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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어떻게 핵전쟁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EDWARD GEIST  |  ANDREW J. LOHN

C O R P O R A T I O N

전망
시의적절한 정책 문제에 관한 전문가의 통찰

이 전망에 관하여
인공 지능(AI)의 발전으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성능들이 점차 가능해지면서 
1945년 이후 핵전쟁을 미연에 방지해온 섬세한 균형들이 잠재적으로 불안정해지
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이 핵의 전략적 균형을 뒤흔들까요? 그렇다면 좋은 방향
으로 일까요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RAND 연구
원과 AI 및 핵 안보에 관한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일련의 워크샵을 개최했습
니다. 워크샵들에서는 첨단 컴퓨팅이 2040년까지 핵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했습니다. 이러한 워크샵들의 절정이 된 이 전망은 2040년에 마주칠 심각한 보안 
문제를 검토한 시리즈 중 하나로서 역사적인 맥락에서 AI와 핵전쟁을 교차점에 두
고 이를 전문가 의견의 범위로 특징짓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탐지, 추적 및 표적화
를 위한 AI와 이관 결정 시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서의 AI 등 두 가지 분명한 예
를 통해 예상되는 우려사항 및 이점의 유형을 설명합니다. AI가 발휘할 것으로 예
상될 만한 성능과, 적들이 이를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때, AI는 기술
적 진보가 완만하게 진행되더라도 2040년까지 핵의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새로
운 도전을 악화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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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핵 균형은 유지하기 힘든 몇 가지 조건

에 의존합니다. 컴퓨팅 및 데이터 가용성의 발

전으로 예전에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했거나 완

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수많은 작업

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인공 지능(AI)이 군

비 경쟁에 박차를 가하거나 위기 시 국가들이 의도적이든 우

발적이든 핵 사용으로 확전할 개연성을 높이는 새로운 성능이 

될 수 있다는 조짐을 보입니다. 1 RAND Corporation은 AI 및 

핵 안보 전문가들을 모아 2040년까지 AI가 이러한 위험을 안정

화하는 힘이 될지, 아니면 불안정화하는 힘이 될지의 방식을 탐

색하는 일련의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AI가 핵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핵이 실제로 저지를 수 있

는 것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핵 성능에 대한 적의 인식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적의 모든 

핵무기 발사대를 찾아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

은 기술적으로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이는 엄청난 전략적 이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들은 이

러한 능력을 탐내며, 기술적 어려움과 경쟁국을 불안하게 거

나 갈등의 가능성을 높이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력

을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예시는 고도의 AI가 여전히 데이터

의 한계와 정보 이론적 논쟁에서 기인하는 장애물을 극복하

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겠지만, 추적 

및 표적 시스템은 불안정화를 위해 가능하다고 오직 인식만 

되면 됩니다. 거의 유효할 수 있는 성능은 이미 작동하는 성능

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AI의 개발 궤도는 상호보완적인 정보 기술 및 기타 발전과 

더불어 향후 25년 동안 핵 안보 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

니다. AI 기술은 최근 몇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거나, 현재 기술의 성숙으로 정체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

다. 일부 이론가들은 기계가 일정 시점에서 자신의 지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능력을 지닌 "슈퍼인텔리전스"를 탄생시킬 것이라 주장하

지만, 슈퍼인텔리전스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AI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

다. 일부 이론가들은 좌절이 뒤를 따르는 초기의 대성공을 생각

하며, 다른 전문가들은 발전이 계속 될 것이라 추측합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는 미래의 핵 전쟁과 제한적으로만 

관련이 있습니다. 개발 지연(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도 불림)은 

현재의 핵 안보 환경에서 아주 사소한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슈퍼인텔리전스를 갖게 될 경우 AI는 세계를 혼란으로 몰고 

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류를 구하거나 파괴하거나 할 것입

니다. AI가 상당히 발전하고 많은 새로운 능력을 선보이는 반

면 여전히 오류가 있고 최소한 일부 측면에서는 인간보다 열등

한 상태인 다른 두가지 경우는 -이런 역량이 국가 안보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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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는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

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종의“자기 만족주의자들”들로 구분되

는데, 이들은 핵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

는 AI의 생산은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믿는 경향

이 있습니다. “불안 조성자들“은 AI가 특정 과제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핵 전쟁의 어떠한 측면에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

다는 반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제3의 집단인 “파괴주의자

들”은 AI를 변경하거나, 잘못 인도하거나, 전용하거나, 속이는 

적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러한 것은 안정화나 불안정화

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워크샵에서 논의된 한 가지 예는 의사 결정 지원 시

스템으로 행동하는 AI였습니다. 핵 발사 장치와 직접 연결되

지 않아도 AI는 확전(擴戰) 문제에 대해 인간에게 여전히 조

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일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러한 능력은 AI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잘 명시되지 않은 과제

에서 발전을 보일 경우 2040년 쯤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불안 

조성자들은 충분히 강력해지기 전이나 그 것의 한계를 완전

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러한 능력이 포함될까 우려할 수도 있

습니다. 그러나 AI 조언자가 효과적이라고 입증된다면, 그 AI

는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계산 착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철저한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

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적이 해킹, 교육 데이터의 오염 또

는 입력 조작을 통해 매우 유능한 AI조차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향후 몇 십 년 간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다극화된 

세계 에서의 억제 이론의 토대들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효과

적인 억제를 위해서는 AI의 발전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능력들과 씨름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실제 능력의 

영향, 이런 능력(존재하든 않든)의 지각된 잠재력, 그리고 특히 

적대적 행동의 결과로써 이런 능력들의 섣부른 사용 또는 오

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런 위험들은 잠재적으로 인지되고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핵 균형 앞에 놓인 중요한 변화들의 암시
2015년 11월, 러시아는 궁극적인 “킬러 로봇”, 즉 거대한 열핵

탄두를 운반하기 위한 원자력 해저 무인 비행 물체를 개발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텔레비전은 대부분의 서방 관측통

들이 의도적이라고 결론지은 "우연한" 유출을 통해 이 악몽 같

은 무기의 존재를 드러내었습니다. TV 카메라들은 대외적으로

는 기밀인 "해양 다목적 시스템 Status-6" 를 설명하는 블라디미

르 푸틴 대통령을 위한 브리핑 슬라이드를 잠시 내보냈습니다. 

거대한 어뢰처럼 생겼고 소형 원자로(3페이지 그림 참조)로 구동

되는 Status-6는 바다 속의 거의 모든 것보다 더 빠를 수 있는 속

도와 범위를 결합했기 때문에 적의 방어를 무력화할 것입니다

(Sutyagin, 2016). 이 무인 비행 물체는 아마도 크렘린을 파괴하려

는 야비한 미국의 첫 번째 타격 공격이 시작된 후에 러시아 북해

에 위치한 잠수함에서 발진하여, 대잠함 방어선을 자동으로 우

회하여 약 100km/hr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러 미국 해안선에 치

핵 발사 장치와 직접 연결되지 않을 경우, AI

는 단계적 확대 문제에 대해 인간에게 여전히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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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수중 통신이 어렵기 때문에 무인 

비행 물체는 최근에서야 AI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자율적인 능력

이 필요합니다.2  

Status-6는 단순히 AI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 

적국이 한 국가나 그 동맹국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복성 위협을 사용하는 것인, 핵 억제력에 대한 AI의 잠재적이

고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반영한 것입니다.3 핵 무인 비행 물체는 

미국의 대군사 목표물 표적 능력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맞서

는 러시아의 보복 능력에 대한 러시아 지도자들의 걱정을 나타

내는 가장 최근의 징후입니다.  이런 능력에 실제로 맞서지 못

하기 때문에 현재의 러시아는 자국의 억제력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AI 개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군사

적 목적으로 AI를 사용할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

기 때문에 이는 2040년 경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

력은 미국의 우월한 능력에 대해 “비대칭적 대응”을 개발하

는 수십 년 된 전략과 함께 유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해

저 “둠스데이 드론(Doomsday Drone)”은 지금까지 드러난 이런 

현상의 가장 극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4  

핵 억제력이 2040년에는 가시화 될 것입니까? Status-6는 기

술적 발전으로 핵 보유국들의 안도감이 약해질 경우 핵 보유국

들이 전례 없는 신무기 시스템을 채택하고 강력한 태도를 보임으

로써 자신들의 핵 억제력을 회복하려 시도할 수 있다는 냉혹한 

거대한 어뢰처럼 생겼고 소형 원자로로 구동되는 “해양 다목적 시스템 Status-6”는 바다 속의 거의 모든 것보다 더 빠를 수 있는 속
도와 범위로 적의 방어를 무력화할 것입니다.

