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제27권 2호 2021년 여름호, 5~31.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 발전방안 연구:
공역통제, 지휘결심지원, 사이버 보안 기능을 중심으로*
1)

김 영 수 ** ･ 조 관 행 ***
❖요 약❖
미래 항공우주 전장에서는 유인 비행체,
UAV, 벌떼드론 등으로 비행 개체 수가 급격
히 증가하고 작전 템포는 인간의 인지수준을
초월하며 수많은 비행체 간의 네트워크로 이
뤄진 사이버 공간에 대한 공격도 빈번할 것이
다. 이러한 전장상황 속에서 두뇌역할을 담당
하는 지휘통제체계가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로 지능화
및 자동화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는 AI 기술을 적용하여 수많은
아측의 비행체들 간에 충돌을 방지하고 최적
의 작전 효율성을 갖는 비행경로를 예측 및 유
도할 수 있도록 공역을 통제해야 하고, 복잡

하고 변화무쌍한 전장상황 속에서 지휘관에
게 최적의 방책(안)을 제공하여 의사결심을
지원해야 하며, 항공우주 영역의 행동의 자유
를 보장하는 사이버 공간 우세 확보를 위해 보
안 관제와 더불어 사전에 적의 침투를 탐지하
고 제거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
한 AI을 활용한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
발전은 국가차원의 AI 추진전략과 AI 기술의
성숙도와 연계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요구되는 AI의
높은 성능을 창출하기 위해 해당하는 고품질
의 데이터들을 우선적으로 축적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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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b) 박사가 주창한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초지능･초실감의 정보통신기술
(ICT)과 다양한 과학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사회 전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
으키고 있다(장필성. 2016, 12–15). 이러한 사회적인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군사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1980년대 초 구소련의 오르가코프(M. N. Orgakov)
장군이 최초로 이론을 정립하고 1991년 걸프전쟁에서 실증되면서 전 세계적인 반
향을 일으킨 ‘군사기술혁신(MTR: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의 핵심은
최신 정보통신 과학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사하여 전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Herspring, Dale R. 1987, 29-59).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한 이 시기에 한국은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반드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핵미사일과 장사정포로 무장한 북
한의 직접적인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패권경쟁의 영향의 한가운데에
있고 대내적으로는 출생률 감소에 따른 입대 인원의 감소와 국방예산의 압박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의 위협에 융통성을
갖고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최소의 피해와 손실로 적의 전략적 중심에
대해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공군력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 공군은 과거 산업혁명 시대의 교훈을 바탕으로 군사혁신을 성
공적으로 이뤄내야 한다. 특히, 미래의 우세한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해 4차 산업
혁명의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혁신해야 한다고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황성돈. 2018, 156-171, 김영인 외 6명. 2017, 70-113).
장차 다가올 미래전은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우주, 공중, 지상, 해상 및 사이버 공간까지 무인, 자동화 및 로봇 중심의
작전 수행이 보편화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유․무인 전투수행
개체수 및 Sensor- to-Shooter에 이르는 작전 수행 속도의 비약적인 증가는 인
간의 인지와 지적인 능력을 초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다단하고 다이내믹
한 미래 항공우주 전장을 적절히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한 지휘통제체계의 발전방
안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우주 전장에서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전쟁수행을 위해 첨
단 AI를 활용한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C4I)의 발전방안을 AI의 기술적 적
용가능성이 높은 1)‘공역통제,’ 2)‘지휘결심지원,’ 3)‘사이버 보안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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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해 본다. 미래 항공우주 C4I 체계는 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각각의 전투 수행을 통제하고 관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전쟁 수행에 있어 머리 역할을 수행하는 지휘통제체계는 신속한 상황인식과 지휘
결심, 그리고 아군의 전투 수행원들을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되
어야 한다. 수많은 유․무인 개체수가 활동하는 복잡한 항공우주 전장공간을 조정․
통제해야 하는 항공우주 C4I 체계는 첨단 AI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하고 자동화된
지휘통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공군 C4I
체계(AFCCS: Air Force Command & Control System)의 모습에서 미래 항공
우주 전장을 관리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AI 기반의 항공우주 C4I 체계
구축방향을 공역통제, 의사결심 지원 및 사이버 보안측면에서 살펴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방 인공지능의 해외 및 국내의 활
용사례와 동향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미래 항공우주 전장을 예측해본 후 현재의
공군 지휘통제체계 구축현황을 진단하여 개선 필요성을 논하고 4장에서는 AI 기
반의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의 공역통제, 지휘결심지원 및 사이버 보안 분야
를 중심으로 발전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안하며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국방 인공지능 활용사례 및 동향
1. 주변국(미국, 중국, 북한)의 국방 AI 활용사례 및 동향
현재 전 세계 모든 나라는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시
켜 군사력을 혁신적으로 증강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방부는 2018
년, 인공지능 전략(AI Strategy)을 요약한 보고서(Summary of the 2018
Department of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를 발표하였고 펜타
곤에 합동인공지능센터(JAIC: Joint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를 개설하여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신속한 AI 핵심기술 적용, 악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
책 강구, AI 채택의 공동기반체계 구축, 방위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동맹국 그리
고 파트너십국 간 협력체계 구축, AI 전문인력 양상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Breaking Defense News, November 25, 2019; Federal News,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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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9; Jane's International Defence Review, 6, February, 2020). 합동
인공지능센터는 데이터 가공, AI 알고리즘 개발, 체계통합 등과 같은 AI 기술을
미군의 작전과 전술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AI 중심의 전투능력(AI-Centric
Combat Capability)’ 구축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또한, 펜타곤은 구글, 마이
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대형 AI 회사들과 함께 상황인식, 적응 및 추론을 통해
사람과 의사소통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첨단 AI 기술 연구(AI Next Campaign)
에 3년간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다(김동현･장준희 2018, 2∼4). 그밖
에 미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람과 AI 간의 협업,
로봇 및 자율무기 확보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2017년 ‘AI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한 경제･사회･군사 영역의 인공
지능화’를 공식화하면서 바이두, 알리바바 등과 같은 민간 IT 기업과도 협력을 진
행하며 국방 분야의 AI 기술개발을 위해 활발한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
창형 2019, 1∼3). AI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능화를 추진하는 핵심역량으로 수
십억 개의 빅데이터 분석과 자가학습 능력을 갖춘 AI 기술을 접목해 차세대 무인
자동무기 개발뿐 아니라 미래 지능전 시대에 대비해 군대 구조･전술까지 혁신할
계획이다. 특히, 무인기, 로봇, 미사일 그리고 사이버 공격 분야의 AI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미국 추월 전략을 갖고 AI
기업육성과 AI 혁신 플랫폼 구축 계획을 추진하면서 미래전을 대비하고 있다. 특
히, 미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AI와 양자 컴퓨팅 기술은 미국의 군사기술을
위협하고 있다(김서연. 2020).
북한도 AI 기술을 활용한 군사 역량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동현.
2020). 북한은 국제 무역제재 등에 의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약 85개 정부기관
이 AI 기술 개발에 관여하고 있고 적지 않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역량을 집중하
고 있다. AI가 당장 핵 무기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해킹, 무인
기 개발 및 주민 감시통제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AI 기술 발전은 조선
콤퓨터 중심 산하 AI 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바둑 AI
프로그램인 ‘은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2010년까지 총 6차례의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잠재역량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찰총국 중심으로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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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공격은 이미 이런 AI 기술을 전 방위적으로 활용하여 취약점을 빠른 시간 안
에 발견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한국의 국방 AI 활용사례 및 동향
국방부는 『2020 국방백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는 국방혁신을 통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고자 2019년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구성하여 각 군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국방부, 2020, 112). 특히,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한정된 재원, 장병복지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 등 도전적 안보환경을 극복하기 위
한 최선의 선택으로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여 스마
트하고 강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
여 국방시설 및 군수품 등 국방자원에 대한 과학적 총생애주기 관리, 스마트 안전
관리체계 구축, 급식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급식 수요예측 그리고 빅데이
터를 활용한 피복･개인 장구류 품질 개선 등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계획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정부24 기관소식. 2019).
육군은 『육군비전 2030』(2018년)을 통해 지능정보 기반의 전장 가시화, 지상
전력의 스마트화 및 지능형 부대 운영 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드론봇 전투체계
발전, 워리어 플랫폼 및 실시간 지능정보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육군비전 2030). 그리고 육군은
제72주년 국군의 날에 발표한 ‘AI 발전 추진전략’을 통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AI) 강군’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상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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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한민국 해군의 Smart Navy1)

