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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AI)이 미-중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발행기관: War on the Rocks 

▶ 저    자: Alex Stephenson and Ryan Fedasiuk 

▶ 일    자: 2022년 5월 3일 

▶ 개    요   

올해 여름, 미국은 새로운 AI 전략을 발표할 예정임. 가장 최근 발

간된 2018년 전략은 미-중 간 기술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 이번에 나오는 신전략은 AI를 활용한 공세적인 측면에

도 신경써야 할 것임. 중국은 현재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020년에는 미국의 레이더를 

재밍( jamming)하기 위한 벌떼(swarm)드론 개발을 지시했고, AI를 무

인시스템과 어떻게 접목시킬지 연구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은 반 AI 

연구와 중국의 퍼징(fuzzing)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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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장환경을 뒤바꿔 놓은 터키의 드론은 어떤 것인가? 

▶ 발행기관: The New Yorker 

▶ 저    자: Stephen Witt 

▶ 일    자: 2022년 4월 27일 

▶ 개    요 

바이락타르(Bayraktar) TB2 드론은 레이저 유도 폭탄을 탑재한 터키

제 드론임. 2016년 처음 상용화된 바이락타르는 최소 13개 국가에 

수출되었으며, 2020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 당시 크게 활

약했었음. 바이락타르 TB2 드론은 바이락타르가 설립한 회사가 개

발했는데, 창립자는 2014년부터 터키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에

르도안과 매우 가까워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바이락타르 드론

은 많은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의 방어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드론의 정밀성과 폭발력은 전장환경을 뒤바꿔 놓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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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arontherocks.com/2022/05/how-ai-would-and-wouldnt-factor-into-a-u-s-chinese-war/
https://warontherocks.com/2022/05/how-ai-would-and-wouldnt-factor-into-a-u-s-chinese-war/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22/05/16/the-turkish-drone-that-changed-the-nature-of-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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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뷰)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을 어떻게 돕고 있는가? 

▶ 발행기관: The Diplomat 

▶ 저    자: Mercy A. Kuo 

▶ 일    자: 2022년 5월 9일 

▶ 개    요 

한 때, 중국은 러시아제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했음. 즉, 중국은 러

시아가 일방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거대시장이었던 것임. 하지만 

2000년대 중반 들어 중-러 간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 양국은 합

작을 통해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제 부품을 공급받아 무기를 개발하고 있음.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러시아 해경함정과 해군 호위함 디젤 엔진을 독일이 아닌 중국의 

한 엔진회사로부터 조달받고 있는 것임. 이와 같이 양국의 기술공

유 및 협력이 증대되면서 상호 간 의존도도 높아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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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우크라이나전이 러시아의 AI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CNA 

▶ 저    자: Dmitry Gorenburg et al. 

▶ 일    자: 2022년 4월 

▶ 개    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제대

로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러시아의 AI 산업에 미

친 영향은 명확함. 미국, 유럽연합, 한국과 일본 같은 美 동맹국들

의 경제제재와 다국적기업의 러시아 내 자발적 사업 철수는 러시

아의 AI 산업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러시아의 

신기술 생태계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구조를 갖고 있고, 주

로 정부 출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두뇌 유출(brain-drain)이 심

각한 상황임. 이 때문에 러시아는 외국 회사들과의 협력에 의존하

고 있었으나, 우크라이나전에 의해 상황이 더 악화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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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thediplomat.com/2022/05/how-china-supplies-russias-military/
https://www.cna.org/reports/2022/04/a-technological-divo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