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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글

올 봄, 한국에서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가 진행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가 나오면서 인공지능(A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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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인공지능을 제4차 혁명의 견인차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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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 ‘커버스토리’는 ‘로봇과 인공지능(AI)’특집으로 마련해보았습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금융, 로보어드바이저 》 10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살펴봅니다.

양신형 쿼터백투자자문 대표

아울러, 금융, 저널리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두되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활용

로봇, 인공지능과 저널리즘 》 14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미래학적인 관점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의 미래상을

이준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알파고를 설계한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미래예측의 역설과 로봇, AI의 숨겨진 미래상 》 18

하사비스의 KAIST 강연 내용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배일한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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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에 따뜻한 마음을 심다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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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신 분들

2016 여름호 <See Futures>
도움주신 분들

배일한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고려대 경영학과 학사, 하와이대 미래학 박사를 받았다. 전자신문사에서 첨단산업
전문기자로 근무했고 미래학자 짐데이터 교수 밑에서 로봇의 미래를 공부하였다.
미래학의 관점에서 로봇, 인공지능의 미래상에 대해 들어보았다.
커버스토리 | “미래예측의 역설과 로봇, AI의 숨겨진 미래상”

이민화

이홍규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KAIST 사회기술혁신연구소장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KAIST 석·박사를 마쳤다. 1991년 제1회 벤처기업대상을

서울대 정치학 학사, 미 오리건대학 MBA, 한국외대 경영학 박사를 마쳤다. 현재

수상하고, 2010년 한국의 100대 기술인에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IT 업계의 큰 밑그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및 대학 내 사회기술혁신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

림을 그려가는 이민화 교수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소에서 운영하는 아이디어 팩토리(Idea Factory)를 통해 KAIST 학생들이 어떤 제품

들어 보았다.

들을 만들어내는지 들어보았다.

커버스토리 | “인공지능의 미래와 국가 정책”

미래를 위한 실험 | “과학기술에 따뜻한 마음을 심다”

양신형

박경신

쿼터백투자자문 대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석사를 수료했다. KTB 자산운용 펀드매니저을 지냈고,

하버드대 물리학과, UCLA 로스쿨(JD)를 마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현재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인 쿼터백 투자자문 대표으로 있다. 금융시장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KAIST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로보어드바이저 현장의 이야기를

위원,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 폐지 등 커뮤니케

들어봤다.

이션기술이 경제, 사회, 정치를 발전하도록 보호하는 활동에 기여하여왔다.

커버스토리 | “인공지능과 금융, 로보어드바이저”

석학의 비전 | “뇌과학과 표현의 자유 4가지 장면”

이준환

구형건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아주대 금융공학과 교수

서울대 수학과 학·석사, 미 텍사스대학 수학 박사, 프린스턴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서울대 산업디자인학 학사,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HCI전

를 받았다. 현재 아주대학교 금융공학과에서 투자론, 수리재무, 금융의 역사를 연구

공)를 마쳤다. 기사 작성 알고리즘 로봇을 개발하여 로봇 저널리즘의 지평을 넓혀

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닥친 금융 위기와 앞으로의 세계 경제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가고 있다.

들어봤다.

커버스토리 | “로봇, 인공지능과 저널리즘”
석학의 비전 | “금융 위기와 세계의 미래”

04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 See Futures : Vol.11 • SUMMER 2016

05

인공지능, 기술인가? 4차 산업혁명인가?
인공지능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1차, 2차, 3차 산업혁
명이 촉발한 변화보다 훨씬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1차, 2차 산
업혁명은 대량생산을 통하여 물질의 풍요를 이끌었으며, 3차 산업
혁명은 인터넷을 통한 연결로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인공지능의 미래와
국가정책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개인화된 정신 소비를 이끌
것이다. 한국은 3차 산업혁명에서 유선 인터넷은 빠르게 도입하여
IT 강국으로 가는 기반을 형성하였으나, 부가가치가 훨씬 큰 무선
인터넷(스마트폰)과 클라우드에서는 도입 지연의 우를 범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난날 역사

이민화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적 교훈을 거울삼아 혁신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 선도 전략을 위한 국가 정책을 살펴보
아야 하는 이유다.

빅데이터 확보와 규제 개혁을 통해

인공지능 시장은 1,000억 달러 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 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자.

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은 50조 달러로 추산된다. 즉 4
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이 인공지능의 기술개발보
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활용의 핵심은 알고
리즘이 아니라 빅데이터의 확보이고 빅데이터의 핵심 문제는 개
인정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알파고 이후 우리 정부는 알고리
즘과 슈퍼컴 개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다. 우선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개방된 오픈소스 알
고리즘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하
는 것이 최우선적인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와 클라우드의 규제 개
혁인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틈새의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를 개
발하는 것이 부수적인 접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하여 1) 인공지능의 활용, 2) 인공지능 기술개발, 3) 인재육성,
4) 빅데이터 규제 개혁이라는 “인공지능 4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략 1 인공지능의 활용

인공지능 산업에서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보다는 인공지능 관련
개방 API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 개발보다는 활용의 전략적 중요성이 훨씬 높으며,
주요한 기술은 이미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B2C 서비스(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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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미래와 국가정책

전자거래)로 애플의 시리(Siri), 구글의 나우(Now), 마이크로소프

Toolkit)를 공개했다. 같은 해 11월 23일 IBM도 자제 개발한 머신

전략 3 인재육성 전략

기술을 개발해도 데이터가 없으면 연료 없는 자동차 꼴이 된다. 결

트의 코타나(Cortana), 페이스북의 엠(M) 등이 개발되어 있다. 이

러닝 소프트웨어인 시스템ML(SystemML)을 공개했다. 이처럼 이

인공지능 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

국 기술보다 규제가 인공지능의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러한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소비자들에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알고리즘을 깃 허브(www.github.com)

심의 산업으로 물리적인 자원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국내에서도 정부3.0이란 정책으로 빅데이터 센터(www.kbig.kr),

기존의 탐색과 선택 비용을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메르세데스 벤

등에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생태계를 무시한 완전 독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

공공 데이터포털(www.data.go.kr),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www.