또한, 해군은 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해군 건설을 목표로 스마트
십(Smart ship), 스마트 오퍼레이션(Smart operations), 스마트 시(Smart sea)
라는 3개 대과제를 제시하여 해군력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무기
체계 플랫폼의 지능화와 자동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김성진. 2018). 그리고 <그
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SMART Navy에
대해 “바다에서 힘으로 국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
의 해양강군”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군도 2019년에 『4차 산업혁명 공군혁신 추진계획』을 완성하여 추진하고 있
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항공우주작전 첨단 전력체계 구비,’ ‘고효율･선진화된
1) https://www.navy.mil.kr/mbshome/mbs/navy/subview.do?id=navy_020600000000
(검색일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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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지원체계 완비,’ ‘과학화 교육훈련 및 병영환경 조성,’ ‘신기술 관리 역량 및
ICT 기반 고도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혁신과제를 도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기술군 완성’을 최종상태로 추진하고 있다(김태진･송애
진. 2019).
<그림 2> 대한민국 공군의 4차 산업 혁명 기술 적용 방안

요컨대, 국방부는 스마트 국방개혁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해공군은 각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첨단과학기술군, 스마트해군, 스마트공군력 건설 등을 추진
하고 있다. 한국은 국방 전 분야에 걸쳐 AI를 활용한 군사력 건설을 추구하고 있으
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부합한 전략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2 뺷국가전략뺸 2021년 제27권 2호