자체 추진 수중 차량의 핵 잠수함 운반대
Project 09851 SSNProject 09852 SSN

유도
시스템

원자로
격실

구동 장치센서 탄두

작전 종심 = <1,000m, 속도 = <185km/hr, 범위 = <10,000km, 직경 = 1.6m

자체 추진 수중 차량

Status-6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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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입니다. 이처럼 낮선 전략적 배치는 미국과 소련 연방이 불

편한 평화를 유지했던 때보다 덜 안정적이라고 입증될 수 있으

며, 이런 불안정성이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위험이 증가

하는 정도는 핵무기를 인도하고 핵 공격에 방어하는 새로운 방

법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AI의 발전 속도와 정도에 상당 부분 의

지합니다. 2017년 5월과 6월, RAND Corporation은 핵 안보에 대

한 AI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핵 안보 전문가들과 AI 연구자들

을 초청해 3차례의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발전한 

AI가 핵 전략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그럼으로써 핵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데 동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각각

의 지지자들 내에서도 AI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영향력을 갖

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워크샵의 방법론과 설명
25년 후 발전한 AI가 핵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조사하

기 위해, RAND는 2017년 5월과 6월에 일련의 워크샵을 개최했

습니다. 이 워크샵에는 핵 안보 전문가들과 AI 연구자들 뿐만 아

니라 정부 및 산업 관계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이 

참가해 매우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워크샵 1

첫 번째 워크샵은 2017년 5월 1일 RAND의 산타 모니카 사무소

에서 열렸습니다. 16명의 참가자 중 다수가 핵 관련 또는 AI 관

련 분야에서 일하는 RAND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워크샵의 목표

는 미래의 전략 지정학적 질서가 AI 기술의 발전보다 더 예측 가

능하다는 전제에 입각하여 AI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략적 환

경을 구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논의는 핵 보유국들 간의 갈등이 

더 첨예해지는 여러 개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들과 함께 시작되었

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뉴 스타트(New START) 조약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2030년

대 초반까지 전략적 핵무기에 대해 미국보다 상당한 우위

를 갖는다는 “되살아나는 러시아” 시나리오

2. 중국이 전략적 핵 군비를 점차 확장하여 미국과 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선다는 “떠오르는 중국” 시나리

오

3. 파키스탄이 전술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인도로 

하여금 침략을 위한 군사력을 감축하게 만들고 핵 금기를 

깨뜨린다는 “성공적인 제한적 사용” 시나리오 

4. 붕괴 직전의 북한 정권이 한국과 일본, 중국을 공격하여 지

역 황폐화를 이끈다는 “국지적 핵 전쟁” 시나리오

워크샵 참가자들은 핵 보유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AI 적용 사

례를 찾아내기 위해 운반 시스템과  C4ISR(명령, 통제, 통신, 컴

퓨터, 정보, 감시 및 정찰)의 개수와 능력을 포함한 각 핵 보유국

들의 핵 무기력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제시하면서 이 시나리오

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미래의 전투 

시스템은 군수 지원 시간은 느리지만 AI 발전이 방어 체계 도입

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시

스템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런 시스템

이처럼 낮선 전략적 배치는 미국과 소련 연방이 
불편한 평화를 유지했던 때보다 덜 안정적이라고 
입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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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전한 AI를 적용하면 미래의 균형 상태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참가자

들은 또한 모든 불안정화 기술을 대응하는 안정화 기술이 있다

고 가정했습니다. 이 주제는 두 번째 워크샵에서 더 발전되었습

니다.

워크샵 2

2017년 5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두 번째 워크샵에는 19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참가들 중 7명이 AI 분야에서, 5명은 국가 

안보 분야에서, 3명은 AI 및 국가 안보 분야에서, 4명은 다른 분

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AI 관련 분야 참가자들 중

에는 기업, 대학 및 비정부 AI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AI 정책 커

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인물들이 있었으며, 국가 안보 관

련 참가자들 중에는 국가 연구소의 핵무기 전문가들이 있었습니

다. 참가자들은 세부 그룹으로 나뉘어 3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했

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AI를 통해 국가들이 적국의 보복 능력을 추

적하고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핵 

전략 이론의 기초를 형성하는 확실한 보복이라는 전제를 약화시

킬 수 있는가(뒷 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됨) 하는 것이었습니다. 

핵 안보 전문가들이 다수 참가한 한 그룹은 AI가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생성적 대립쌍 네트워크(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발생기 신경망이 분류기 신경망과 상호 작

용하여 점점 더 현실적인 가짜 사례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기

술)의 저명한 전문가가 포함된 2차 그룹과는 견해를 달리 했습니

다. 이 그룹의 견해에서는 적대적인 조작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대부분 기계의 학습 기술에 내재되어 있어, 각 국가는 이런 방법

을 적이 발사 장치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샵에서 거론된 두 번째 문제는 위기나 갈등 시 불거

지는 전략적 핵 문제에 대해 의사 결정자들에게 조언하는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그룹은 

이런 과제에 대한 AI의 사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AI를 엄격하게 인간의 통제 하에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한 반면 다른 일부는 그것이 비현실적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주

제는 나중에 상세하게 논의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워크샵은 미래 AI 적용을 위해 핵무기 통제

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능한 교훈들을 묘사하였습니다. 참가자

들은 원자력 기술과 AI는 너무나 달라, AI의 군사적 적용을 방지

하기 위해 핵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 법률 구조와 

규정을 복제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핵 전

쟁 관련 과제와 연결된 AI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참가자들은 AI

의 통제는 어렵겠지만 이런 적용에 필요한 다른 구성요소들(즉, 

센서 플랫폼)은 모니터링과 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

다. 참가자들은 데이터 통제,  인간의 재능 또는 자원을 처리함으

로써 AI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AI 연구자 참

가자들 중 몇몇은 현재 인간 재능의 부족은 일시적이고 시뮬레

이션이 개선됨에 따라 교육 데이터가 덜 중요해지겠지만 하드웨

어가 그 다음에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와 같은 구성요소를 생산하는 공

장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통제 체제를 구성하는 것

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참가자들

은 이 견해에 회의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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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3

세 번째이자 마지막 워크샵은 2017년 6월 9일 버지니아 앨링턴

의 RAND 사무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워크샵에는 핵 문제

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8명, AI 관련 5명을 포함한 총 15명이 

참가했습니다. AI와 관련된 일을 하는 참가자들은 AI 연구 전문

가라기보다는 정책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의 

참가자는 포착 정책과 관련하여 귀중한 전문지식을 제공했습니

다. 이 그룹에는 RAND 연구자와 미 육군,  국방부 및 국무부 무

기 통제, 검증 및 준법 감시국의 대표단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이 워크샵은 이전 두 번의 워크샵에서 발견된 사항을 토대로 구

성되었으며, 참석한 정책 전문가들에게 이전 두 번의 워크샵에

서 확인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논의에서는 추적 및 표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참

가자들에게 AI를 사용해 전략적 군사력을 취약하게 만들고자 

시도하는 적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요청했

습니다. 참가자들은 AI 자체보다는 관련 센서 및 통신 네트워크

를 공격함으로써 이런 능력을 무력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후속 논의에서, 참가자들은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않았지만(아

마도 이런 방법의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해 참가자 대부분이 익

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워크샵에서 AI 연구자들이 강조

한 생성적 대립쌍 기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 논의는 AI가 전략적 배경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가

능성에 비추어 미국이 자체 핵 무기력 현대화 프로그램의 궤도

를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다뤘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 

프로그램은 많은 취약점이 있지만, 분명한 대안들이 몇몇 분석

에서는 더 나을 수 있어도 명백히 더 좋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

다. 국내 및 해외 기관들은 미국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잠수함 및 유인 폭격기의 현재 "3축 체제" 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세 번째 논의는 AI가 핵무기 통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다뤘습니다. AI는 투명성과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

약의 검증과 같은 업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하위 그룹

은 미래의 AI 시스템이 반드시 무기 통제 체제가 될 수 있고, 인

간의 투입 없이도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을 판정할 수 있다

고 도발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AI 자체

에 무기 통제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바람직한지 여부를 

고민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런 목표의 실행 가능성과 

바람직함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은 이 목표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AI 연구자들을 억류하는것과 같

은 극단적이고 용인할 수 없는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간주했

습니다.

