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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9·11테러 이후로 각 국가는 비군사적 위기에 대한 관리
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국가위기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
는 방안에 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기 위해 운용되고 연구개발(R&D) 중인
인공지능(AI)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인공지능(AI)을 국가위기관리에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인공지능(AI)
은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정책결정권자에게 제시해주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정책결정권자의 결정행위를 지원해주는 것이 가능하여 인공지능(AI)을 국가위기관리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위기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주제어 : 위기관리, 인공지능, 왓슨, 엑소브레인, 딥뷰 

Abstract  Modern society is exposed to various types of crises. In particular, since the September 11 
attacks, each country has been increasingly responsible for managing non-military cris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ways to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AI) for national crisis 
managemen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is end, we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operated and under research and development(R&D) to support human 
decision-making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to national crisis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artificial intelligence(AI) provides objective judgment of the 
data-based situation and optimal countermeasures to policymakers, enabling them to make decisions 
in urgent crisis situations, indicating that it is efficient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AI) for national 
crisis. These findings suggest the possibility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to respond quickly and 
efficiently to the nation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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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가 간 소규모 분쟁에 의한 안보 위협부터 다양한 유
형의 재난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은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정
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의 발전은 이러한 다양한 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독의 통일과 소련의 붕괴로 
국제정세는 탈냉전기로 전환되면서 국제안보환경의 불확
실성과 다양성이 커지고 분쟁, 테러, 자연 및 사회 재난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들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고 있
다[1]. 왈츠(Kenneth N. Waltz)는 냉전체제가 종식되었
어도 세계는 여전히 분쟁, 자연 및 사회재난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 존재하여 각 국가들은 대응 방안을 마련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2]. 하스(Richard N. Hass)는 
현대사회에서는 기존 형태의 위기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발생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
장하였다[3]. 제4차 산업혁명기가 도래하면서 세계 각국
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
다. 또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포괄안보의 개념이 확
대되어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기
술의 발전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안보환
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연 및 사회재난 등의 포괄안보 
개념이 적용된 모든 유형의 위기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을 위한 추론과 예측의 수단과 방법
으로 모색되고 활용되어지고 있다. 즉, 포괄적 안보개념
에 의한 위기관리는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필요하며 이러
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4].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정보통신기술
(ICT)의 결정체로 추정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국가위기관리에 활용하는 가능성에 관
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인간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해 운용되고 연구개발(R&D) 중인 인공지능(AI)을 분
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가위기관리체계에 인공지능
(AI)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하면서 이를 위기관리에 활
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전과 다르게 매우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융·복합적인 국가위기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길병옥 등은 과거에 국가적 개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거나 탐지하는 조기경보능력의 확
보가 제한되었으나 탈냉전 시대에는 많은 국가들이 개방
되어 정보의 유통량이 많아졌고 컴퓨팅의 발전과 과학기
술의 고도화로 이러한 정보흐름을 사전에 탐지하고 분석
하여 위기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위기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한 ‘21세기형 첨단 위기관리프로그
램’의 개발을 제시하였다[5]. 연구 결과는 제4차 산업혁
명시대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구축을 주장하는 선구적인 내용으로 평가 할 수 
있으며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정보통신기술(ICT)을 
국가위기관리에 운용 시 도움이 될 것이다. 이홍기는 정
보화 체계는 혈액의 유통을 보장하는 혈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연동 및 유통기능을 통하여 국가위기관리의 
기능과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6]. 그러나 정보화 체계의 국가위기관리 기능
과 절차에 대한 통합적 역할에 대한 효용성 증명 등의 연
구가 필요하다. 이성순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
을 도출하고 국가적 위기사태를 국가위기관리 관련 조직
이 상호 연계성과 통합성을 이루어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7]. 그러나 정보공유시스
템의 통합 운영에만 중점을 두어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
한 정보보호와 정보체계 간 원활한 통합 운영에 관한 보
완이 필요하다. 

정보기술(IT)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연구를 더욱 
유의미하게 해준다. 