Ⅲ. 미래 항공우주 전장의 변화에
따른 공군 지휘통제체계의 개선 필요성
1. 미래 항공우주 전장의 모습
2019년 9월 14일 새벽, 신원 미상의 드론 10여 대의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의 아람코 석유시설 두 곳이 초토화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이후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이 ‘사람 없는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앞으로는 전장에서 노
출이 쉽고 가격이 비싼 대형 비행체보다 드론과 같은 소형 무인기가 더 많이 사용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손진석. 2019). 현재 미국, 유럽,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도 차세대 군사용 무인기(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글
로벌 드론 개발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 항공우주 전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전투 능력을 가진 무인 자율 비행체의 투입 비중이 매우 커질 것이다. 유
인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자된다. 반면, 무인
비행체는 상대적으로 매우 경제적 비용으로 원하는 수량만큼 복제 양산해낼 수 있
다. 그리고 인간의 생체적인 한계를 초월한 기동이 가능하고 화학적인 오염과 같
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AI의 성능에 따라서는 인간 조종사보다 더 뛰어난
전투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AI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토비 월시(Toby Walsh),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UNSW) 교수는 2017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국제 AI
콘퍼런스(IJCAI: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에서 “공격 목표만 설정해주면 사람의 조작이나 명령 없이 스스로 전투를 할 수
있는 ‘자율 살상 무기(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 즉 킬러
로봇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Toby Wals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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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인 및 무인 항공기가 결합된 운영 개념도

둘째, 전투수행 개체수의 비약적인 증가이다. 미래 항공우주 전장에서는 대･중･
소규모의 다양한 목적의 유․무인기와 육군의 헬기, 뿐만 아니라 단순 탄도탄에서부
터 유도비행을 하는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전투를 수행하는 다양한 비행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드론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하여 성능은 더욱 강해지고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기 또는 벌떼 드론(Swarm drones)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
미군은 지난 2016년 FA-18 전폭기 3대로 ‘페르딕스 마이크로 드론(Perdix
Micro)’ 103대를 투하하여 벌떼 드론 공격 시험에 성공하였다.3) 특히, 중국은 상
2) Collaborative networked picture uav swarm, https://www.uasvision.com/2018/06/
28/suppressing-air-defenses-by-uav-swarm-attack/(검색일: 2020. 5. 5.).
3) F/A-18 Super Hornets Launch 103 Perdix Drone Swarm,
https://www.youtube.com/watch?v=OixSNQp0S_k&t=6s(검색일: 202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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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드론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DJI 社를 필두로 한 민간용 드
론의 성장을 바탕으로 군사용 드론에 대한 연구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활
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미국방부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2014년부터 2023년 사
이 105억 달러를 투자해 약 4만여 대의 드론 부대를 창설할 계획이 다(U. S.
DoD. 2015, 36). 미래 항공우주 전장에서의 비행 개체 수는 분명히 인간이 관리
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셋째, 급격한 작전템포의 증가이다. 1991년에 발생된 걸프전쟁에서는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우위를 기반으로 지상․해상․공중의 동시다발 신속결정적 작전(RDO:
Rapid decisive operations)을 통해 기존에 수년이 걸리던 전쟁을 수십 일로 단
축시켰다. 미래 항공우주전에서도 배터리 및 추진체의 기술, 최적의 비행경로 설
정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전투수행 알고리즘의 발달로 신속한 임무수행에
의해 작전템포가 매우 빨라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량의 유․
무인 전투수행 개체들의 동시다발 분산․병렬 자율 임무수행이 이뤄질 것이고 무인
기는 인간과 다르게 먹지도 쉬지도 않고 연료 보급만 이루어지면 전장에 지속적으
로 투입할 수 있어 작전수행의 연속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미공군 ISR 교리에 언
급된 바와 같이, 2차 세계 대전 당시 F2T2EA(Find-Fix-Track-Target-EngageAssess)는 75일이 걸린 반면, 2010년 기준으로는 10분만 소요되었다(U. S Airforce ISR Doctrine, 2012, 3). 2021년 현재, 더욱더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격의 증가이다. 아군의 전투수행 개체수가 증가하면 일률
적 통제 및 정보공유를 그물망처럼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한다. 그러한 네트
워크는 사이버 공간을 창출하게 되고 전장 한가운데 위치한 사이버 공간은 부득이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사이버 공간이 부대 펜스 안
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한 정보시스템과 각종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
어 있어서 적에게 제한적으로만 노출될 것이다. 하지만 미래에는 더 많은 사이버
공간이 적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이 크게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사이버
공격은 아군의 전투 수행원들에게 일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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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現 공군 지휘통제체계의 구축현황
한국 공군은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공작
전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고 각 제대별 지휘관의 지휘 결심사항과 관
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공군작전사령부(이하 공작사)를 중심으로 한 예하
전투비행단과 전술대대에까지 전술 C4I 체계(AFCCS: Air Force Command &
Control System)를 구축하였다(한정훈, 2009).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항공임무명령서(ATO)를 한측 단독으로 생산하
고 원활한 방공작전 수행과 기지 생존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수행하여 운용하고 있다(육･해･공군사관학교 교수 외, 2016). 이러한
AFCCS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 및 전파하며 웹 정보기
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그림 4> 공군 전술 C4I 체계의 운영 개념도(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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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적 수준에서 공중상황 인식 및 조치 차원의 공군지휘통제체계 가운데 하나
는 중앙방공통제체계(MCRC: Master Control & Reporting Center)이다.
MCRC체계는 전국의 레이더 기지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종합하고 분석한 뒤,
항적을 전시하여 공중상황을 통제하고 관련 부서에 전송하여 지휘관의 지휘통제
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계로서, 한국 공군은 1985년도에 한국 방공식별
구역(KADIZ)내의 모든 공중 이동물체에 대한 탐지, 피아식별 및 요격통제기능을
갖춘 제 1 MCRC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02년에는 남․북부 분권화 작전 수행 및
제 1 MCRC체계의 백업체계로서 제 2 MCRC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전술데이터링크 LINK-16 운용환경을 도입하여
음성 통제방식에 비해 상황인식과 임무 효율성을 증가시켰다(안수민. 2007).