츠, 페라리, BMW 등 자동차 회사와 손을 잡고 시리를 통한 핸즈 프

자 개발은 갈라파고스적 접근으로 진화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너

직 인공지능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

data.seoul.go.kr) 등에서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나 지속적

리 서비스를 일부 모델에 적용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

무나 높다. 과거 한국형 슈퍼컴과 한국형 OS 개발 실패가 타산지

공지능 산업을 이끌어갈 양대 방안으로 공개 교육 자료 활용과 교

으로 낮은 데이터의 품질이 지적되고 있다. 활용 공공 데이터의

나는 알림 설정, 스케줄 추적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관심 있는 뉴

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육기관 확충을 제안한다.

70%이상이 버스노선 및 택배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공공 기

스 추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인 빙(Bing)과 연계한 다양

구글의 텐서플로는 인공지능 연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회사나 기관 등에서 인공

관이 국가안보와 개인비밀이 아닌 모든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개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은 B2B 서비스(Business to

고 있고 앞으로 활용도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구글의 텐서

지능 관련 온라인 강의(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방한다는 정부3.0의 정신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Business: 기업과 기업간 전자거래)로 기존의 기업들이 전사적 자

플로우를 오픈 프레임워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마

공개하고 있다. 인공지능 관련 교육기관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

그 핵심은 정보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공공 기관의 잘

원관리(ERP), 영업 지원(SFA), 고객 관리(CRM) 등의 시스템을 클

이크로소프트의 DMTK는 머신 러닝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하다. 최소한 10만 명이 필요한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을 육성하

못된 망 분리 규제에 있다. 망 분리 이전에 공개 원칙하의 데이터

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념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인공지

DMTK 프레임워크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년간 개발한 LightLDA

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아직 인

분리가 이루어져야 공공 정보의 빅데이터화가 가능해 질 것이다.

능도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써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와 DWE(Distributed Word Embedding: 단어 각각의 관계를 정의

공지능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육 기관이 턱없이 부족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이 양립할 수 있다

지금도 IBM의 왓슨 개발자 클라우드(Watson Developer Cloud)

하는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마

하다. 국내 한 일간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한해 배출되는 인공지

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필요하다.

는 별도의 인프라 없이 왓슨의 분석기술을 내부 데이터와 연동하

이크로소프트의 DMTK를 툴킷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외에

능 관련 박사급 인재는 20~30명 수준이나, 중국의 경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을 개인정보 침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

여 활용할 수 있다. 왓슨 개발자 클라우드의 사용 비용은 API를 호

도 뉴욕대, UC 버클리, 그리고 몬트리올 등이 형성한 커뮤니티를

관련 박사급 인재만 한해 2,000~3,000명 수준이라고 한다.

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동시에 개인정

출한 횟수에 따라 부과되며, 현재 월간 30억 건이 호출되고 있으

활용한다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페이스북

이러한 인재 공급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확충

보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빅데이터가 가진 효

며, 28개의 API를 제공하고 있다.

의 빅 서(Big Sur)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오프

과 민간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통한 교육 시스템의 확충이 필요

과와 이익을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재 한국형 왓슨 프로젝트인 ‘엑소브레인(Exobrain)’ 프로젝트

소스 하드웨어로서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주요 개발 하드

하다. 구글이 유다시티(Udacity: 웹 기반 고등교육 서비스)를 통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인정하되, 개인들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에서 수립된 지식의 활용이 왓슨과 연계를 통하여 극대화될 것으

웨어 툴로서 활용할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구

여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한 ‘3개월 교육 융합 프로

강화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로 보인다. 또한 용어 대부분이 영어 기반인 의료 및 제약 분야 업

축해 가는 생태계 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젝트’를 다시 벤치마킹하자. 특히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예제를

한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나, 유출과 남

계에서의 활용 또는 비정형데이터를 탐색하는 기능 등의 경우에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데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들의 빅데이터 제공 등의 지원이 있

용은 엄격히 사후징벌 하는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이

는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터이다. 그러나 머신러닝에 필요한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하

다면 훨씬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민간에서는

다. 바로 사전 규제인 옵트인(Opt-in) 방식에서 사후 평가인 옵트

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렉 코라도(Greg Corrado) 구글 선임연구원

패스트 캠퍼스(FAST CAMPUS: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프리미엄

아웃(Opt-out) 방식으로의 전환이 인공지능의 핵심 국가 정책인

전략 2 인공지능 기술 개발

도 “머신 러닝은 일종의 수학 모델로 특허로 보호받기 쉽지 않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가 머신러닝과 텐서플로우를 활용한 교육

것이다.

지속 가능한 차별화를 위하여 기술 개발전략도 필요하다. 현재 해

면서, “머신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라고 언급하였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는데, 이를 기점으로 전국에 있는 국립대 및

외 선도적 기업들과 기술격차가 존재하지만 산업의 초기단계임을

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개발 단계에서 데이터가 확보가 용

소프트웨어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확

고려한다면 틈새 부분에서 시장 주도권을 쥐는 것이 가능하다. 따

이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용 목적에 맞는 데이터의 확보

대가 필요하다.

라서 인공지능 연구 개발 전략으로 3가지를 제안한다. ① 오픈 소

가 가능한 분야에 특화된 오픈 소스 생태계 내에서 추가적인 알고

스 활용 ② 알고리즘 개발은 데이터가 확보 가능한 분야로 진출 ③

리즘의 개발이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략 4 빅데이터 확보와 규제개혁

M&A등으로 적극적인 인재영입을 제안한다.

