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 번역(파파고 초벌번역)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 이용과 자율성에 

관한 정치 선언 
기타  자료  

군비통제·검증 ·이행처  

2023년 2월 16일 

 

점점 더 많은 국가가 군사적 AI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율체계를 1 

활성화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AI의 군사적 사용은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고, 또 국제 안보를 강화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무력충돌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 준칙을 포함해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에 

부합해야 한다. AI 능력의 군사적 사용은 책임있는 인간 지휘체계 하의 군사 작전 중 

사용을 포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원칙적 

접근은 위험과 편익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포함해야 하며, 의도하지 않은 편견과 

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는 자율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군사 AI 능력의 책임있는 개발, 배치 및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군사 AI 능력의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 선언문은 자율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 군사 AI 기능의 개발, 

배치 및 사용에 대해 승인국이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범사례를 반영한다. 

A. 각국은 자국의 군사 AI 능력이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주의 법에 따른 

각각의 의무에 부합할 때만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검토와 같은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https://www.state.gov/bureaus-offices/under-secretary-for-arms-control-and-international-security-affairs/bureau-of-arms-control-verification-and-compliance/
https://www.state.gov/political-declaration-on-responsible-military-use-of-artificial-intelligence-and-autonomy/#ft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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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각국은 핵무기 사용에 관한 주권적 결정을 알리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든 행동에 대해 인간의 통제와 참여를 유지해야 한다.  

C. 각국은 고위 관리들이 무기 체계를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는 않되, 

고위험 어플리케이션(high-consequence applications)을 가진 모든 군사 AI 

능력의 개발과 배치를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D. 각국은 군사 조직의 책임 있는 AI 능력의 설계, 개발, 배치 및 사용을 

위한 원칙을 채택, 공표 및 이행해야 한다.  

E. 각국은 관련 직원이 이러한 능력이 통합된 무기체계를 포함하여 군사 AI 

능력의 개발, 배치 및 사용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인간 판단(human 

judgment) 등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 각국은 군사 AI 기능상 의도되지 않은 편향(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획적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G. 각국은 군사 AI 기능이 감사 가능한 방법론, 데이터 소스, 설계 절차 및 

문서기록과 함께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H. 각국은 군사 AI 기능의 사용을 사용하거나 승인하는 인원이 그러한 

기능의 능력과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에 따른(context-informed) 사용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게끔 해야 한다.  

I. 각국은 군사 AI 기능이 명시적이고 명확한 용도를 갖고, 그렇게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해야 한다.  

J. 각국은 군사 AI 능력의 안전, 보안 및 유효성이 잘 정의된 용도 내에서 

그리고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서 적절하고 엄격한 시험과 보증을 받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자기학습(Self-learning) 또는 지속적 갱신되는 군사 AI 

기능 또한 중요한 안전 기능이 저하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절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K. 각국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감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배치된 시스템을 해제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군사 AI 기능을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심각한 고장 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안전장치를 구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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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군사체계를 위해 설계된 모든 경우는 물론이고  

비군사용 AI 기능을 위한 경우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다. 

L. 각국은 이러한 관행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군사 

AI 역량을 개발, 배치 및 사용하는 방법과 승인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관행의 확립에 대해서 지속적 논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는 자국의 군사 AI 능력 수출이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관행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고려가 포함돼야 한다. 

승인국은 다음을 이행한다. 

• 자율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포함해서, 군사 AI 기능을 개발, 배치 

또는 사용할 때 이러한 관행을 이행한다. 

• 이런 관행에 대한 그들의 약속(commitment)을 공개적으로 기술한다. 

• 그러한 기능이 책임있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기타 적절한 

노력을 지원한다. 

• 관련 주제에 대한 다른 공론장(fora)을 포함하고, 다른 공론장에서 진행 중인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를 해치지 않고, 이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더욱 소통한다(engage). 

 

[1] 인공지능과 자율성(autonomy)의 개념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선언의 

목적상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예를 들어 규칙성(pattern)의 

인식,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결론 도출, 예측, 행동하기)을 수행하는, 즉, 디지털로 

혹은 스마트 소프트웨어로서 자율적 물리체계(physical systems) 뒤에서, 기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율성은 활성화 후 추가적인 

인간 개입 없이도 시스템이 동작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 번역본은 군인권센터 사무국이 임의로 한 것으로 미편집본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