3. 미래 항공우주전에 대비한 지휘통제체계 발전의 필요성
현재 공군의 AFCCS체계는 항공작전, 방공포작전 그리고 기지방호작전을 중심
으로 구축되어 있고 지휘관에게 취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휘관의 명령을 전파할
수 있다(정명진, 2007.). 또한 MCRC체계는 관제사들의 숙련도에 의존하여 영공
감시, 공역통제 및 임무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 공역통제는 먼저
공간분리의 개념에 따라 800피트를 기준으로 공군 항공기들이 사용하는 고고도
공역과 육군이 사용하는 저고도 공역으로 구분하고 고고도 공역 중에서 지역별,
시간별로 나누어서 항공기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원활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관제
한다(김귀근. 2018). 미래 항공우주 전장에서 지휘통제체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하기 위해서 현 AFCCS체계는 많은 부분이 보완․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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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요 우주무기체계

공군은 우주영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08년부터 우주병과를 신설하여 조직
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우주전을 준비해오고 있다. 2015년부터는 ‘우주정보상황
실’을 운영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우주 비행체들과 전파교란상황
및 우주기상 등을 면밀히 감시․분석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적 위성정찰 레이
저추적체계를 구축하고 이후로는 광범한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구축해 포괄적
인 우주 감시능력을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이준삼, 2019.). 뿐만 아니라,
<그림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주무기체계들에 대한 준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AFCCS에는 우주작전에 대한 공통상황도(COP, Common Operation
Picture)를 비롯한 필수 지휘통제 기능이 부재하다. 따라서 앞으로 공군에서 구축
될 지휘통제 체계에는 기존의 항공작전과 함께 우주작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
다(임재혁. 2020).
전투기를 비롯한 공군의 각종 첨단무기체계가 네트워크화 되면서 사이버 공간
4)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05(검색일: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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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약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적절한 감시․통제․보호를 통한
사이버 우세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AFCCS체계는 우주작전과 마찬
가지로 사이버 작전에 대한 필수 지휘통제기능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항
공우주 지휘통제체계에는 사이버 기능까지 포괄하여 발전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공․지․해․우주의 물리전과 실시간으로 연합하여 사이버 공간 작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간 우세 확보를 전승의 필수 선행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공군본부. 2020. 공군본부 홈페이지).
결론적으로, 미래 항공우주 지휘 통제체계를 통해 수많은 비행체들에 대한 공역
과 임무통제, 그리고 빠른 템포로 전개되는 공․지․해․우주․사이버 전장상황 속에서
지휘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휘결심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속에 구성되는
사이버 공간의 노출에 따른 사이버 보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첨단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휘통제체계의 지능화와 자동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바
람직한 해법이 될 것이다.

Ⅳ. AI 기반의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
발전방향 및 추진방안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에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많지만, 본 논
문에서는 미래 항공우주 전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항공우주 공역통제, 지휘결심 지
원 및 사이버 보안 기능을 중심으로 보완․발전되어야 하는 방향을 살펴본다.