그리고 결국은 구글의 제프리 힌턴(Geoffrey Hinton) 교수, 페

인공지능은 알고리즘과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인공지능의 선도기

인공지능 개발 전략의 첫 단계는 공개된 오픈 소스의 활용이다. 이

이스북의 얀 레쿤(Yann Lecun) 교수, 바이두(百度)의 앤드류 응

업들이 알고리즘을 공개하면서, 향상된 컴퓨터 파워를 쉽게 획득

미 대부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오픈 소스로 개방되어 있고

(Andrew Ng) 교수 등의 영입과 같은 M&A 등을 통한 인재 확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은 데이터 확보가 관

방대한 개방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9

기술 경쟁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건이 되었다. 인공지능 관련 소스를 공개하는 기업들도 핵심 기술

일, 구글은 자사의 머신러닝 엔진인 텐서플로우(TensorFlow)를,

은 공개하지만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해

마이크소프트도 머신러닝 오픈소스 툴킷인 DMTK(Distributed

석된다. 결국 인공지능 전략의 핵심은 빅데이터 확보 전략이며, 이

Machine Learning Toolkit)와 CNTK(Computation Network

는 ① 공공정보 개방과 ②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귀결된다.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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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금융,
로보어드바이저
양신형 쿼터백투자자문 대표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란 로봇(Robot)과 자문가(Advisor)

로보어드바이저는 시스템 트레이딩과 유사하지만 이보다 진일보

가 합성된 핀테크 신조어로,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

한 능력을 지녔다. 고객 개개인의 투자 및 위험성향 등을 파악하여

인간 대신 자동화된 포트폴리오 자문과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이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포트폴

스템을 말한다. 사실상 1970년대 미국에서 이미 시작된 컴퓨터를

리오를 리밸런싱(Rebalancing: 자산재분배) 한다. 시스템 트레이딩

활용한 매매를 그 기원으로 하여, 2000년대 유행한 시스템 트레이

이 신호 포착에 따른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로보어드바이저는

딩으로 발전하였다.

고객 자산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동화된 자

시스템 트레이딩은 인간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컴

산관리 능력을 지녔다.

퓨터가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신호를 포착하여 매매하는 대표

이렇듯 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현재

적인 기법이며, 주로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글

200억 달러 수준(2015년 총 운용자산(AUM)기준)으로 17조 달러

로벌 헤지펀드의 주요 전략 중의 하나인 선물세시추종(Managed

로 추산되는 미국 자산관리 전체 시장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그

Futures) 전략, 즉 CTA(Commodities Trading Advisor: 글로벌 시장

러나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급성장 중이며, 2020년 까지 전체 시

에서 각종 선물 품목들을 운용하는 전략을 통칭) 전략이 대표적인

장대비 사용비율은 5.6%, 미국내 관리자산은 2조 달러에 이를 것으

시스템 트레이딩을 활용한 사례이다.

로 추산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1)

금융시장의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최적화하는 것…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해 인간의 직관에만
5.4%

의존하던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4.1%

2.7%
1.7%
0.9%

0.5%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로보어드바이저 사용률 예상치

-2.2
-1.1

비운용자산으로부터의
이동률

-1.1

운용자산으로부터의
이동률

1.5
0.7
0.9

0.2
0.2

0.0

2015

0.5

0.4

0.1
0.4

0.5

2016

2017

0.8

2018

2019

미국 로보어드바이저 총운용자산(AUM) 예상치

1 출처 : ATKearney 2015. Hype vs. Reality: The Coming Waves of “Robo”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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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과 금융, 로보어드바이저

로보어드바이저의 핵심은 알고리즘이다. 현재는 방대한 분량의 축

예측력을 높여주는 과정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이는 순간순간 최

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와 과거 데이터에 숨겨진 특성, 패

대의 효율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간의 직관으로만 투자하는 것에 비

턴, 군집 등을 컴퓨터가 스스로 찾아내어 학습하는 머신러닝 기법

해 효율적이며 결국 수익률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딥러닝과 같은 고도화된 인공지능

또 하나의 이슈는 과최적화(Overfitting)이다. 바둑에서 최적의 기보

알고리즘 활용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미래에는 보

를 구한다거나 네비게이션으로 최적의 경로를 구할 때처럼 정답이

다 정교하고 예측력이 높은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가 서비스를

정해진 문제를 풀 때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최적화를 하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형

할 수록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바둑 게임의 룰과 우주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로 가정마다 보급되었던 것처럼 로보어드

의 물리법칙이 불변함에 따라 입력변수의 영향도가 불변하고, 현재

바이저도 개인 자산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금융도구가 될 날이 멀지

의 최적화는 미래에도 작동한다. 하지만, 주가 예측 등 미래를 예측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 문제는 입력변수가 수시로 변할 뿐만 아니라 입력변수의 영향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 흔히 많이 하는 질문은 로보어드바이저가

도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화한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필자는 로보어드바이

결과가 미래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저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최적화하는 것이라

과거 사례를 돌이켜 보자면, 코스피지수는 2007년말까지 수년간 지

생각한다. 기계는 최적화를 통해 최대의 효율을 추구한다는 장점을

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2008년 큰 폭의

갖고 있다. 주가와 같은 시장가격은 다양한 이벤트와 변수를 시시

하락세를 보인다. 2007년 말 시점에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

각각 가격에 반영한다. 이 때, 변수들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델을 최적화를 했다면 과연 주가 급락을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었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미래를 정

을까? 뿐만 아니라 리먼브러더스 사태 당시 데이터를 포함하여 최

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

적화를 한다면 최근 4년간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 코스피 지수를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었을까? 물론 과최적화를 보완하기 위해 여

여 과거가 현재에도 반복된다는 가정하에 현재에 최선의 수를 두는

러가지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지만, 미래 시장에 대한 접근은 예

값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때문에 그것을 확률적인 계산하여 최대한

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금융위기1
: 리먼 사태

금융위기2
: 유가 폭락

금융위기3
: US 신용등급저하

금융위기4
: 그리스 경제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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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로보어드바이저는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해 분산

응형, 적응형 시공간이기 때문이다.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기적인 리밸런싱으로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

미래에 모두가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를 소유한다고 가정한다

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란 강점이 더욱 부각된다. 뿐만 아니라 주가

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차이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결정될 것이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들을 분석하여 위험

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얼마나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고도의 위험관리 기법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차이를 보

들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미래 전망은 밝다.

