과
군사력을 결정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미중 양국은 국가전략과 국방전략 차원
에서 인공지능 투자를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청(Cheung)은 시진핑 시대 중국을 안보를 활용
하여 기술패권을 추구하는 안보극대화 국가, 기술안보국가(techno-security state)로 규정하였다.
중국은 미래 기술강국, 군사강국이 되기위해 기술과 안보의 연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다.87) 시진핑은 국가전략 전반에서 발전과 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과학이 경제건설과 국
방건설을 통솔해야 한다(科学统筹经济建设和国防建设)고 강조하면서 군민융합 발전을 국가전
략으로 격상시켰다.88) 발전과 안보의 동시 고려에 의한 군민융합과 기술발전의 강조는 기술안보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분야에서의 경
쟁우위를 미국 패권유지와 압도적 군사우위 유지의 핵심으로 인식하면서, 국가차원의 인공지능
기술투자와 군사과학기술 투자를 급격히 확대해 가고 있다. 미중 양국 모두 군구조 혁신과 기술
연구개발, 무기획득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인공지능 군사기술경쟁과 인공지능 기반의 군사혁신 경
쟁을 지속 강화해가고 있다.
냉전시기 미소 양국간의 경쟁은 군비경쟁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경쟁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
다. 울프(Wolfe)는 2차대전 직후 미국과 소련 양국 지도자들의 공통된 인식은 과학기술 역량을
대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패권경쟁에서 세계의 지지와 마음을 얻는 결정적 무기라고 인식하였
고, 과학기술기업들이 이러한 경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냉전시대 과학의 핵심 특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89) 미중 양국이 전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경쟁, 군사력 경쟁은 냉전시기 과학
기술경쟁과 같이 세계 영향력과 미래 안보를 둘러싼 패권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미중 양국간
의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은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미래전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결정적 기술이라는 점에서 지배적 경쟁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
히 군사력 경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게임체인저라는 인식
이 지배하면서 군사분야의 투자도 그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개발의 가속화를 위한
민군협력 경쟁도 강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논의가 미래의 그림자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토론과 학계의 연구에 반영되고 있는 기술결정론이 당황스럽다고 주장한다.90) 그러
Taiming Cheung, “The Rise of the Chinese Techno-Security State Under Xi Jinping and the
Global Strategic Implications,” 2021.07.23., 국회미래연구원 웨비나 발표
88) 释清仁. ““五个更加注重”：军队建设发展的战略指导.” 中国国防报. 2016.06.16
http://www.81.cn/theory/2016-06/16/content_7104713.htm (검색일: 2021.10.02.)
89) Audra J. Wolfe. 2013. Competing with the Soviets: Science, Technology, and the State in Cold
War Americ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5.
90)
Sophie-Charlotte Fischer, Andreas Wenger. 2021. “Artificial Intelligence, Forward-Looking
Governance and the Future of Security.”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27 (1). March 2021.
170-179; p. 173.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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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중 양국이 군사분야에서 전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연구개발과 관련 조직 강화, 인공지
능 기반의 무기장비체계 구축 등의 노력은 실제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 군비경쟁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인공지능의 미래 영향력과 이로 인한 미래질서, 미래 군사력, 미
래 전쟁에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질서경쟁과 군사력 경쟁
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적 담론은 힘을 받고 있으며 미중 양국의 상호 위협
인식과 경쟁 속에서 지속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 군비경쟁
프레임에 대한 논쟁을 넘어 실제 전개되는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미래
국제질서에 미치는 위기와 도전을 최소화하고 군사력 경쟁을 제어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시작
하는 주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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