1. AI 기반의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 발전방향
1) 항공우주 공역통제
‘공역’이란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
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의미한다. 현재 한
국방공식별구역 내 평시 군 공역 관리와 관련해서는 합참의장이 관할하고 있고,
군 관할공역의 군 항공기 통제에 대해서는 공군작전사령관이 관할한다. 공군의 관
제사 요원들은 순환근무를 하면서 MCRC체계를 통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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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 공역통제 운용체계에 의하면 지상에서 800 피트 높이 이상으로 비행체
를 띄우려면 사전에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800 피
트 이상의 높이는 공군 항공기들이 사용을 하고 그 이하에서는 육군의 헬기나 무
인기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군 공역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육군과 공군 간의 지
휘통제체계(C4I)의 연동을 통해 협조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고도 분리 뿐 아니라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지역분리와 시간분리 같은 공간분리개
념의 공역운용체계에 대해 드론봇, 현무 등과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고
자 하는 육군의 입장은 공군과 차이가 있다. 유사시에 육군과 공군 간의 C4I 연동
과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면 공역 사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육군은 공역을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관리하여 공군 승인 없이 800피트 이상의
공역을 사용할 수 있는 ‘육군공역통제체계(AACS: Army Airspace Control
System)’가 필요하며 여기에 필요한 관제레이더와 공역통제관리 C4I체계를 도입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귀근. 2018). 이처럼 앞으로 공역에 대한 사용요구
는 비행체 수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비행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융통성 있고 효율적인 공역통제의 필
요성이 증대되는 항공우주공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전 공역통제명령체계와 인적
요인(관제사)의 개입에 의한 관리체계로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 예를 들면, 유사
시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해 공중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아군의 수많은 비행체가
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 경우에 관제사가 즉
각적으로 탄도 미사일의 궤적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아군의 수많은 비행체들의 충
돌을 회피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첨단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공역
통제 기능이 구현되어 작전 효율성에 기반한 최적의 비행경로를 설정․운용하고 충
돌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군의 유․무인기들을 동시 병렬적으로 민첩하게 통
제해야 한다. AI 기반의 자동화된 공역통제 기능을 구축하면 현재의 정적인 공간
분리개념의 공역통제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유기적으로 각 군이 작전상황에 맞게
공역의 활용성을 크게 증가 시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공중상황을 분석․예
측하여 전투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므로 써 전투원들이 빠른 공중 상황변화에 침
착하게 대응토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 뺷국가전략뺸 2021년 제27권 2호

<그림 6> AI 기반 최적 비행경로 생성 구성도 (예)

출처: 저자

AI 기반의 공역통제체계는 <그림 6>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평상 시 또는 각종
훈련 시에 이뤄지는 임무(Mission), 경로 상의 아군기와 적군기의 위치(BAs &
RAs on the route), 항공기의 연료상태 및 날씨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교사학습5)을 통한 최적경로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공중 충돌위험이
있는 초근접 비행이 요구되는 임무 등은 평시에 안전문제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
에 이러한 실 환경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사환경을 구성하고 강화학습을 통해 최적경로 학습모델을 만든다. 강화학습에
있어서 에이전트는 시뮬레이터와의 ‘행동(Action)’과 ‘보상(Reward)’이라는 상호
작용을 통해 다양한 경우에 대해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학습된
다. 비행경로생성기(Flight path generator)는 이러한 교사학습에 의한 심층학습
(Deep learning) 모델과 강화 학습에 의한 모델을 교사 강화학습(Supervised
5) 교사학습 (Supervised learning)은 데이터와 답을 함께 주어 모델을 유추해내는 기계학습
방법의 일종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 발전방안 연구 21

reinforcement learning) 또는 가중 다수결 (Weighted majority voting) 등
다양한 퓨전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다(Pan, Yaozong, et al. 2019, 590). 마지
막으로 비행경로 생성기는 각 상황마다 최적의 비행경로를 추천하고 추천된 비행
경로는 수행된 이후, 그 결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통해 다시 비행경로 생성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입력으로 환원된다. 이러한 순환과정(Cycle Process)
의 반복을 통해 데이터는 더욱 축적되고 비행경로 생성기는 지속적으로 학습되고
진화되어 최적의 비행경로를 추천하게 된다.
AI 기반의 공역통제체계 연구사례로서, 민간항공분야에서는 유럽 항공 교통관제
공동 연구소(SESAR, Single European Sky ATM Research Joint Undertaking)
가 유럽의 항공 교통 관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풀고 항공 교통의 예측 가능성
을 높이며 시스템의 자동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AI를 적용한 여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6) 이러한 AI 기반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항공 교통 관제사의 워크
로드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새로
운 AI 기술의 부상은 자동화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2) 지휘결심 지원
지휘통제체계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감시정찰 자산으로부터 수집된 많은 정보들
을 융합하고 분석하여 지휘관이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AFCCS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휘통제체계들은 지휘관
에게 취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휘관의 명령을 전파하는 수준이다(김영도･권혁진.
2017, 13∼18). 즉 지휘관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시스템으로부터 대량의 정
보를 취합․분석하여 최적의 방책(안)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수집된
영상으로부터 이상 징후를 탐지하거나 표적의 이동경로를 예측하는 등의 정보 분
석을 C4I 체계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 또는 담당자의 경험과 숙련도
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AI 기술을 지휘통제체계에 적용함으로써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확
한 상황인식과 방책을 도출하여 지휘관에게 최적의 지휘결심을 지원하도록 지능