목진휴 등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기술(IT)을 도입
하는 효과는 정책결정권자의 관심, 조직의 특성과 업무 
성격 등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8]. 서형준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책결정의 가능성과 쟁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9].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의 정책결정 가능성, 인공
지능(AI)의 정책결정이 기존 정책결정 방법과의 차이 등
을 연구하여 인공지능(AI)의 합리적 의사결정(AI), 투명
성 및 신뢰성 제고, 정책 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등
을 장점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리적 보완
과 실증 분석 등이 필요하다. 밴 브루겐(G. H. Van 
Bruggen et al.) 등은 결정지원체제를 지원하는 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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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IT)은 정책결정의 품질을 높여줘서 분석력이 낮은 정
책결정권자나 결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정책결정
권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며[10], 룹닉(R. 
Rupnik et al.) 등은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기술(IT)을 통
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은 정책결정지원을 촉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1]. 그러나 어떤 정보기술(IT)
이 정책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도움이 되는지 등 구체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시몬(H. A. Simon)은 정책결정과정
을 조직이 정책결정시 불확실한 환경을 구체화하거나 조
직 목표와 현실의 격차를 감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고 정책결정과정을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보았다[12]. 
그러나 시스템이 분석하게 되는 데이터의 품질과 알고리
즘의 구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이 분야
의 연구가 필요하다.

정보기술(IT)은 정책결정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
여와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높인다[13]. 예로
써, 전자회의시스템은 시공간적으로 분산된 많은 참여자
들의 의견 교환 등을 촉진하여 불필요한 회의를 없애고 
회의시간도 단축시킨다[14].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기술
(IT)은 의사표현 판단과 신속한 의미의 유통으로 정책결
정의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준다[15]. 또한 정책결정권자
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대안의 분석 결과와 최종 제
안 등을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16]. 특히, 정보기술(IT)은 많은 관계자가 참여하여 정책
결정에 혁신적인 의견의 교환이 있을 때 효과가 더욱 높
다고 할 수 있다[17].

인공지능(AI) 이라는 표현은 1956년 미국 다트머스대
학의 컴퓨터사이언스 워크숍에서 처음 등장했다. 2009
년 이전의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은 인공지능(AI)을 지능
적인 기계를 만드는 공학, 과학 등을 활용하여 인간의 정
신적 기능을 연구하고 지능적 행동의 자동화에 대한 컴
퓨터 과학의 부문 등으로 정의하였다[18]. 인공지능(AI)
은 인간과 유사한 지능적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컴퓨
터 시스템으로 이성적 판단을 통한 행동을 위해 정보를 
인식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안을 분석하는 알고리즘(algorithm)을 포함한다[19]. 
따라서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인공지능(AI)의 운용은 매
우 유용할 것이다.

3. 연구방법

국가위기관리에 적합한 인공지능(AI) 운용 사례로서 

인간의 결정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용되는 인공지능
(AI)과 연구개발(R&D) 중인 인공지능(AI)을 분석 대상으
로 하였다. 사례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고유한 경향
을 갖는 사례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그 현
상이 발전되는 과정의 증명에 적합한 질적 연구 방법이
다[20]. 사례연구는 어떤 현상이나 경험의 부분을 나타내
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 안에서 사건의 흐름을 통합하
고 독자에게 의미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21].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운용되어 
시·공간적으로 연구가 가용한 인공지능(AI) 운용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예증하기 위해 탐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분석방법으로 다중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
다[22]. 연구자는 각 사례를 분석하여 반복적이고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목적과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대상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어 암환자의 진
료지원을 위해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운용중인 Watson 
for Oncology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국책
연구사업으로 연구개발(R&D)중인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AI) Exobrain과 시각인지 인공지능(AI) Deep View를 
선정하여 운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사례들은 모두 언어·추
론·예측지능의 기술이 적용되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
를 제시하는 프로세싱으로 운용된다. 인공지능(AI)을 기
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체계도 이와 유사한 프로세싱
이므로 사례분석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하
였다.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위기관리에 인공지
능(AI)을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
를 위한 분석의 틀은 Fig. 1과 같다.