AI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역사적 배경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 연방은 둘 다 상호 확증 파괴

(MAD)의 조건을, 즉 전면적인 공격은 두 사회가 파괴될 수 있

는 종말론적 보복 공격에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전제를 마지

못해 받아들였습니다. MAD는 전략이라기보다는 두 초강대국

어떤 하위 그룹은 미래의 AI 시스템이 반드시 무기 통제 체제가 될 수 있고, 인간의 투입 없이도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을 판정할 수 있다고 도발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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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면 피하기를 희망하는 조건이었습니다(Buchan et al., 

2003). 상호 취약성이 일반적인 핵 전쟁 가능성을 낮추긴 했지

만, 우연이나 계산 착오로 인해 여전히 어디서나 전쟁이 일어

날 가능성이 초강대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

다. 예를 들어, Ronald Reagan은 과학자들에게 핵무기를 “무

력하고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드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고안

하라 했고, 소련 연방은 정교한 민방위 프로그램을 개발했습

니다(Gartho�, 1987; Geist, 2012). 마찬가지로 MAD도 미국이

나 소련 핵 전략의 충분한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MAD는 미국

에 대한 소련의 선제 타격을 확실히 억제했지만, 핵 전쟁의 위

험에서도 NATO의 유럽 동맹국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미

국의 실행 가능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미국이 MAD만 믿는다

면 소련은 서유럽을 침공하기 위해 우월한 재래식 무기를 개발

할 수 있을 테고, 미국은 항복 또는 전면적인 핵 전쟁 사이에서 

냉혹한 선택에 직면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전략가들과 

정부 관리들은 확증 보복이라는 더 포괄적인 정책, 즉 적절하

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적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한다는 비전을 

개발했습니다(Long, 2008). 적의 도발에 비례하는 보복 위협을 

가함으로써, “확증 보복”은 국지적인 공격과 전면적인 공격

을 모두 확실히 억제하려 했습니다. 냉전 종식 수십 년 후, 미

국은 상쇄 전략이라 불리는 변형된 방법을 통해 선제 대항 공

격을 포함한 모든 공격을 억제하려 했고, 미국의 보복으로 인

해 그와 같은 공격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

다(Slocombe, 1981).

핵 전략은 단순한 억제력 이상입니다(맞은 편 페이지의 표 

참조). 억제력은 보복 위협을 활용해 적이 자국 또는 그 동맹국

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억제력은 중심 억제력(한 

국가의 본토에 대한 공격 억제력)과 확장 억제력(한 국가의 전

력적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공격 억제력)으로 분류할 수 있습

니다(Cimbala, 2002). 핵무기는 또한 강압, 즉 적으로 하여금 원

하지 않는 일을 하게 강압하는 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Long, 2008, p. 9). 강요적인 억제력과 강압 위협 외에도, 핵무기

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사용된 것처럼 전투에 사용될 수 있

습니다. 핵 전략의 실질적인 복잡성은 확장 억제력에 신뢰를 제

공하는 확신의 어려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냉전 기간 동안 미

국은 전략적 전술적 핵무기를 대량 비축함으로써 소련이 재래

식 무기로 유럽을 공격할 경우 기꺼이 핵무기로 대응 보복할 것

임을 동맹국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Denis Healey 영국 국방장

관이 언급했듯이, “러시아를 억제하는 데에는 미국의 보복에 

대한 신뢰도가 5%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유럽을 안심시키기 위

해서는 95%의 신뢰도”가 필요했습니다(Healey, 1989). 그러나 

미국의 핵 군비 규모는 미국이 소련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을 모

핵 전략 목표 범주

측면 정의

강요

        억제력 적국이 하려는 것을 단념시킴

        강압 적국이 하려 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

확신 안보 보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동맹국을 설득 

안심 도발 행위를 삼가면 공격받지 않을 거라고 적국을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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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소련 지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불신으로 인해 억제되고 있는 행동을 삼간다면 

공격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적국을 확신시키는 안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Schelling, 1966).

전략적 안정성은 적이 도발적인 행동에 나설만한 커다란 동

기가 결여되어 있을 때 존재합니다.5 다양한 시간적 척도로 구별

되는 여러 종류의 전략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선제 타격 안정성

은 황폐화시키는 보복에 대해 커다란 두려움 없이 적국을 무모

하게 공격할 수 있는 국가가 없을 때 존재합니다. 그런 가능성은 

확실한 2차 타격 군사력의 압도적이고 자동적인 보복 위협으로 

가장 잘 억제됩니다(Cimbala, 2002, p. 66). 이와는 대조적으로, 

위기 안정성은 1960년대 초 베를린과 쿠바에서 일어난 것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확전을 방지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

니다(Cimbala, 2002, p. 98). 이런 환경에서 국가 지도자들은 후퇴

함으로써 약점을 보이지 말라는 커다란 압력을 받지만, 국가들

이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핵 군사력을 기동할 경우 예기치 못한 확

전 기회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럴 경우, 선제 타격 안정성을 극대

화하기에 이상적인 거대한 자동 보복은 재난의 비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군비 경쟁 안정성은 적국들의 군사능력간에 유

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 달성됩니다. 

(Cimbala, 2002, p. 110). 각 국가는 장기간 경쟁의 위험과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의 선제 타격 안정성과 위기 안정성

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런 불평등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핵 전략은 이런 목적들이 서로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AI는 MAD의 조건을 약화시켜 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전략적 안정성을 급속히 약화시킵

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어떤 수준의 충돌에서는 보복의 신뢰

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주요 핵 보유국

은 중심 억제력의 신뢰성 유지에 비슷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들의 핵심 전략 지역이라 간주하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 지역적 

이점을 추구합니다. 특정한 확장 억제 확약과 같은 신뢰성이 이

미 한계에 다다른 지역은 불안정성에 특히 취약합니다. 점점 더 

다극화되는 전략적 환경 또한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쟁을 부추기

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비주류 핵 보유국의 이동식 미

사일 발사 장치를 추적하고 표적화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관

심이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똑같은 기술이 그들의 더 정교한 

보복 군사력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합니다. 위기 상황에

서, AI로 가능한 정보, 감시 및 정찰(ISR) 또는 무기 시스템의 사

용 또는 가용도는 긴장을 부추겨서 예기치 못한 확전 기회를 증

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도의 군사 능력의 추구는 미

사일 방어의 역사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기술을 실행할 

수 없다 해도 군비 경쟁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I가 전략적 안정성에 제기하는 도전은 이 특별한 기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은 AI 때문에, 그리고 

AI와 핵 전략의 많은 잠재적 교차점에서 기술적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첨예해집니다. 자율적인 센서 플랫폼을 통제

하는 ISR 데이터 분석과 같이 AI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부

분의 특정한 애플리케이션과 목표물 자동 인식(ATR) 기술은 수

십 년 동안 열렬히 추구되고 있지만 사용 가능한 기술 능력 범위

를 벗어났습니다. 더 큰 돌파구 없이도, 기존 AI 기술을 사용한 

전략적 안정성은 적이 도발적인 행동에 나설만한 
커다란 동기가 결여되어 있을 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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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인 발전 덕분에 이 장기적인 목표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

에 실제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미국이 AI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그들의 

전략적 핵 군사력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고, 위기가 닥쳐오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호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믿는 것

처럼 보입니다. Paul Bracken의 언급과 같이, AI와 같은 기술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선은 “최소 억제 전략을 약화시키”고 “재래

식 전쟁과 핵 전쟁의 경계를 불투명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

다(Bracken, 2017). 