6) SESAR Joint undertaking Activities, https://www.sesarju.eu/activities (검색일: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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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AI를 활용한 결심지원은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효
과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2016년도의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국
에서 실감했다. 또한 최근에는 AI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기술이 크게 발전
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기술은 복잡한 전장상황을 정확하면서
도 간략하게 다양한 측면에서 요약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지휘관에게 제공하므
로 써 지휘관의 정확한 지휘결심을 도울 것이다.
AI 기반의 지휘결심 지원체계는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Lundberg Scott; Lee,
Su-In. 2016). 즉, 어떠한 근거와 이유, 그리고 과정을 통해 최선의 방책이 지휘
관에게 추천 되어지는 지가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휘관은 시스템을
이해하고 신뢰하여 지휘결심을 내릴 수 있다. 복잡한 미래 항공우주 전장상황 속
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전적으로 시스템에게 그 결정을 위임(의
존)하면서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을 지원하는 AI 기술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기술이다.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이
동참 되어야만 지휘관이 AI에 대한 신뢰 속에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서도
이를 통제하며 작전을 펼쳐 나아갈 수 있다.
<그림 7> AI 기반 결심지원체계 구성도 (예)

출처: 저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 발전방안 연구 23

AI 기반의 지휘결심 지원체계는 <그림 7>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 평상 시
또는 각종 훈련을 통해 지휘결심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다. 마찬가지
로 ‘창공’ 또는 ‘EADSIM’과 같은 다양한 워게임 모델(시뮬레이션 환경) 등을 통해
평시에 확보할 수 없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가상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한다. 이렇
게 축적된 데이터들을 가져와 심층학습모델을 기반으로 지휘추천 생성(Candidates
generation) AI 모델이 만들어진다. 그런 다음, 작전상 추가적인 고려요소를 포
함하여 지휘추천 후보방책들에 대해 순서화한다. 이때, 작전의 연계성과 지휘관의
선호도 반영을 위해 사용자의 기존 결심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스
템은 지휘관에게 가장 최적의 방책을 추천하고 실행한다.
추후 방책이 수행된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시 지휘추천 시스템의 입력으로 피드
백되어 AI 모델은 지속적으로 성능을 고도화한다. 이러한 지휘결심지원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AI의 추천 시스템 기술을 활용하는데, 추천 시스템은 최근에 통계기반
에서 딥러닝 기술로 전환하면서 큰 발전과 함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
야이기도 하다.

3) 사이버 보안
동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 항공우주 영역에서 아군의 각종 행동의 자유
를 보장하기 위한 사이버 공간 우세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 공간
은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고 피․아 전투원과 전투경계선 식별이 분명치 않으며 동
적으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과 맞물려 사이버 공간의 전장 상황에 대한 관제가 쉽
지 않다. 특히, 앞에서도 모든 국방체계에서 사용될 AI와 같은 기술은 결과가 만들
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한 파라미터들의 연산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인간의 인
지 영역을 넘어선다. 사이버 공간에서 AI를 활용하여 각 개체들의 출처를 자동으
로 식별(ID)하고 피․아를 분류하여 사이버 공간의 관제를 용이하게 하며 각각의 행
위에 대한 위협패턴을 분석하여 사전에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박기태. 2019, 5∼
37). 사이버 보안은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첨단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 관제시스템을 비롯한 사이버 무기체계들
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도모해야 한다.
최근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기의 증대에 따른 사이버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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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것처럼 미래 전장에서는 유․무인기, 드론 등 수많은 전투수행 개체들의
증가로 인한 사이버 공간의 구성 확대와 무선영역에서는 적․아 간에 노출과 겹침이
불가피하다. 사이버 공간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보안측면에서는 보안성이
강화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신뢰 가능한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진 응용체계를 운
용하고 네트워크 가입자 간에는 신뢰성이 높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한다.
수많은 네트워크 가입자에 대한 인증과 위․변조를 방지하고 적의 집중적인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키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이경휴 외 1명. 2020, 12∼24).
블록체인은 유․무인기를 비롯한 모든 아군의 망 가입자에게 적용되어 디지털 신
원 관리(DIM, Digital Identity Management)를 통해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여
네트워크 가입자의 신분을 인증하는 데 필수요소기술로 사용된다. 또한, 블록체인
은 AI의 의사결정 데이터에 대한 조작방지 및 무결성을 보장하여 인간이 AI의 결
정을 추적하고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AI는 학습과정을 통해서 많은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해서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AI가 내리는 결정들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올바른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인간
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또 다른 방편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서 내리는 평가와 의사결정
이 블록체인 상에서 타임스탬프나 해쉬(Hash)를 이용해서 포인트별로 기록된다면
인간이 AI의 학습과정을 보다 쉽게 추적․감독하고 AI의 결정에 대해 좀 더 신뢰할
수 있다. 한편, AI는 기계학습 방식 채굴 알고리즘을 이용해 블록체인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기존의 블록체인 데이터 관리 방식은 막대한 양의 컴
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AI는 지능적으로 코드를 분해하여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2. AI 기반의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 추진방안
AI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를 지능화․자동화․첨단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 첫째, AI 기술의 성숙도
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AI 기술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적용해 나아가야 한다.〈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I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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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도 수준을 1단계에서부터 5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다.7) 현재의 AI 기술은 일
정한 패턴이 있는 특정 도메인(분야)에 대하여 적용이 용이하고 여러 도메인에 걸
쳐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적용이 제한되는 수준이다(김영도,
권혁진. 2017). 최근에는 이미지 인식 및 게임 영역에서는 인간수준을 능가하고
있고 음성인식은 특정 영역에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연어처리
분야에서는 AI가 인간 전문기자와 대등한 기사를 작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 추세를 고려해서 단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표 1〉 AI 기술 성숙도
단계