Analysis of
AI Operating

Cases

Derivation of 
the 

implications
⇨ Policy 

suggestion

Fig. 1. Analysis frame

4. 연구결과

4.1 Watson for Oncology 운용 효과
Watson for Oncology(이하 Watson)는 암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권고하기 위해 글로벌 IT기업인 IBM에
서 개발한 인공지능(AI) 컴퓨터 시스템이다[23]. 이를 위
해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의학 논문, 
자료, 임상 결과 등을 학습하고 분석한다. 의학 문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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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 가이드라인, 진료 우수 사례 등 의료정보는 매년 
볼륨이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종양
은 빠르게 변화하나 의사가 방대한 관련 자료를 학습하
고 분석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Watson은 이러한 의사
의 진료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의료진에게 암환자의 
특정 치료법을 왜 권고하는지 또는 권고하지 않는지, 권
고한 암 치료법의 생존률과 재발률 등에 관한 자료 등 근
거와 함께 권고해준다. 2014. 6월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ASCO)에서는 MD 앤더슨의 의사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비교 시 Watson이 200명의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제
시한 치료법이 82.6%라는 매우 높은 정확도로 암환자를 
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24]. 환자진료 지원을 위한 
Watson의 운용체계는 Table 1과 같다.

Understanding Patient Status

⇩
Exploring treatment methods

⇩
Treatment Evidence Reasoning

⇩
Deriving recommended treatment methods

Table 1. Watson's Operating System

가천대학교 길병원은 Watson 도입 이후 2018. 3월
부터 9월까지 126건의 진료 결과 Watson이 제시한 것
과 의료진의 치료방법 일치율이 7% 증가하였으며 환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25]. Watson의 진료 126건에서 Watson이 제시한 결
과와 의료진의 최종 치료방법 결과를 분석하면 Watson
이 제시한 추천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84건(66.7%), 
고려로 제시된 것도 포함하면 121건(96.0%)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20건은 추천방법의 일부와 고
려방법의 일부를 함께 사용한 경우였다. Watson이 추천
하지 않은 방법이나 제시하지 않은 치료법을 최종 치료 
방안으로 선택 한 사례는 126건 중 5건(4.0%)뿐이었다. 
Watson에 대한 의료진의 전반적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4±2.08점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10
점 만점에 7.13±1.80점이었으며 사용에 대한 편리성은 
10점 만점에 6.70±1.84점이었다. 향후 Watson의 사용 
희망은 10점 중 7.13±2.12점으로 조사되었다.

인공지능(AI)이 국가 위기 상황 시 관련된 정형 및 비
정형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가용

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 방안 도출, 도출된 방
안들의 우선순위 선정 등의 대응 방안을 정책결정권자에
게 지원하는 프로세스와 유사하다. 인공지능(AI)이 학습
하는 데이터와 운용되는 알고리즘을 달리하면 인공지능
(AI) 기술을 필요한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것은 기술적으
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4.2 Exobrain 연구 개발
Exobrain은 자연어를 이해하여 지식을 스스로 학습

하고 인간과 기계의 지식소통이 가능한 언어지능 SW 기
술 개발을 목표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국가프로젝트이다. 
Exobrain 개발 목표는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질의응답 
핵심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이다. 이를 위해 3단계의 연구 
단계 중 1단계에서는 단답형 질의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문장단위 문법처리, 일반 지식 학습 및 추출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전문직종 종사자와 지식소통이 
가능한 서술형 질의응답을 문맥단위 의미처리, 전문지식 
학습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Exobrain은 개발 1단계 기간인 2016년에 능력을 확
인하기 위해 장학퀴즈 상·하반기 우승자, 방송사 두뇌게
임 프로그램 준우승자, 수능 만점자 등을 대상으로 퀴즈
대결을 하여 모두에게 승리하였다[26]. Exobrain의 운
용체계는 Table 2와 같이 인간의 자연어 질문에 대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축적한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추론하여 
최적의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다.