냉전 시대의 AI

선구자 Marvin Minsky는 AI를 “인간에 의해 수행될 경우 정보

를 요구하는 일을 기계가 하게 만드는 과학”이라고 정의했습니

다(Minsky, 1968, p. v). AI 연구는 1950년대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정보”를 이해하는 방법을 컴퓨터가 개조하면서 이 분

야의 경계가 바뀌었습니다. AI 역시 이론적 패러다임이 유행에 

따라 진화합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지배적이었던 높

은 수준의 인간 추론을 복제하는 것이 목표였던 “상징적인” 

패러다임은, 인공 신경망을 사용하여 인간의 인지 능력의 생물

학적 토대를 모방하고자 했던 “연결주의” 패러다임에 의해 대

체되었을 뿐입니다. 20세기에는 어떤 패러다임도 실험실 증명 밖

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I 연구를 위한 자금 

조달이 잘 안 되던 시기(때로 인공지능의 겨울이라 불림)가 있었

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컴퓨터 공학의 발전, 컴퓨팅과 통신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전,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의 부

상 덕택에, AI는 지난 몇 년 동안 빠르게 발전해왔고, 특히 “심

층 신경망(DNNs)” 또는 다층 신경망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

게 발전했습니다(Goodfellow, Bengio, and Courville, 2016). DNNs

는 성능이 너무나 급속히 개선되어 AI와 거의 동의어가 되었지

만, 실제로는 이전 패러다임 역시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상업적, 군

사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바둑 챔피언을 물리친 

Alphabet DeepMind의 AlphaGo 프로그램과 같은 인상적인 최근

의 일부 AI 시스템은 가능한 동작 나무를 검색하는 것과 같은 

이전 기술과 결합한 DNNs를 사용합니다. AI의 60년 역사에서 

한결 같이 남아 있는 한 가지는 지지자들의 커다란 희망입니다.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빈곤과 

질병의 정복, 핵 전쟁에서의 승리도 가능할까요?

AI와 핵 전쟁의 교차 지점은 50년 이상 전에 나온 상투적

인 공상과학 소설이지만, 그 교차지점과 실제 세계가 연결된 것

은 훨씬 오래 전입니다. 최초의 AI 연구자들은 그들의 이론적 연

구가 곧 실질적인 군사적 목적으로 변환될 것이라고 주장함으

로써 국가 안보 업무에 연루되었고, 정부의 보장된 지원을 받았

습니다. Claude Shannon은 1950년에 쓴 기초적인 논문 “체스

를 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Programming a Computer for Playing 

Chess)”에서 컴퓨터로 그토록 유서 깊은 게임을 하게 하면 “

단순한 군사 작전에서 전략적 결정을 하는 기계들”이 “가까

운 미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론적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

라고 주장했습니다(Shannon, 1950, p. 256). 1950년대 중반에 연

구자들은 미국 공군의 지원을 받아 최초로 작동하는 AI 프로그

램을 만들었습니다 (Simon and Newell, 1958; Newell, Shaw, and 

Simon, 1959). 그런 기계들의 적용 가능성이 전략적 이론가들의 

글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Herman 

Kahn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적의 도발과 보복을 인지하도록 프로

그래밍된 컴퓨터를 채용하게 될 “인류 파멸의 흉기(doomsday 

machines)”라는 개념을 가정했습니다(Kahn, 1960, pp. 145–154). 

Kahn은 이 개념을 핵 전략을 수행하지 않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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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험으로 의도했지만, 공상과학 소설 작가들은 핵무기를 통

제하는 지능형 컴퓨터라는 개념에 착안해 많은 소설 및 콜로

서스(Colossus, 1970), 위험한 게임(WarGames, 1983), 터미네이터

(Terminator, 1984)와 같은 영화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허구적인 스릴러물에서 핵무장한 컴퓨터들이 미친 듯이 

날뛰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동안, 실제 세계에서 AI를 

핵 전략 문제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은 훨씬 더 일상적이었습니다. 

미국 관리들도 소련 관리들도 발사 결정을 컴퓨터에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특권을 교묘하게 손아귀에 

넣었기 때문임과 동시에, 자동 보복이 강압이나 위기 안정성과 

같은 어려운 전략적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대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만한 유일한 예외는 냉전 말기 소련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들이 참수 작전의 목표물이 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던 소련 지도자들은 자본주의 

침략자들을 응징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6 소문에 따르면 소련 

연방은 소련 정치 지도자와 접촉할 수 없는 경우 선제 타격을 

받은 직후에 미국을 향해 생존을 위한 ICBM을 자동으로 

발사하게 될 시스템 개발을 고려했습니다. “죽음의 손(Dead 

Hand)”이라 불리는 완전 자동화 버전은 야전 사령관들에게 

발사 권한을 자동으로 위임하지만 항상 인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 “페리메트르(Perimetr)”라 불리는 

버전으로 인해 거부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Ho�man, 2009).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페리메트르 시스템은 여전히 존재하여, 

AI의 일종을 사용합니다.7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자체 대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AI의 사용 가능성을 연구했습니다. 1980

년대 후반에 수행된 연구 프로젝트인 생존 가능 적응 계획 

실험(SAPE)은 당시의 AI 기술을 사용하여 미국이 소련 연방의 

이동식 ICBM 발사 장치를 표적화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SAPE는 핵무기를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 시스템을 

채용하여 정찰 데이터를 유인 B-2 폭격기로 운반되는 핵 표적화 

계획으로 전환합니다. SAPE는 활성화될 경우 소련 연방의 핵 

군비 생존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었던 계획된 시스템 

및 기능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Roland and Shiman, 2002, 

p. 305; Long and Green, 2012).

AI와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
20세기의 AI는 이와 같은 적용을 실현하려 노력했지만, 최근의 

컴퓨팅 기술의 발전이 그들의 잠재력을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딥 러닝과 같은 현대적 기술은 머신 비전과 다른 신호 처리 애플

리케이션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로써 자율성과 센서 융

합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율성과 센서 융합은 ISR, ATR 및 

종말 유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관련성

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핵 보유국이 자국 

핵 전력의 생존 가능성을 확신하는 수단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무기 정확도의 증가로 인해 오래 전부터 사일로 기반 

ICBM의 생존 가능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은 선제 타격에도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잠수함과 

이동식 ICBM에 핵무기를 탑재했습니다.  생존 가능한 전력 

(잠수함과 이동식 미사일)이 표적화되어 파괴될 가능성을 더 높

여 주는 기술로 인해 한 국가가 선제 타격을 위협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는 전략적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실제로 그 능력을 사용할 의도

가 없다 해도 적이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

라서, 이런 능력은 여전히 잠재적인 적국에 압력을 가하고 위기 

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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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전략의 중요한 난제는 적국이 한 국가의 안보 보복 전력을 선제 타격 위협이나 인류 파멸의 흉기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 시에 정치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개발할 필요는 없

습니다. Alfred T. Mahan이 언급했듯이, “힘은 존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지만 행사되지 않을 때가 가장 잘 가동되는 때입니

다.”(Mahan, 1912, p. 105). 적국이 이런 능력이 존재할 지도 모른

다고 두려워하는 한, 노골적인 대립 없이도 굴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국가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

승리”하는 국가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항 표적화 능력은 전략적 

안정성의 타협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가 갖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능력입니다. 

AI 기술은 추적 및 표적화에서 그리고 대잠수함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고정밀 재래식 무기로 

단단한 ICBM 사일로를 더 쉽게 파괴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Holmes, 2016). 그런 기능은 정책 결정자들이 다른 핵 공격보다 

훨씬 더 실행 가능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불안정화를 조장할 것입니다. 재래식 무기 

위협은 위기 시 적국에 커다란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압력은 적국에 굴복을 강요할 수 있지만 핵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전은 적국이 무장 해제되기 

전에 자체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나 단지 위기가 

우발적인 사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잠재적인 미국의 적국들은 미국이 AI 같은 기

술에서 선제 핵 공격을 급격히 향상시키기 위해 그 이점을 활용

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 군

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전략적 취약성 정도에 대해 군사 언론

에서 치열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8 현재 및 미래 미국의 

능력이 러시아의 안보에 대단히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그들

의 가정이 이런 불안감을 부추깁니다. 