AI 정확도

적용 다양성

상용화단계

1단계

낮음

특정분야

R&D

2단계

인간수준 미달

특정분야

베타테스트

3단계

인간수준 근접

특정/복수분야

본격 상용화

4단계

인간수준 대등

복수분야

대량 확산

5단계

인간수준 능가

복수분야

일상품 단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둘째, 국가의 AI 관련 추진전략 및 민간회사의 AI 상용기술 발전전략과 연계하
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AI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서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아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한 기술이다.
또한, 군뿐만이 아닌 민간사회에서도 더 많이 사용되는 범용기술이다. 따라서 국
가의 AI 관련 추진전략과 연계하고 민간회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발전된 상용기
술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기술적 보안조치와
관리감독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테스트 베드 환경을 민간회사에게 제공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항공우주분야를 차세대 먹거리로 인식을 하고 항공우주 기
술 강국의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AI
기반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민․관․군이 합심하
7) “AI 기술 성숙도” (최신 ICT 이슈), www.itfind.or.kr,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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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진한다면 훨씬 빨리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AI가 우수한 성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고품
질의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AI 기술을 통해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
량의 고품질 학습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AI 기반의 지휘 결심지원체계
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한미연합훈련 또는 한국군 단독훈련 간에 생산되었거나
생산되는 각종 문서자료는 일정한 전처리를 통해 AI의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학
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과거 UFG와 같은 지휘소 훈련은 기본적으로 상황
(MSEL : Master Scenario Events List)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작전, 군수, 인사,
정보통신 등 각 분야의 최선의 방책을 수립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AI의 교사 학습
(Supervised learning)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최고의 고품질 데이터들이다. 이
러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위와 같이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데이터 축적을 도모해야 하고, 없다면 어떻게 이
를 구축해야 할지에 대해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Ⅴ. 결론
산업혁명시기에 등장한 기술을 활용하여 군사적 혁신에 성공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한 국가가 있는 반면,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여 도태된 국가도 있다. 우리 군은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의 각 나라의 군사혁신의 성공사례를 교훈삼아 첨단 과학기
술을 활용한 군사혁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미래 항공우주 전장에서는 수많은 유․무인 비행 개체들이 인간의 인지수준을 넘
어서는 빠른 템포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휘통제체계가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공역통제 측면에
서는 AI를 활용하여 아군기 간의 충돌을 회피하고 작전 효율성에 기반한 최적의
비행경로를 자동 생성․운용함으로써 현재의 정적인 공간분리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작전 상황에 맞춰 동적으로 공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휘결심 지원에 있어
서는 변화무쌍한 전장상황 가운데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상황인식을 통해 지휘
관에게 최적의 방책(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는 AI를 활용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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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관제 및 신속한 대응조치를 통해 적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실질적으
로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AI 기술 적용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임무를 수행 가능
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보다 AI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고 인간은 인간이 더 잘할 수 있고 더 중요한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AI 기반의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는 기술의 성숙도와 국가차원의 AI 추진
전략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국가적인 정책과
연계하고 민간 AI 업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된 민간기술을 흡수해야
한다. 또한, 우수한 성능의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년간 축적해야 하는
다량의 고품질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구축하고자 하는 AI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를 그려보고 그에 해당하는 고품질의 빅데이터들을 차근차
근 축적해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의 공역통제, 지휘결심지원 및 사이
버 보안 측면에서 AI를 활용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휘통제체계는 복
합시스템(System of systems)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기능
에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위레벨 시스템과의 작전운용개념과 시스템적 측면
에서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전적 운영개념과 연계한 부분에 대한
연구와 각 세부기능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이뤄져야 한다.

투 고 일 : 2021. 02. 08.
심사완료일 : 2021. 03. 15.
게 재 일 : 2021. 05. 30.