Understanding
the question

 

 ⇦ 

Under-
standing 
natural 

language

⇩
Natural 

Language 
Question and 

Answer

Guess 
Candidate
Reasoning

⇩
Optimal
Answer

Reasoning 

⇩
Answer,

evidence, trust

⇩
Human 

Feedback

Table 2. Exobrain's Ope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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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Exobrain 개발 2단계 3년차인 2019년의 
주요 결과이다. 각 평가 항목별로 모두 목표치를 상회하
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문분야에 대한 답변의 정
확률, 자연어 구문분석 정확률, 전문지식 질의문 수정을 
위한 문서교정 정확도가 모두 90% 이상의 개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valuation item Development 
goal

Development 
result

Accuracy rate of Q&A in the field of 
expertise 93% 94%

Natural Language Parsing Accuracy 
Rate 94% 94.13%

Knowledge Resource Integration 
Accuracy 95% 95%

Inference-based Knowledge 
Augmentation 90% 90.4%

Accuracy of document calibration 
for modification of expert questions 90% 92.31%

* Source: Step 2 of Exobrain SW Technology Development 
Phase 3 Results Report. (ETRI, 2019)

Table 3. Exobrain Step 2 Third Year Development Key
Results 

이러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력을 갖추
고 있는 Exobrain은 알고리즘(algorithm)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여 판단과 예측을 한다[27]. 이
는 정책결정권자의 대응 방안 도출과 선정에도 적용 될 
수 있다.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 상황과 유사한 사례
나 시뮬레이션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방안
을 정책결정권자에게 대화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재난 위기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4.3 Deep View 연구 개발
Deep View는 사람처럼 시각을 통해 대규모 이미지 

및 동영상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실시간
으로 상황 예측을 수행하는 시각 인공지능(AI) SW 기술 
개발을 목표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Exobrain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국가프로젝트이다. Deep View 개발 1단계는 
핵심기술개발 단계로 2014. 4월부터 2017. 12월까지 4
년간 다중객체 및 행동을 동시에 분석하는 시각지능 SW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며, 2단계는 응용기술개발 단계로 
2018. 1월부터 2020. 12월까지 3년간 영상 내용을 이해
하는 기술을 통해 도시 규모의 영상을 이해하는 시각지
능 SW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고, 3단계는 글로벌 기술 개

발 단계로 2021. 1월부터 2024. 2월까지 3년간 복합상
황 이해 및 예측 기술을 갖춘 시각지능 SW 개발을 목표
로 추진중이다. 

Deep View 개발 1단계 시기인 2017년에는 세계 인
공지능(AI) 이미지 인식대회인 ‘이미지넷 첼린지 2017’에 
출전하여 사물 종류별 검출성능 분야에서 2위와 3위를 
하였다[28].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3초 안에 감지하여 
경보를 발령해주는 지능형 CCTV를 개발해서 운용중이
며,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와 서울시 은평구와 협의하여 
무단쓰레기 투척을 방지하기 위해 CCTV에 Deep View 
기술을 적용하여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분석해서 경고방
송을 한다[29]. Deep View 의 운용체계는 Table 4와 
같이 이미지나 동영상 등의 시각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인지와 예측을 하여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
는 것이다.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
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Deep 
View의 프로세싱은 국가위기상황 시 대응을 위한 프로
세싱과 유사하다.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대로 대응 기관 
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책결정권자는 이를 바탕으
로 대응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결정이 가능하다.

data collection, classification

⇩
Learn and understand data features

⇩
Understanding the situation, time and space analysis

⇩
Prediction

Table 4. Deep View's Operating System

Evaluation item Development 
goal

Development 
result

[Trace of Things] Speed and 
accuracy 45% 45.1%

[Activity Recognition] Clip Behavior 
Recognition Accuracy 72% 75.33%

Mobile Number Plate Recognition 90% 90.5%

Moving face recognition rate 91% 91%

behavior prediction accuracy 50% 51.3%

 * Source: Step 2 of Deep View SW Technology Development Phase 
2 Results Report. (ETRI,  2019)