일 것이다. 미국 시장의 70% 이상이 컴퓨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거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금융시장이 막대한 돈이 오고 가며 승자

래를 하고, 이 비중이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인공지능

와 패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임의 법칙이 가장 극명하게 적용된

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다.

다는 점이다. 자신의 패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의 패가 더 좋으면

우리 앞에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활짝 열려 있다. 아직 해야 할 일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금융시장이다. 시장 플레이어들 각자가 최적

은 많고 해결해야 할 숙제는 가득 쌓여 있다. 그 만큼 기회의 땅이 열

화를 통해 최선의 수를 두지만 시장은 이러한 대응 결과까지 분석

려있는 셈이다. 미래의 로보어드바이저는 오늘날과는 또 다를 것이

하여 반응한다. 초기에는 전략이 작동할 수 있지만 곧 전략은 분석

며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다. 누구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할 것이

되며 패가 읽히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시

며, 다만 성능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누가 더 우수한 알고리즘을 탑

장은 가장 효율화된 존재가 된다. 이 때 섣불리 미래를 예측하여 시

재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하고 보유하느냐가 관건이다. 인공지

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접근방법이라 생각된다.

능과 로봇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 혁명은 경제와 돈이라는 자본

시장은 게임의 룰에 따라 작용과 반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

주의 구조의 핵심인 금융시장에서 가장 꽃을 피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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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인공지능과
저널리즘
이준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저널리즘에 등장한 인공지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재무 보고와 같은 분야에서 정부 활동의 감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다양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하

을 획득했다. 이후에도 삼성이 잇따른 추가 득점을 뽑아내면

충격에 빠졌다. 영화나 SF 소설 속에서나 존재할 것으로 여겼던 인

기도 했다.2)

서 승리를 지켰다. 한화는 4점으로 승리를 노렸지만, 턱없이

능활동의 최고라고 여겨지던 바둑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창조물인

로봇 기사의 생성

인공지능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혹은 기

국내에서 로봇 저널리즘 연구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심으로 인류가 만들어 낸 이 새로운 발명품이 인류의 삶에 미칠

본 연구팀은 지난 해 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프로야구 기사를 생

영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성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2015년 프로야구 전 경기의 기사를

두려움은 곧 현실로 나타났다. 얼마 전에는 한 대학에서 학생들의

작성하였다. 당시 작성한 기사는 250자 정도의 단문으로 경기의 결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던 수업 조교가 인공지능이었음이 밝

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수준에서 제공되었다.3) 그리고 지난 1월

혀졌고, 곧 이어 한 법률 사무소에 인공지능이 취업을 했다는 소식

부터는 로봇 기사의 작성 분야를 증권 분야로 확대하여 매일 알고

만루 상황을 만들고 이흥련의 2타점 적시타로 승부를 제자리

도 들렸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

리즘이 작성한 800자 분량의 증시 시황 기사를 작성, 파이낸셜 뉴스

로 돌려세웠다.

재 존재하는 여러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한다.

를 통해 배급하고 있다.

5회 초 한화는 2사 2루 상황에서 상대 3루수 조동찬의 실책

로봇저널리즘은 저널리스트에게 위협이 아니며,

그 중에는 기자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확률이 11%에 이른다고

획기적인 개인화 정보 서비스를 가능케 할 것이다.

예측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한 신문매체가 본 연구진이 개발한 알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지 스스로 배우고 이해하는

고리즘이 작성한 기사를 실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

능력이 저널리스트들에게 새롭게 요구된다.

부족했다.

간을 지배하는 인공지능을 현실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인간 지

의 우익수 플라이와 김태균의 우익수 플라이로 득점에 실패
했다. 그 후 4회 초에는 로사리오의 2점 홈런으로 선취 2득점
했다. 무사 1, 2루 상황에서 양성우의 쓰리번트 실패와 김경
언의 병살타로 추가득점에 실패했다.
4회 말 삼성은 2사 1, 2루 상황에서 조동찬의 볼넷으로 2사

으로 선취 1득점했다.
기사 사례 1 - (2015년 10월 19일) 두산 1:2 NC

5회 말 삼성은 2사 2, 3루 상황에서 이승엽의 포수 파울플라
이로 공수교대가 이루어지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연 미래의 저널리즘은 어떻게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까?

NC는 19일 열린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에서 두산을 2:1, 1점

6회 초 한화는 무사 1, 2루 득점찬스를 맞이하였으나 장민석

로봇 저널리즘이란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차로 간신히 꺾으며 안방에서 승리했다. NC는 스튜어트를 선

의 삼진과 김경언과 김태균의 더블플레이 아웃으로 추가득

이 과정에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자료

발로 등판시켰고 두산은 장원준이 나섰다. 팽팽했던 승부는

점에 실패했다.

의 수집, 분석, 기사에 포함 주요 내용 판별, 기사 본문 작성, 배포 등

8회말 0아웃에 타석에 들어선 지석훈에 의해 갈렸다. 지석훈

6회 말 삼성은 2사 1, 2루 상황에서 배영섭의 1타점 2루타로

은 두산 함덕주를 상대로 적시타를 터뜨리며 홈으로 주자를

동점을 만들었다.

