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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의 안보 및 군사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북한 단거리미사일 및 대
구경조종방사포 시험 발사, 대남 비방 성명, 북미회담 가시화 등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급격하게 변하는 군사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결방법이 없지는 않다. 미래 전망
및 의사결정지원 시뮬레이션 모델은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군사력 건설이나 작전계획발전과 같은 분야에선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국방안보와 같은 사안에서
는 정책결정자나 군/민간 전문가들의 식견만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정책결정의
효과를 미리 검증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도 그러한
방법은 고려되지 않았다.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및 비핵화 여부, 美 INF
탈퇴 및 중거리미사일 배치 요구 등 국방주요사안을 주기적으로 전망할 수 있고, 또
대응책의 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면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한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빅
데이터화 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계학습 및 신경추론엔진 등으로 특정
사안의 미래 추이를 전망하고 또 이해당사자 간의 역학관계를 모델링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VEXILUS/SENTURION(Acertas社), SPSS Watson(IBM社), ICEWS(Lockheed-Martin
社), M3S(Raytheon-BBN社) 등과 같은 모델들은 정부 및 민간분야에서 개발하여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많은 예산을 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데 쏟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인터넷, 블로그, 신문 등 공개된 대중매체의 막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영향을 추론하는 데 많은 도움
을 주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M&S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
들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모델이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모
델들은 대부분 공학분야와 전술지휘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도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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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방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국방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국내 4차 산
업혁명의 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방의사결정 모델의 독자개발이 필요하다. 선
진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후 우리의 4차 산업 생태계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미래전망
및 의사결정 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전략을 추구한다면 고가의 첨단 무기체계 획득비
대비 매우 적은 예산으로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시간이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
의 신속한 정책결정과 예산투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6 -

이제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국방의사결정에 활용할 때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19-40

문의 | 02-961-1140, 1784

* 본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
* 이 책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