Table 5. Deep View Step 2 Second Year Development
Key Results

Table 5는 Deep View 개발 2단계 2년차인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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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결과이다. 특히, 이동하는 차량의 번호판과 사람
의 얼굴 인식률은 90%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Deep View의 인지와 추론의 기능은 신속하고 정확
한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지원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 분석 결과 인공지능(AI)을 국가위기관리에 운용
시에는 Table 6과 같이 위기 상황 시 인공지능(AI)에 의
한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추론과 예측의 결
과를 정책결정권자에게 지원하여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가 가능하여 인공지능(AI)을 국
가위기관리에 운용하는 것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National Crisis Occurred

⇩
Recognitio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of AI,

⇩
Inference of AI

⇩
Suggestion of solutions of AI

⇩
Learn the results of AI (Feed Back)

Table 6. Appropriate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risis management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국가위기관리에 
인공지능(AI)의 활용을 고찰하기 위해서 인간의 결정행
위를 지원하기 위해 운용중인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
(R&D) 중인 인공지능(AI)을 사례로 선정하여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첫째, Watson
의 운용체계는 국가 위기 상황 시 관련 데이터 수집·처
리·분석,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가용
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 방안 도출과 우선순위 
선정 등의 대응 방안을 정책결정권자에게 지원하는 프로
세스와 유사하다. 따라서 인공지능(AI)이 학습하는 데이
터와 운용되는 알고리즘을 달리하면 인공지능(AI)을 국
가위기관리에 적용하여 운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
하겠다. 둘째, Exobrain이 인간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연어 질의응답 기술로서 개발이 완료되면 정책결정권자

에게 상황 조치와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 제시가 대화 
형태로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위기 상
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비정형 데이터
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 
시각지능 인공지능(AI)인 Deep View의 역할은 그 필요
성이 점차 커질 것이다.

연구 결과, 인공지능(AI)을 국가위기관리에 활용한다
면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정책결정권자에게 최적
의 대응 방안 지원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위기관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해
서 평상시 관련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위기의 특성상 위기 해
결을 위한 가용한 인적, 물적 자산 등의 현황과 국내·외 
유사 사례 등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면 위기 상황 시 인공
지능(AI)의 학습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를 통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은 정책결정
권자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지원을 하는 것
이 가능해진다.

둘째, 현재 정부 부처별로 운용중인 정보체계의 연동
을 통해 데이터 운용을 활성 하여야 한다. 정부 부처에서 
운용중인 정보체계는 보안성과 호환성 등을 이유로 상호
연동이 제한적이다. 국방부의 국방동원정보체계, 행정안
전부의 비상대비자원관리체계 등이 그러하다. 이는 위기 
상황 시 인공지능(AI)의 관련 데이터 분석이 제한되어 정
책결정권자에게 원활한 지원이 제한된다. 인공지능(AI)
은 데이터에 의해 운용된다. 따라서 정부 부처별로 생산·
수집해서 관리·저장중인 데이터를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
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체계 구
축을 위한 선행사항이다.

셋째, 국가위기관리에 운용되는 인공지능(AI)에는 검
증된 데이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인공지능(AI)은 스스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해 분석하고 추론한
다. 가짜뉴스, 부정확한 통계 등과 같은 오류와 결점이 있
는 데이터에 의한 분석결과는 불순한 의도에 의해 설계
된 알고리즘(algorism)과 마찬가지로 정책결정권자에게 
잘못된 대응 방안을 지원하여 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검
증을 실시하여 위기 상황 시 인공지능(AI) 학습에 운용되
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AI)을 국가위기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사례분석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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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사례선정의 적합성, 사례를 통한 문제해결의 논리
적 정합성 등의 측면에서 연구의 목적 달성에 제한이 있
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고 연구자의 주장을 보
다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연구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발전을 위해 향후에는 실증
적 분석에 의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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