핵 전략의 중요한 난제는 적국이 한 국가의 안보 보복 전력

을 선제 타격 위협이나 인류 파멸의 흉기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Status-6를 AI

를 이용해 미국 방어선을 자율적으로 우회하는 최후의 2차 공

격 옵션 수단이라 설명했지만, 서방 관측통들은 전면 핵추진론

자의 “코발트 폭탄”이라 해석했습니다. AI 발전은 러시아가 바

람직하지 않은 전략적 특성을 갖고 있는 구형 시스템을 두 배로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RS-28 “사르마트

(Sarmat)” 미사일을 보유한 채로 러시아는 한 때 전략 무기 감

축 협상 2조약에 따라 폐기하기로 계획했던 무기의 한 종류인 다

탄두 각개 재돌입 발사체(MIRV) 탄두를 가진 거대한 사일로 기

반 ICBM에 다시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방 전략 이론은 거대한 

MIRV 장착 ICBM은 선제 타격에는 이상적이나 선제 방어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들을 불안정화 요인으로 간주합

니다. 

21세기 초에 러시아는 이동식 ICBM을 강조하고 소련 연방

으로부터 물려 받은 거대한 사일로 기반 미사일을 폐기함으로써 

자체 전력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

나 이동식 ICBM의 생존 가능성에 미치는 미국의 잠재적인 위협

에 대한 소련 지도자들의 불안은 이런 계산을 변경하게 하고 미

국의 공격 시 참고 견디는 대신 발사함으로써 확실히 보복하게 

이끈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위기 시 먼저 발사하도록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압력을 가하여 우발적인 확전의 기회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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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킬 수 있는 전략 핵대응 발사 자세를 채택하는 것과 마찬가

지입니다. 러시아는 사르마트 사일로가 선제 공격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으며, 이것의 생존 가능성은 적 탄두를 사일

로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폭파시켜 핵 폭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려는 코드명 “모지르(Mozyr’)”라는 능동 방어 시스템

에 달려 있습니다.

점점 다극화되어가는 핵 환경 역시 AI의 잠재적 전략적 영

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6개 국가가 핵 폭탄을 

보유했지만, 그 중 5개 국가가 소련 연방을 주적으로 간주함으로

써 전략적 질서를 필연적으로 양극화로 몰아갔습니다. 이 양극

화는 위기 및 무기 경쟁 안정성을 모두 장려합니다. 오늘날에는 

9개 핵무기 보유 국가와 다수의 전략적 경쟁 국가들이 서로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의 대결 국면

을 계획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를 잠재적 적

국으로 간주합니다.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과 전략적 경쟁으로 

얽혀 있고, 북한은 거의 모든 국가의 두통거리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다극적 갈등에 적용 가능한 전략적 안정성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문

제를 해결할 방법을 개발할 때, 분석가들은 의도적이거나 우발

적인 핵 전쟁의 위험을 AI가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의 불완전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일부 

새로운 능력과 그 상호 작용의 영향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AI 미래에 대한 공개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
앞서 논의한 것처럼, 몇 가지 전망이 워크샵의 논의를 지배했습

니다.

AI의 발전 예측
AI의 발전과 관련하여 4개의 주요 관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관점

에 대해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낫다는 엄격한 판단을 제공하기

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자들은 해당 관점을 대표하여 종

종 격론을 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워크샵에 참가한 전문가들

은 다양한 관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모든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AI의 가능한 각각의 미래 상태에 대해서는, 핵 안보에 대한 

각 범주의 전문가들의 견해가 13페이지의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

다. 이런 견해와 이를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논쟁들은 다음 섹션

에서 심도 깊게 논의됩니다.

슈퍼인텔리전스

일부 사람들은 기계가 도리 없이 인간을 지적으로 능가하게 되

는 필연적인 상태가 슈퍼인텔리전스라고 예측합니다. 옥스포드

의 철학자 Nick Bostrom(2014) 같은 이론가들은 슈퍼인텔리전스

가 호의적으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악의적이든 우발

적이든 인류를 파괴한다는 두 가지 결과를 주장합니다. Bostrom

은 반복적으로 자기 개선을 실행하는 AI는 실수를 거의 또는 전

혀 하지 않으면서 지극히 신속하게 초인간의 지성으로 진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성 폭발”은 몇 시간 또는 몇 분이 걸

릴 수 있습니다.

점점 다극화되어가는 핵 환경은 AI의 잠재적 
전략적 영향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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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핵 안보는 사소한 역할이 됩니다. 호의적일 경우 슈

퍼인텔리전스는 핵 전쟁으로부터 인류를 구할 것이고, 악의적

일 경우 핵 타격이 가능한 많은 전멸 방법 중 단 하나가 될 것입

니다. 

대부분의 AI 전문가들은 슈퍼인텔리전스를 임박하거나 필연

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많은 지지자들은 슈퍼인

텔리전스의 비용과 이익이 아주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 발생 가

능성이 낮다 해도 주목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인 발생

진정한 슈퍼인텔리전스가 창조되지는 않아도 거대하고 불연속

적인 지능의 커다란 향상이 가능할 수 있으며, 최소한 일부 측면

에서는 여전히 인간보다 낮지만 그래도 크게 향상된 지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재프로그래밍 가능

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하드웨어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한층 더 발전할 수 없을 때까지 지능을 급속히 증가시

킨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간과 비교해 드러난 정확한 능력에 따라 AI는 자

신의 비교 우위를 이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인

간은 그 비교 우위를 최대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I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오류를 범하며, 가능한 결과의 범위

와 영향은 그와 같이 오류를 범하는 성격에 크게 의존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발전

세 번째 가능성은 위에서 대략 설명한 상태와 비슷한 상태가 불

연속적인 지능 향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발전의 결과로 AI의 발전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전은 

컴퓨팅 속도, 하드웨어 아키텍처, 알고리즘 발전, 데이터 가용도

의 증가 및 비용 감소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거의 틀림 없이 최

신 AI 추세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 의견으로 본 대체 AI 미래

가능한 AI의 미래 상태

전문가 의견의 
범주

인공지능의 
겨울

제한적인 발생 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발전 슈퍼인텔리전스

자기 
만족주의자들 가능함 AI의 발전에도 불충분한 데이터와 너무 

복잡한 문제들 존재할 가능성은 낮지만 인간보다는 더 안전할 듯함

불안 조성자들 가능성 낮음 거의 작동하지 않는 알고리즘은 적을 경보할 
수 있고, 사용할 경우 실패할 수 있음

궁극적으로 피할 수 없고,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인류를 
파괴할 수 있음

파괴주의자들 중립
AI가 비극적으로 실패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음, 또는 AI의 실패 유도가 안정화 확신을 
제공할 수 있음

파괴와 인간 통제에 모두 저항하는 슈퍼인텔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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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능력의 증가는 어느 한 순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일상적이지

만 몇 년을 놓고 볼 때는 놀라운 것입니다. 2040년까지 20년 이

상을 바라볼 때, AI 발전은 오늘날 인터넷이 1990년대 중반에 기

술 문외한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놀라운 것일 수 

있습니다. 

철학적 또는 예방적 정책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발전은 핵 안보 세계에 대한 결과와 

영향 측면에서 제한된 발생이라는 관점과 대동소이합니다. 제한

된 발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기계 둘 다 우월한 측면들

이 있을 수 있지만 둘 다 오류를 범하며 그런 오류가 위험을 유발

합니다.

AI 정체기

몇몇 워크샵 참가자들이 내놓은 마지막 전망은 현재 기술이 기

술적인 성숙에 도달하면 AI 발전이 정체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결과는 그 시기 동안 AI 연구는 자금 조달과 대중적인 관심

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발전했었던 과거의 인공지능

의 겨울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하드웨어가 침

체기를 맞이하여 AI에게서 이론적 가능성에 도달하는 데 필요

한 전산 자원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활발한 AI 연구자들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라 인정하면

서도 이런 생각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AI 발전을 위한 현

재의 전 세계적 직접 투자 수준은 유례 없는 것이고 지속 가능하

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기업들과 중국과 같은 정부들이 공공연

히 약속한 수준을 보면 예측 가능한 미래에 견고한 자금 조달이 

지속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투자가 지속되면, 무

어(Moore)의 법칙이 수십 년 동안 반도체의 발전을 이끌었듯 발

전 전망은 저절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Mack, 2011). 또한 “AI 정

체기”는 현재의 능력으로부터 상당한 발전이 일어난 후에 발생

할 수 있고, 이전 두 가지 시나리오와 유사한 많은 핵 안보 난제

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핵 안보에 예상되는 영향
다른 두 가지 관점이 핵 전망과의 관련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

에, 이런 관점의 초점은 주로 제한된 발생과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발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한된 발생과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발전 계획의 특징은 AI가 계속 복잡해지고 데이터로 제한된 

업무에서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 넘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들은 이런 능력이 핵 안보에 의미하는 바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

니다.