불러들였다. 지석훈이 만든 1점은 그대로 결승점이 되었다.

7회 초 한화는 조인성의 1점 홈런으로 1점 앞서나가기 시작

NC는 두산의 9회초 마지막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19

했다. 그 후 8회 초에는 1사 2루 득점찬스를 맞이하였으나 장

일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민석의 삼진과 김경언의 좌익수 플라이로 차이를 벌리지 못

을 수행한다. 로봇 저널리즘은 미국 노스웨스턴(NorthwesTern) 대
학교의 StatsMonkey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며,1) 이미 미국에서는
내러티브 사이언스(Narrative Science)나 오토메이티드 인사이트
(Automated Insights) 등의 회사가 AP통신, 포브스(Forbes) 등의 언

했다.

론 매체에 알고리즘이 작성한 기사를 공급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생성하기 시작한 야구 기사는 작년보다 좀더 풍부한

알고리즘은 신속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주로 속보성이 요구되거나

정보를 담고 있다. 1200자 분량으로 늘어난 기사에서는 제목을 자

를 원점으로 돌려세웠다. 그 후 10회 말에는 1사 1, 2루 상황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다. LA타임즈(LA Times)는 퀘

동으로 만들어 내고, 각 경기의 회별 요약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에서 조동찬의 데드볼로 1사 만루 상황을 만들고 상대 조인

이크봇(QuakeBot)이라는 뉴스 로봇(news robot)을 운용하고 있

8회 말 삼성은 무사 2루 상황에서 상대 정우람의 폭투로 경기

성의 포일로 짜릿한 끝내기를 기록했다.

는데, 지진이 많은 LA 지역에서 주목할만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기사 사례 2 - 한화와의 아슬아슬한 경기....삼성의 진땀승

를 즉시 기사화하여 LA 타임즈 시스템에 송고한다. 이 과정에 걸리

(2016년 5월 17일, 한화 4 對 5 삼성, 포항)

결국 경기는 삼성의 짜릿한 역전승으로 마무리됐다. 오늘 경
기 결과에 따라 삼성은 시즌 9위에서 6위(승률 0.486)로 상

는 시간은 불과 수 초 이내로, 사람이 정보를 분석하고 기사를 작성
하여 송고하는 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17일 포항구장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리그 삼성과

승했다. 한편 한화는 5연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현

콜롬비아 저널리즘 스쿨(Columbia Journalism School)은 최근 발표

한화의 경기에서 삼성이 한화에게 5:4로 역전승했다. 삼성은

재 10위로 승률은 0.250으로 리그 최하위이다. 팀은 9안타 2

한 리포트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뉴스 로봇이 리포터와 편집자보다

10안타 기록을 내며 한화를 주저앉혔다. 삼성은 0:2로 뒤지

홈런 2볼넷 3타점 4득점으로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서 팬들은

던 4회 말, 삼성은 먼저 이흥련이 때린 1루타를 터뜨리며 2점

아쉬워했다.

빠르게 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조기 경보 시스템의
1 Allen, N. D., Templon, J. R., McNally, P. S., Birnbaum, L., & Hammond, K. J.
(2010). StatsMonkey: A Data-Driven Sports Narrative Writer. In AAAI Fall
Symposium: Computational Models of Narrativ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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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인공지능과 저널리즘

알고리즘이 위와 같은 기사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단계

즘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기사를 만들고 전달할 수 있다. 물론 알고

(Gatekeeping: 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

인공지능 시대의 저널리즘

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조화

리즘의 장점이 속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알고리즘은 정확성이

사, 선택하는 일 또는 그 과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개개

지난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인공지능과 로봇 자동화에 의

해야 한다. 본 연구진이 개발한 ‘로봇 저널리즘 프레임워크’는 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증시 시황 기

인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바다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한 직무 대체 확률 순위에서는 조사대상인 406개 직업 가운데 기자

를 데이터 수집(Data Crawling), 이벤트 추출(Event Extraction), 중

사와 같이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데이터를 표현해야 하는 일

따라서 로봇 저널리즘을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는 369위로 분류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기자의 대체 확률은 비

요 이벤트 선별(Key Event Detection), 기사의 분위기 결정(Mood

이 빈번한 경우 숫자를 잘못 기입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사람에게

보다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정보의 바다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

교적 높은 순위는 아니다. 그러나 단순 반복적이고 정교함이 떨어

Detection), 뉴스 기사 생성(News Article Generation)의 총 다섯 단

는 간혹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이지만 알고리즘이 작성한 기사에서는

를 어떻게 찾아서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시각에서 바라

지는 동작을 하거나, 소통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

계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데이터 크롤링

상상하기 어렵다. 그 밖에도 사용자에게 기사가 필요로 하는 시점

보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 저널리

는 콘크리트공, 도축원, 제품조립원 등이 대체 확률에서 최상위에

(crawling) 소프트웨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로컬 서버에 저

에 바로 최신의 데이터로 생성을 하는 것이나(on-demand), 사용

즘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지 이해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세부적으로 보면 저널리즘에서도

장하고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한다. 이어지는 이벤트 추출 단계

자의 질문 사항에 따라 다른 형태의 응답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것

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이는 저널리즘의 전통적인 가치가 로

비슷한 방식의 역할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는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한 정보로 변환한다. 세 번째 단계

이 가능하다.