28 뺷국가전략뺸 2021년 제27권 2호

참고문헌
국방부. 2020. 『202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김귀근. 2018. “탱크 몰던 육군, 이젠 하늘을 난다?”, 『연합뉴스』. 4. 15.
김동현. 2020 SIPRI “북한, 군사용 AI 개발 총력…”, 『VOA』. 6. 24.
김동현･장준희. 2018. 미 국방연구원 AI 캠페인 차세대 인공지능(AI NEXT), 『한국정보화
진흥원 Special Report』. 2018-18.
김상윤. 2020. “국군의 날 특집/육군 상상 속 최첨단 군사기술, 현실 구현 박차” 『국방일보』.
9. 25.
김서연. 2020. “중국 AI･양자 컴퓨팅 분야서 미국 군사기술 위협”, 『머니투데이』. 8. 24.
김성진. 2018. “해군, 인공지능･5G･스텔스 적용한 ‘스마트십’ 추진,” 『뉴시스』. 10. 19.
김영도, 권혁진. 2017. “국방지휘통제체계 AI 적용을 위한 고찰”, 『정보처리학회지』. 24권 1호.
김영인 외. 2017. “국방 인공지능 활용방안 연구”,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연구보고서』.
김태진･송애진. 2019. “공군, 4차산업혁명 혁신계획 수립…첨단 스마트공군 건설”, 『뉴스원』.
3. 13.
박기태. 2019. “전방위 안보위협대비 미래 항공우주군사력 건설방향 : 4차산업혁명과학기술
을 활용한 전력건설을 중심으로,” 『공군발전협회 제7차 안보학술회의 세미나 자료』.
손진석. 2019. “새벽에 뜬 드론 10대, 사우디 석유의 급소 2곳 동시 폭탄공격”, 『조선일보』.
9. 16.
안수민. 2007. “공군 MCRC 사업착수”, 『전자신문』. 1. 15.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수 외. 2016. 『사이버전 개론』. 서울: 양서각.
이경휴 외. 2020. 국방 블록체인 기술 동향 및 국방 ICT 융합 전략 연구. 『전자통신동향분
석』. 35.1
이준삼. 2019 “공군, 2025년부터 적 위성정찰 레이저추적체계 구축”, 『연합뉴스』. 6. 4.
이창형. 2019 중국의 민군융합 통한 ‘지능화군’(知能化軍) 건설 전략,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166호.
임재혁. 2020. “우주작전 지휘통제체계로서 한국군 C4I 발전방향 연구,” 『KIDA 국방정책
연구보고서』.
장필성. 2016. “2016 다보스포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과학기
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 211호.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 발전방안 연구 29

정명진. 2007. 공군전술C4I개발 완료, “연말, 합참중심 육･해･공 연동 계획”, 『통일뉴스』.
5. 22.
정부24 기관소식. 2019.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 전체회의, 3. 18.
한정훈. 2009. IT 날개 달고 공군 C4I ‘이륙’, 『전자신문』. 2. 16.
황성돈. 2018. “4차 산업혁명과 항공우주력 발전 패러다임 변화 연구”, 『연세대 항공전략연
구원 연구보고서』.
Herspring, Dale R. 1987. “Nikolay Ogarkov and the scientific‐technical revolution
in soviet military affairs.”, Comparative Strategy 6. 1.
Lundberg, Scott; Lee, Su-In. 2016. An unexpected unity among methods for
interpreting model predictions. arXiv preprint arXiv:1611.07478.
Pan, Yaozong, et al. 2019. “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 via Value
Function.” Symmetry Vol. 11.4.
Toby Walsh. 2017.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IJCAI), 2017.
U. S. Air Force. 2012. Air Force Doctrine Document 2-0, Global Integrated
Intelligence, Surveilance, and Reconnaissance (ISR) operations, 2012.
U. S. DoD. 2015.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공군본부. 2020. 공군본부 홈페이지, “미래전 양상”, 미래전의 주요형태.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육군비전 2030.
http://www.army.mil.kr/webapp/user/indexSub.do?codyMenuSeq=2134
19&siteId=army
대한민국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navy.mil.kr/mbshome/mbs/navy/subview.do?id=navy_0206
00000000
Collaborative networked picture uav swarm,
https://www.uasvision.com/2018/06/28/suppressing-air-defenses-by-u
av-swarm-attack/(검색일: 2020. 5. 5.).

30 뺷국가전략뺸 2021년 제27권 2호

“AI 기술 성숙도” (최신 ICT 이슈), www.itfind.or.kr, 2016.03.
F/A-18 Super Hornets Launch 103 Perdix Drone Swarm,
https://www.youtube.com/watch?v=OixSNQp0S_k&t=6s (검색일: 2020.
5. 5.).
SESAR Joint undertaking Activities, https://www.sesarju.eu/activities (검색일:
2021. 1. 20).
Breaking Defense News, November 25, 2019; Federal News, December 20, 2019;
Jane's International Defence Review, 6, February, 2020.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 발전방안 연구 31

A Study on the Future Aerospace C4I System
Development Plan using AI:
Focusing on Airspace Control, Command Determination Support,
and Cyber Security
Youngsoo Kim & Kwanhaeng Cho

In the future aerospace battlefields, in order for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in charge of the brain role to fulfill its given role,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level of intelligence and automation with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n the aviation control of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through
the application of AI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umber of
sub-planes to predict and guide the flight path that prevents collisions and optimal
operational efficiency. In order to secure a cyberspace advantage that guarantees
freedom of action in the aerospace domain,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ommander with the best policy in the future, and detect and eliminate enemy intrusion in advance. It must be developed so that it is possible. The development
of a future aerospace command and control system using such AI should be carried out step by step and continuously taking into account the national AI promotion strategy and the maturity of AI technology. In addition, in order to create
the required high performance of AI, it is necessary to first accumulate relevant
high-quality data.
Keywords: Aerospace, Command and Control System, Artificial Intelligence, Aviation

Control, Command Decision Support, Cyber Sec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