자기 만족주의자들

한 가지 공통된 견해는 AI가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제외하고

는 현재 상태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리란 것입니다. 이 “자기 

만족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한 지지자들은 전략이나 정책보다

는 기술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

장 유능한 AI 엔지니어들 중 일부가 포함되었지만, 참가자들은 

자기 분야에서보다는 AI 안전성에 아마 더 관심을 보였고, 따라

서 이런 견해가 실제보다 적게 나타났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야 합니다. 자기 만족주의자들은 핵 전쟁이 너무 복잡해서 AI가 

크게 기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존 균형에 대한 AI의 영향이 미

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만족주의자

들은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과 실제 시스템이나 행동과 미끼 사

이의 구별의 어려움은 2040년까지도 AI가 극복하기 불가능할 거

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핵 확산과 관련된 결정을 하기 위한 투

입들을 식별하고 해석하는 문제를 AI에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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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광범위하다고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과제에

서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컴퓨터라면 일반적으로 인간을 능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향상되었을 것입니다.

불안 조성자들

그 반대 쪽에 AI가 기존 문제를 취약하게 만들거나 현재의 전략

적 균형이 심각한 문제가 되도록 충분히 흔들 거라고 믿는 불안 

조성자들이 있습니다. 이 진영에는 핵 의사 결정의 모든 측면을 

결코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참

가자들 중 일부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관련 목표를 달성하려는 

역사적인 시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일부 경우, 이런 알고

리즘 기술의 부족과 결정의 정서적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

한 것 때문에 참가자들은 AI와 핵 문제의 교차 지점에 대해 불

편해 했습니다. 불안 조성자들은 또한 적국 발사 장치의 추적 및 

표적화와 관련해 AI가 매우 효과적인 불안정화 요인으로 인식되

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2차 타격 능력의 잠재적 손실로 위협

을 느낄 경우, 적국은 선제적인 타격을 가하라거나 자국의 군비

를 확장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것이며 둘 다 바람직한 결과는 낳

지 못할 것입니다.

파괴주의자들

자기 만족주의자 진영과 불안 조성자 진영 사이에 위치하는 세 

번째 관점은 적대 행위에 대한 AI의 민감성에 관한 우려에 뿌리

를 두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이런 적대적인 공격이 매우 효과적

일 수 있다는 이론적 고찰과 증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견해

는 AI가 제한된 발전을 보여주거나 효과적이라고 인정받지만, 그

렇지 않은 경우들과 겹치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같은 결론

을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파괴

하려는 적대적인 소수의 노력은 커다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게 머신 러닝의 보편적인 특징이며, 앞으로

도 몇 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기대된다고 주장합니다. 추적과 표

적화에 효과적인 AI가 세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확산 또는 악

화를 이끌 경우, 적국이 이런 적대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탐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자체 능력을 신뢰할 경우, 적국은 2차 타격 전

력의 생존 가능성을 다시 신뢰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전략적 안

정성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그렇게 하면 AI의 

선제 타격을 식별하는 능력을 파괴할 수 있고, 그런 타격을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만들어 결국 불안정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장치 추적
AI는 너무 잘 작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 정도로 잘 

작동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불안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점

을 설명하기 위해 이 섹션에서 우리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 장치

의 표적화 문제에 대한 초기의 RAND 연구 결과를 설명합니다.

또한 “AI 정체기”는 현재의 능력으로부터 상당한 
발전이 일어난 후에 발생할 수 있고, 이전 두 
가지 시나리오와 유사한 많은 핵 안보 난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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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2차 타격에 대한 영향
대부분의 핵 보유국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장치가 추적 및 표적

화하기 어렵고 따라서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호

합니다. 이 미사일들은 정기적으로 도로나 철도를 통해 이동하

며, 적에게 그 위치가 계속 알려지지 않는다면 이 미사일들을 위

협하는 유일한 방법(미사일들이 야전에 배치되기 전에 무기를 

파괴하는 선제 타격 제외)은 핵무기로 커다란 미사일 경비 지역

을 표적화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폭격 전략 조차도 가능한 미

사일 위치 탐지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좁혀질 수 있어야만 실질

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소련의 이동식 ICBM 발사 장치를 표적화

하려는 냉전 시기의 계획들은 폭격 전략과 소련 연방의 미사일 

이동 방식의 패턴에 대한 정보를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AI는 ISR 및 분석 시스템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었고, 이

런 가정을 뒤집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 장치를 선제 타격에 취약

하게 만들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동식 ICBM의 억제

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이들 국가의 

방어 계획자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AI가 적 미사일의 배치 

데이터를 통합하는 능력만 꾸준히 향상시킨다 해도, 국가의 안

보 감각과 위기 안정성이 실질적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ATR, 센서 통합 및 신호 처리에 필요한 능력은 매우 어려운 상태

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제들이 이런 무기들을 완전히 

쓸모 없게 만들 정도로 충분히 잘 작동하는 것과 완전히 신뢰를 

상실한 것 사이에서 불편한 중간 지점을 유지할 수는 있어 보입

니다.

어려운 기술적 도전
RAND는 감지, 이미지 처리 및 무기의 속도와 살상 반경의 한계

를 포함한 적대 세력 추적 및 표적화를 위한 모델을 개발했습니

다.9 이런 한계 중 일부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AI의 발전으로 

극복될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2040년까지도 어려울 것으로 보

입니다. 예를 들어, 표적 위치를 완벽하게 안다 해도 이동식 표적

은 무기가 발사되는 시간과 도착하는 시간 사이에 이동할 수 있

습니다. 이동식 시스템을 표적화하는 무기들은 더 빠르게 비행

하고 경로를 더 잘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무기는 필요한 포의 

양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전히 매우 정교한 종말 유도 능

력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 처리와 표적 식별의 발전

이 있더라도 많은 대형 무기나 근거리 발사를 위한 소형 무기가 

필요합니다. 17페이지의 그림은 유효 반경이 0~5km인 무기로 이

동식 표적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탄두 수를 보여

줍니다. 직경(km)으로 측정되는 거대한“살상 반경"에도 불구하

고 미사일 발사 장치를 파괴하는 데 커다란 확신을 주기 위해 탄

도 미사일에 의해 운반되는 여러 개의 열원자 탄두가 필요합니

다. 예를 들어, 475-kT W88 탄두의 경우 1개의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Trident II 미사일에 탄두 3개를 탑재하고 10분 간 비행하면 

되지만, 100-kT W76 탄두의 경우에는 1개의 표적을 타격하는 

데 5개의 탄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석에 따르면, 가까운 위

치 표적(그림의 30-kT CM와 200-kT CM)에서 발사된 정확한 크

루즈 미사일(CM)은 단 한 개 또는 두 개의 탄두로 이동식 미사

일 발사 장치를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초근거리에서 발사될 경

우(비행 시간 단 몇 분), 재래식 무기라도 실행 가능한 옵션이 될 

매우 근거리에서 발사될 경우 재래식 무기라도 
실행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선제 
대항 타격의 신뢰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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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따라서 선제 대항 타격의 신뢰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발견에 따르면 이동식이면서 자율적인 센서 플랫폼과 

결합한 AI는 이동식 ICBM 발사 장치의 생존 가능성에 전략적으

로 불안정한 위협을 가할 수 있지만, 군축협정이 위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약간의 희망을 제공할 수도 있

었습니다. 이동식 ICBM 발사 장치에 확실한 위협을 가하기 위

해, 발사 장치를 추적하고 표적화하는 AI 시스템이 비교적 정교

하다 해도 공격 부대는 발사 장치에 매우 근접한 곳에 주둔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공격이 수행될 수 있는 “취약점들”은 

단 몇 분 간만 지속될 수 있으며, 향후 공격 부대에게 이런 사태

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기회를 잡으라고 압박할수 있습니다. 무

이 그림은 유효 반경이 0~5km인 무기로 이동식 표적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탄두 수를 보여줍니다. 거대한 “살상 반경”은 
직경(km)으로 측정되지만, 탄도 미사일에 의해 운반되는 여러 개의 열원자 탄두는 미사일 발사 장치를 파괴하는 데 커다란 확신을 주기 위
해 필요합니다. ATACM = 육군 전술미사일시스템, JDAM = 합동 정밀직격탄, kT = 킬로톤; MMIII = 대륙간 탄도탄 III. 