봇 저널리즘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혹은 로봇 저널리즘

미래의 저널리즘 환경은 매우 중요한 사람의 역할과 그들을 보조하

인 중요 이벤트 선별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찾아낸 여러 이벤트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로봇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저널

이 저널리스트의 일자리를 빼앗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새

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역할로 나뉘게 될 전망이다. 분명 미리 짜

중에서 기사에 포함될 만한 의미있는 이벤트를 찾아낸다. 이때 통

리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로봇 기자가 작성하는

롭게 등장한 기술을 이용해 개인화된 새로운 정보 서비스를 어떻게

여진 일이나 매일 비슷한 형식의 반복적인 기사의 작성에 있어서는

계, 머신러닝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사용된다. 다음 단계에

알고리즘 기사는 철저히 데이터와 전제 조건들에 의존하여 작성된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알고리즘이 훨씬 우수하다. 따라서 일부 저널리스트가 하던 일은

서는 이전 단계들을 거치며 도출된 여러 이벤트들을 맥락적으로 고

다. 기사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는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도록 구조

인공지능의 연산량과 속도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알고리즘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저널리스트에게

려하여 전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든다. 관점은 뉴스 기사의

화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야구, 증시, 날씨 등처럼 정보가 수치화

나다. 피곤해 하지도 않고 24시간 쉼 없이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

새롭게 요구되는 것은 알고리즘과 잘 어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

전체적인 분위기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으로, 같은 사건을 다뤄도

될 수 있고 같은 형식의 데이터가 반복되어 주어지는 분야가 로봇

고 분석할 수 있으며, 보다 정교하게 자료를 분류하는 일도 가능하

는 능력이다. 앞서 언급한 법률사무소에 등장한 인공지능도 변호사

긍정 혹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가 형성되는 원인이 된다. 마

저널리즘이 활약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반면에 알고리즘은 수치

다. 예컨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몇 년간 촬영된 비디오 자료를 사

의 일을 빼앗기보다는 사건과 관련 있는 법조문을 조사하는 등 변

지막 단계에서는 이 모든 데이터와 해석을 종합해 추출된 중요 이

로 나타나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나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일에 대

람이 일일이 돌려볼 필요 없이 순식간에 내용을 인식할 수 있고, 수

호사가 창의적인 통찰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

벤트에 따라 실제 기사를 작성한다.

해서는 어떤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지만, 가치의 판

십 년간 쌓인 방대한 양의 과거 기사를 검색하는 능력도 사람과 비

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은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 컴퓨터의 속

단이 개입되는 일은 처리할 방법이 없다. 알고리즘은 인간 기자와

할 바 아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능력을 이용하면, 기존에 제한적

구글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abis)의 인공지

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1~2초 미만의 매우 빠른 속도로 여러 편의

달리 새로운 내용을 질문하거나 그 동안 없었던 새로운 현상에 대

이던 개인화된 새로운 정보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

능에 대한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공상과학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속보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알고리

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개개인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

소설을 보는 것과 같은 반응은 실제 과학 발전의 모습과 거리가 있

서의 대처하거나, 대중의 여론을 형

를 선별하여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전달 시기와 전달 방법까

다’며 인공지능을 하나의 도구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IBM의 롭

성하는 등의 높은 수준의 언론의 기

지 세세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여기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하이(Rob High) CTO도 고객 응대 로봇을 개발하면서 ‘사람을 대신

능도 물론 수행할 방법이 없다.

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 등장할 문제점은 무엇일지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보완해주고 강화시켜 주는 쪽에 집중할

고민해야 한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널리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

개인화된 정보 서비스로서의 로봇 저

다. 펜만 가졌던 저널리스트들에게 카메라와 같은 영상장비가 주어

널리즘

지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생기면서 이를 활용하는 새로

로봇 저널리즘의 등장은 기존의 저

운 능력이 요구되었듯, 인공지능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공

널리즘을 대체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지능을 저널리스트를 위협하는 경쟁자로서 경계할 것이 아니라, 인

는 새로운 정보 서비스의 개념으로

공지능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저널리스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컴

트들이 스스로 배우고 이해해야 할 때이다. 미래에는 저널리스트들

퓨터와 인터넷의 혁명적인 등장 이

이 양적으로 힘들어 하거나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작업들은 이제 로

후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매

봇 저널리즘을 통해 더 똑똑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기술

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사람들
은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한 정보 과
다 현상에 직면하였다. 저널리스트

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이들의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스탠포드대학에서 개발한 ‘동영상 이미지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태깅해주는 시스템’ 4)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요 이벤트를 분석 후, 야구 경기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화면

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게이트 키핑

4 Karpathy, A., Toderici, G., Shetty, S., Leung, T., Sukthankar, R., & Fei-Fei, L. (2014). Large-scale video classification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1725-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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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측의 역설과 로봇,
AI의 숨겨진 미래상
배일한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하면
미래예측이 편향 될 우려가 높아…
대중이 공유하는 강력한 미래상을
미래예측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미래는 ‘아닐 미(未)’에 ‘올 래(來)’자를 결합한 한자어로 ‘아직 오지

섞인 이미지일 뿐 미래 그 자체가 아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공유

터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로 시작된 인구 억제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유자원의 고갈시점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않은 시간’을 뜻한다. 미래학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미래를 정확

하고 언론매체가 자주 언급하고 근사한 직함의 전문가들이 맞다고

거뒀다. 문제는 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1920년 체코의 작가 카렐 차페크(Karel Capek)가 극중 인조인간에