무기 유효 반경
(km)

최종 업데이트 후 무기 비행 시간(분)

15 300
0.0

1.0

2.0

3.0

4.0

5.0

W88 탄
두

ATACM

JDAM

MMIII
업데이트 포함 MMIII

W76 탄
두

표적 타격에 필요한 최소 무기 수

필요한  
무기 수

2 3 4
5

6–10

11–20

>20

1

30-kT CM

200-k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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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해제 타격을 우려하는 국가들은 주변에 이런 세력들이 나타

나면 매우 놀랄 것이고, 아마도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동은 불신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어느 쪽도 의도하지 않은 갈등

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 장치와 일정한 거리 내에 그와 같은 무장 해

제 타격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주둔 또는 배치하지 않는다는 

검증 가능한 협정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 믿음직한 조언자 AI
2차 타격 부대에 대한 믿음을 잠재적으로 감소시키는 것 외에도, 

AI는 실수로 인한 전쟁 발발, 확전, 발사 결정을 처리하는 한 국가

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통제는 국내 발사 장

치나 명령 통제식 플랫폼에서 직접 실현되기가 어렵지만, 이런 것

이 AI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영

향은 컴퓨터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또는 데이터 분석 절차가 인

간의 결정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정도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

다. AI는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

대됩니다(일반적으로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이라 불림).

의사 결정에 있어 AI의 가능한 역할
AI는 급격히 발전하면서 점점 복잡한 업무에서 인간을 능가하

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둑 세계 챔피언을 이긴 Alphabet 

DeepMind의 AlphaGo는 AI와 전략 전문가조차도 놀라게 했습

니다(Etherington, 2017). 확실히, 바둑의 의사 결정은 핵 전쟁에

서보다 처리하기가 훨씬 더 단순합니다. 움직임이 순차적이고 

명확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eepMind 개발자들

은 군수관리, 기반 시설 및 지정하기 어려운 움직임과 전략의 범

위로 완성되는 군사 개입을 반영하는 스타크래프트(Starcraft)라

는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AI를 만들고 있습니다(Woyke and 

Kim, 2017). 스타크래프트 역시 핵 전쟁보다 훨씬 더 단순하지

만, 2040년이 되면 AI 시스템이 군대 전쟁 게임의 측면들이나 단

계들을 플레이하거나 인간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활동할 수 있

다고 기대하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일단 증명되면, 명령 결정을 내리는 인간들은 AI 시스템

의 제안들을 인간 조언자들의 제안과 같거나 더 훌륭한 것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잠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신뢰

는 고려해야 할 새로운 위험을 제기합니다.

일부 워크샵 참가자들은 컴퓨터가 핵 전쟁에 대한 결정에 영

향을 주도록 인간이 내버려둘 리가 없다고 확신했지만, 다른 참

가자들은 이런 생각을 점점 더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

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관점의 차이는 세대 간 차이

였고, 특히 AI가 향후 몇 십 년 동안 점점 복잡해지는 일상적인 

업무에서 스스로를 계속 입증할 것이므로 이는 2040년 쯤 고삐

를 물려 받게 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더 편안하게 넘

겨주리란 것을 시사합니다. 미국인들의 경우 운전을 할 때 길을 

찾고 일정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간단한 이메일에 답장하는 것을 

AI에게 의존하는 것은 이미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들은 일상적인 결정과 핵 전쟁 사이의 간격을 고려할 경우 

보증되지 않은 자신감을 구축할 위험이 있습니다.

AI는 급격히 발전하면서 점점 복잡한 업무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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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행위로 인한 제한적 효과
핵 전쟁 관련 업무를 위한 AI 개발 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

습니다.  첫째, 1945년 일본에 대한 미국의 폭격이 무조건적인 항

복을 이끌어낸 이후, 핵무기는 사용된 적도 교환된 적도 없었습

니다. 따라서 실제 교육 데이터가 완전히 부족합니다. 시뮬레이

션, 전쟁 게임, 연습이 이런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실제 데

이터의 부족이 인간의 학습과 의사 결정 역시 제한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커다란 특징은 길찾기나 일정 조정과 같은 일반적인 

업무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

해 동일한 장려책을 갖게 되지만, 핵 전쟁은 근본적으로 적대적

이라는 점입니다. AI 시스템을 파괴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런 파괴는 앞으로 오랫동안 효과적인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처

럼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현재 존재하는 문제 유형의 명확한 예

로 해킹, 교육 데이터 공격, 입력 조작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해킹

해킹이 AI에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와 관계가 있는 한 AI

는 해킹에 취약하다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논의되겠지만, 

지능 자체가 해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역시 입력 및 출

력 시, 또는 디스플레이로 출력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물론 핵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AI는 신중하게 

보호되겠지만, 또한 높은 가치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데이터 공격

AI를 파괴하는 또 다른 방법은 교육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입니

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 내의 오류 샘플을 포

함하여 내부자가 데이터를 교체하거나 해킹으로 데이터를 전환

하는 것 또는 잘못된 선례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적이 자신의 행

동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 범위는 다양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위한 교육 데이터 

오염 전략 및 그 효과를 약술하는 것부터 시작했지만(Anderson 

et al., 2017; Biggio, Nelson, and Laskov, 2012; Kearns and Li, 1992), 

해야 할 작업이 많이 남아 있어서 더 많은 발견이 추정됩니다. 

이 작업의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소수의 

다른 응용 공간인 바이러스 백신 공동체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공동체는 더 전통적인 신호 기반 방식과 

대립되는 머신 러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부는 데이터 

조작 공격에도 불구하고 머신 러닝이 효과적으로 남아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은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Kegelmeyer et al., 2015). 데이터 조작은 앞으로 

오랫동안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력 조작

AI를 파괴하는 세 번째 기회는 완전히 교육 받은 후에 옵니다. 

미묘하게 데이터를 조작하면 고성능 AI 시스템조차도 공격자가 

선호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 식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이 경우 인간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변화가 이미지에 적용되어, AI가 변경된 이미지를 

공격자가 선택한 범주로 분류하게 했습니다(Karpathy, 2015).  

인간이 모든 입력 또는 분류에 대해 정밀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는 핵 문제에서는 이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인식의 경우, 입력의 적대적 범위는 단순했고 픽셀로 

제한되었습니다. 다른 작업의 경우, 적은 특정한 패턴으로 

부대를 동원하거나 특정한 순서로 특정 메시지가 담긴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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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해야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원칙적으로 완전한 교육을 

받은 AI 시스템을 “속이는” 것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입력 조작 공격은 적이 교육 받은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므로, 잘 보호된 AI조차도 여전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Papernot, McDaniel, and Goodfellow, 2016). 취약성의 

정도를 이해하고 입력, 출력 및 데이터의 어떤 부분들에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핵 안보에 대한 제한된 효과의 영향
이전의 추적 및 표적화의 경우에, AI의 위협은 그 효과에 대해 

적이 과도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안정성을 해치지

만,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가능합니다. 결정 지지 시스템의 경

우, AI를 채용한 부대가 효과가 없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믿는 것

이 더 치명적입니다. 또한 적이 AI를 파괴하고 보복을 피할 수 있

다고 믿게 되고, 그렇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확전이 되었을 것

을 선제 타격을 포함하는 길을 쫓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적은 미사일이 표적으로 향하고 있을 때도 AI가 보고 

그 패턴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발사 및 궤적을 발견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AI는 실시간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새로운 취약점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점은 전쟁으로 가는 길, 확전, 심지어 

발사 결정에서 거의 확실히, 궁극적으로 또는 점차적으로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가진 모든 시스템은 적대적 

접근법을 포함하는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테스트 

시 적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적이 생성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공격을 테스터가 구상할 수 있을 때만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할 정도로 무리한 이런 명령은 배치된 