히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아무리 뛰어

주장해도 미래예측, 미래상은 팩트(fact)가 아니라 휘발성이 강한 가

슬로건에서 그치지 않고 80년대는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

‘로봇’이란 이름을 붙인 이후 서구사회는 똑똑한 기계가 반란을 일

난 미래예측기법과 방대한 데이터를 투입할지라도 복잡한 현대사회

설에 불과하다. 공산주의 혁명이론, 인구 억제 정책, 석유자원의 종말,

천리는 초만원’이란 과도한 인구 억제, 한 자녀 가정을 바람직한 미

으키거나 사람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란 불안감을 떨치지

가 앞으로 언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확정적으로 예측하기란 불

로봇의 부상 등은 20세기에 들어와 수많은 지식인과 대중, 정부조직

래상으로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몰고 간 것이다. 적정선의 출생률

못했다. 로봇공학자들은 공상과학영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로

가능하다. 그럼에도 대중들은 다가올 세상은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

을 공감시킨 성공적 미래예측이다. 이러한 미래상은 당대 최고의 지

유지에 실패한 한국은 내년부터 생산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위기를

봇시대가 10-20년 내에 온다고 공언하면서 대중적 관심을 끌려고

라고 여겨지는 특정한 미래상(未來像)을 마치 정해진 운명인 것처

성들이 만들었고 실제로 세상을 움직였고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경험하고 있다. 공무원과 전문가집단이 인구 억제가 선진경제의 필

했다. 2000년대는 청소로봇이 혼수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두 발로 걷

럼 과신하는 실수를 되풀이 하곤 한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탄탄한 논리구조를 지녔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오류를 일으켰거나

수조건이라 믿었던 낡은 미래예측을 적절한 시기에 수정하지 못한

는 로봇, 강아지 애완로봇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친

Harari)에 따르면 다른 동물종과 달리 호모 사피엔스의 두뇌는 보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실현되지 못한 공통점을 지녔다.

후과이다.

구역할을 해주는 지능형 로봇시대가 임박했다는 미래예측이 홍수를

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다. 따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나온지도 거의 170여 년이 흘렀다. 수많

1973년과 1978~79년 두 차례 오일쇼크를 경험한 직후 에너지 전문가

이뤘다. 하지만 로봇시대의 임박을 알리는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

라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정

은 지식인과 혁명가들이 평등한 세상을 건설하자는 대의명분을 위

들은 한 목소리로 석유자원의 고갈이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1980년

고 로봇기술이 인간의 유연한 육체노동을 대신하고 인간지성을 능

사실처럼 간주하는 습성이 있다.

해 목숨을 바쳤다. 물론 현시점에서 자본주의가 망하고 사회주의 혁

초에 나온 국내 신문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2010년 이전에 석유에

가하는 수준으로 실용화되기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머릿속에 상상하는 이미지를 사실로 착각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자

명이 역사적 최종승리를 거둘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이 파국을 맞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에너지원을

위에 언급된 사례처럼 오랜 세월 말 바꾸기로 명맥을 유지해온 미래

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미래예측에서 결코 빠져선 안 될 오류이다. 미

1960년대 한국정부는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출생률을 낮추는 인구

찾아 다른 행성을 찾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우습게도 오일쇼크 이후

상이 있는가 하면 상식처럼 간주되던 미래상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래상이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지의 상황에 대한 예측과 기대가 뒤

억제 정책을 강력히 실시했다. 빈곤문제를 극복하려면 인구과잉부

채굴 가능한 세계 석유자원의 매장량은 매년 늘어났다. 현시점에서 석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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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예측의 역설과 로봇, AI의 숨겨진 미래상

인공지능의 발전이 당신의 일자리를 얼마나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제공하는 반면 표면적 변화에 숨겨진 의미를 왜곡하고 다른 주체들

지 설문조사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설문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인공

의 예상치 못한 선제적 대응을 유발한다. 결국 특정 미래상의 지나

지능에 대해 느끼는 위기감은 지난 3월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

치게 성공적인 확산은 세월이 지나면서 타당성을 스스로 잠식하는

결 이전과 이후가 확연한 차이가 날 것이다. 대부분 한국인은 미래

결과를 낳는다.

사회에서 단순노동은 기계가 대신하겠지만 종합적 판단력이 필요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성공한 미래예측의 역설(The paradox of

한 전문분야는 인간의 우위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막연하게나

successful foresight)’이라고 규정한다.

강화

반전

Engance

Reverse

AI 로봇
기술 결정론

마 믿었다. 그래서 빠듯한 살림에도 자식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
던 것이다. 이제 알파고 쇼크로 인해 미래를 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

기업체, 정부가 미시적 주제의 미래예측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졌다. 전 세계가 쳐다보는 가운데 인간계 바둑 최고수가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경험과 판단력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방식이

프로그램에게 연달아 패한 사건 이후 당혹함과 체념의 분위기가 사

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를 이미 선점하고 국민 과반수가 공감하는

회복

쇠퇴

Retrieve

Obsolesce

회전반에 퍼지고 있다. 로봇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성공한 미래예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집단에 미래예측을

육체, 지식 노동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큰 혼란이 불가피

의존하는 것은 기존 미래예측에 내포된 편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

하다는 전문가 집단의 예측 앞에서 일반인들은 입을 다물 뿐이다.

를 초래하게 된다. 누군가 지배적 미래예측의 취약점을 보완한 주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일수록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변화를 우려

장, 대안적 미래상을 내놓아도 언론매체와 정부관료, 대중에 전달되

하고 더 위협적이라고 응답할 것이다. 지난 몇 달 사이 인공지능의

는 과정에서 기존 미래예측의 편향성은 증폭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술수준이나 개발로드맵이 갑자기 진화한 것은 아니다. 화엄경의

프로그래머가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은 불가능하

한다는 사실은 미래예측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 화두처럼 한

다고 어깃장을 놓는 글을 신문사에 기고해도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진보가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결정론 역시 한국인의 상상력으로 만

국인의 놀란 마음속에서 인공지능에 연관된 상(像: Iamage)이 바뀐

‘인공지능, 인간 따라잡는다’ 식의 자극적 제목으로 편집될 가능성

든 피조물이다. 대중이 공유하는 강력한 미래상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상상으로 만든 이미지는 아직 현존하는 실체가 아니다.

이 크다.

메타 미디어로 간주할 수 있다.