모든 군사 시스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부분 가능한 AI의 안정성 향상 효과
핵 공격 없이 수십 년이 지날 경우, 전략적 안정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이전 섹션에서는 AI 발전이 전략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대략 기술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AI의 발전은 거침 없어 보입니다. 영화와 

정부들은 공격적인 사용과 방어적인 사용을 모두 포함한 계속 

확대되는 적용 범위에 앞다퉈 AI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적용에 미치는 AI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만 분명해질 

것입니다. AI는 핵 전략의 다양한 측면에서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유리한 환경에서는 이런 긴장을 완화하고 전략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상호 불신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런 목적을 향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높은 오류 발생을 넘어서는 시기
워크샵 참가자들은 AI가 추적 및 표적화 또는 확전 결정 지지와 

같은 새로운 능력을 갖춘 직후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닥칠 거라

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시운전 시기 동안에는 오류와 오해가 발

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기술적 발전이 

증가하면 이런 위험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화로운 시

기 동안 사용 가능한 중요한 능력들이 개발되면, 처음에 시작한 

시점 이후로 발전이 계속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성이 증가하

AI의 발전은 거침 없어 보입니다. 기업과 정부들은 
공격적인 사용과 방어적인 사용을 모두 포함하여 
계속 확대되는 응용 범위에 앞다퉈 AI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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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한 사항이 잘 이해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 

시스템은 오류가 있긴 하지만 인간 대안보다 오류를 덜 범하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능력을 개발할 것입니다.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잠재적 협력
핵 전쟁의 위험을 고착시키는 요인들 중 하나는 정부들로 

하여금 “공격 시 발사” 태도를 채택하라고 부추기는 확실한 

보복의 선제 타격 안정성 요건과 사고 또는 오작동 가능성 

사이의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 1983년에 오작동으로 발생한 

소련 연방의 조기 경보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미국 공격을 “

감지”했습니다(Ho�man, 2009, pp. 6–11). 특히 위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은 관료들로 하여금 유령 공격에 대해 보복성 공격을 

명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AI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러한 모순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큰 선제 타격 안정성이 위기 시 

우발적인 확전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믿음은 복합적인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전을 예측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침략 국가는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념할 수 있는 도발 행위를 과감하게 

저지를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의 향상된 정확성 역시 억제력, 확신, 안심에 신

뢰성을 더함으로써 전략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잠재

적 적국이 은밀하게 공격을 준비할 기회가 더 적어진다면, 자국 

또는 그 동맹국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위협이 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들이 더 포괄적인 정보와 분석에 접근

한다면, 더 쉽게 안심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주기까지 더 적은 

군사력이 필요한 미국과 같은 핵 보유국은 핵 군비의 크기를 줄

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적을 더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선순환으로 바뀔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전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AI 기술의 상태와 상관 없이 실

현하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합니다. 우선, 모든 당사국들은 정보 

및 분석 능력에 똑같이 접근해야 합니다. 새로운 비대칭 정보에 

약한 국가는 아마도 스스로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

하다고 여기고 적을 더 깊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국가

들의 의도가 진정 우호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비 AI 구성요소 포함)에 대한 관료들의 신뢰가 

확실히 정당화 되어야 합니다. AI의 잠재력을 현실화하여 전략

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면, 각 국가는 이런 함정을 피하기 위해 기

술이 성숙함에 따라 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논의에는 외

교, 군사 관료들 뿐만 아니라 기술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투명성
매우 낙관적인 한 가지 가능성을 들면, 확전 결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AI 알고리즘을 적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철저한 투명성은 많은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적은 확전 임계값 끝까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AI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의사 결정 도우미로 사용되는 AI는 적대적인 속성을 포함한 

다양한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적이 알고리즘을 얻게 된다 

해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AI를 설계하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든 매우 실용적입니다. 적이 그것을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Kerckho�, 1883). AI 컴퓨터 

시스템이 수비에 앞서 그토록 높은 견고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면, AI 컴퓨터 시스템을 널리 퍼트리는 것은 두려움을 

완화하고 계산 착오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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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부분의 워크샵 참가자들은 AI가 핵 안정성의 토대를 흔들고, 

특히 점점 다극화되어가는 전략적 환경에서 2040년까지 억제력

을 약화시킬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핵무기

로 인류를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AI들의 헐리우드 악몽을 일축하

는 전문가들은 그 대신 향상된 능력으로부터 발생하는 더 일상

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논의된 AI 적용에는 대항 표적

화를 위해 적의 발사 장치를 추적하고 표적화하는 능력과 핵무

기의 사용에 대한 선택을 알리는 결정 지원 시스템에 AI를 포함

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면 새로운 유형

의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AI가 기술

적으로 성숙하기도 전에 사용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AI는 적

대적인 파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이 AI가 더 

능력이 있다고 믿음으로써 그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핵 보유국들이 AI가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양립할 수 있는 전략적 안정성의 형태를 그럭저럭 수립한다면, 

기계들은 불신을 줄이고 대외적 긴장을 완화시켜 핵 전쟁의 위

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들 중 어떤 것이 발생할지 예견

할 수 없지만, 이런 난제가 첨예해지기 전에 핵 안보에 대한 AI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십 년 동

안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

든 핵 보유국들은 핵 위험을 제한하는 기구의 설립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목표는 경쟁국들의 협력을 요구하는 기술적, 군

사적, 외교적 조치들의 결합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망

이 그와 같은 논의를 시작하게 하며 이처럼 논란이 분분하고 자

주 엇갈리는 주제에 대해 실용주의 및 현실주의로 향하는 길을 

열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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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이 전망에서, 이런 업적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자체로 인간의 지성을 
모방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해도, 우리는 AI와 광범위하게 관련된 
연구 프로그램에서 많은 컴퓨터 공학의 업적들을 포함하는 인공 지능이란 
용어를 비공식적으로 채용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패턴 인식 알고리즘, 새 
프로그래밍 언어, 자연 언어 처리, 지난 수십 년 동안 AI로 언급된 다수의 다른 
기능들로 연결되었지만, 주류 컴퓨팅에 편입된지 오래되었습니다.

2 러시아 언론들은 Status-6가 자체의 자율적 능력에 도달하기 위해 인공 지
능(AI)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Tuchkov(2016)와 “러시아 프로젝트 
‘Status-6’가 세계 핵 전력의 균형을 변화시킨다(Rossiiskii proekt ‘Status-6’ 
meniaet sootnosheniia iadernykh sil v mire)”(2016)를 참조하십시오. 두 번째 기사
는 “인공 지능이 장착될 예정”인 Status-6는 “그렇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궤도를” 따라 “예상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적을 공격함으로써 대잠수함 작전
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 상투적으로, 우리는 미래와 최근의 발전을 흔히 AI의 정의에 포함하지만, 과
거 어느 시점에는 인간을 필요로 했던 과제에 오랜기간 응용되어왔던 어떤것들
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4 냉전이 끝나기 전 몇 년 동안, 소련 연방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곧 다가올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onald Reagan의 전략 방위 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에 대한 소련의 “비대칭적 대응”과 관련된 러시아 설명은

Oznobishev, Potapov, and Skokov(2008)을 참조하십시오. Vladimir Putin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선언에서 “미국의 전세계 미사일 
방어 및 유럽의 구성요소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기술적 대응은 효과적이고 
비대칭적일 것”(Putin, 2012)이라고 말했습니다. 

5 2010 핵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는 미국 핵 전략의 목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북한과 같은 “지역 
적 세력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간결한 정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6 미국과 소련은 각각 긴급한 공격시 상대국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선제 타격 능력을 개발하려 했지만, 이것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공격을 하기 위해 고안된 선제 타격 능력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선제 타격을 
위해 조성된 전략적 군사력과 선제 공격을 위해 조성된 전략적 군사력을 
구별하기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두 초강대국의 관료들은 상대국이 핵 전쟁 
시작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지 두려워했습니다.

7 페리메트르(Perimetr)가 일종의 인공 지능(AI)을 채용한다는 주장이 러시아 
국영 매체에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는 Timoshenko(2015)와 
Valagin(2014)을 참조하십시오.

8 이에 대한 예는 Akhmerov, Akhmerov, and Valeev(2016)을 참조하십시오. 

9 Brien Alkire and Jim Powers의 미간행 RAND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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