마샬 맥루한의 예측도구 테트라드(Tetrad)에 AI 로봇을 적용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한 시대를 지배하는 미래상이 갑자기 변화

매일경제, 1987년 11월 3일, 로봇산업 소개기사, 1990년이면 일반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대규모 실업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울

로봇, AI가 일자리를 뺏는다는 우울한 미래예측은 과연 한국 사회

할 때 정부와 국민은 당황한 나머지 이를 확정된 미래로 간주하고

다목적 가사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과장된 미래예측을 했다.

한 미래예측이 한국사회를 과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에서 어떤 요소를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 무엇을 쇠퇴하게 만들고

로봇기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다른 잠재태, 대안적 미래상을 추출

어떤 옛 것을 회복시키고 극단으로 확장될 경우 어떤 형태로 반전

준비역량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넣는 경향이 있다. 다시 강조하건대
향후 인공지능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

사회주의의 최종적 승리는 아직 요원하다. 출산율 억제가 국민소득

하는 것이 가능할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독자들이 네 가지 대답을 자신 있게 할

향을 미칠지의 미래는 현 단계에서 확정된 바가 없다. 요즘 언론매

을 높인다더니 구조적 경기침체와 고령화 사회를 낳았다. 주유소의

필자는 미디어 비평가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의 미디어

수 있다면 한국사회가 알파고 열풍을 거치면서 맞이할 낯선 미래의

체가 외신보도와 전문가 의견을 빌어서 쏟아내는 인공지능의 미래

휘발유 가격은 여태 평범한 수준이다. 로봇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이론에서 ‘성공한 미래예측의 역설’을 극복할 실마리를 찾아냈

숨겨진 측면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직접 예측을 해

상들은 참고할 가치는 있지만 액면 그대로 믿는 것도 어리석다. 똑

장담해온 로봇세상을 일반인은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

다. 반세기 전 맥루한은 미디어가 인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보면 로봇과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깨닫는 바가 있으리라. 이 글

똑한 전문가 집단의 미래전망이란 대체로 현시점의 해당분야에서

당대의 지성이 기획하고 다수가 지지하는 아주 성공한 미래상이 역

지 예측하기 위해 테트라드(Tetrad)라는 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의 목적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시

기술적 가능성과 당위의 문제를 짚어내는 것이지 사회전체가 변화

설적으로 자꾸 어긋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산혁명 이론가나 행시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디어를 포함해 인간이 만든 인공물은 네 가

하는 게 아니다. 전문가 위주의 미래예측이 로봇과 인공지능의 지

하는 맥락을 짚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 석유회사 대표, 로봇 연구소장들의 예측능

지 국면에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은 어

배를 걱정하는 대중들의 편향적 미래상을 강화하는 모순과 한계를

더구나 대중들에게 주입되는 미래예측은 새롭게 부각되는 현상, 사

력이 부족해서일까. 그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미래예측, 미래상을

떤 요소를 강화하고 다른 어떤 요인을 퇴화시킨다. 해당 미디어는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래학자의 첫 번째 덕목은 미래예측

건의 사회적 파장에 따라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곤 한다. 몇 년 뒤에

미래라고 주장하거나 남들이 인식하도록 방조하는데서 비롯된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어떤 것을 부활시킨다. 만약 미디어가 지닌 한

은 상(像: Iamage)일 뿐 미래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예

이들 엘리트 집단은 스스로 만든 미래예측의 탁월함과 유용성에 심

계를 넘어 확장하면 수정 또는 반전을 한다. 맥루한은 이처럼 강화

이다. 미래는 그 불가지성을 인정한 다음에야 숨겨진 표정들을 수

상치 못한 오작동을 일으켜 수백, 수천 명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경

취한 나머지 가설을 실체로, 미래상을 확정된 미래 일정표 정도로

(enhance), 반전(reverse), 회복(retrieve), 쇠퇴(obsolesce)의 네

줍게 드러낸다.

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가정해보자. 방송과 신문에는 인류의 생존

간주하는 오류를 무의식적으로 범한다. 혹은 자신이 만든 가설을 대

가지 틀을 적용하면 미디어가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

을 위해 인공지능을 금지하라는 주장이 쇄도하고 정부는 서둘러 강

중들이 실체로 인식하도록 방조한다. 그들도 주관적 미래예측의 오

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력한 규제조치를 발표한다. 미디어에서 자주 접했던 인공지능 전문

류가능성은 알고 있지만 자신보다 해당분야의 미래를 정확히 해석

그러면 테트라드의 틀에 미래예측을 적용해 보겠다. 미래학의 관점

가들은 달라진 사회분위기에 맞춰서 또 다른 주장과 미래예측을 내

할 주체는 없다는 지적 오만도 작용했을 것이다. 한 시대를 풍미하

에서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대규모 실업사태를 초래할지

놓고 대중들은 이를 상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는 지배적 미래예측은 세상의 변화를 해석하는데 유용한 프레임을

어떨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현재 한국인들이 그런 우려를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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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마인드(Deep Mind) 설립자 & CEO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bis) 초청 특강

본 내용은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초청으로
2016년 3월 11일(금) KAIST 정문술빌딩
드림홀에서 열린 특별 세미나를 Q&A 방식

Q1 알파고(AlphaGo)로

인해 딥마인드(Deep Mind)에 대한 관심
이 뜨겁다.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부탁한다.
A. 저는 학부에서 컴퓨터 공학을, 박사 학위로 신경과학을 공부했
습니다. 딥 마인드에서 이 두 분야를 융합하려고 했죠. 우리가 신경

인공지능과 미래

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기사 내용 중 인용된
도표와 이미지는 당일 강연에서 사용된 발표

획, 내비게이션 그리고 상상력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실행

(Artificial Intelligence&The Future)

자료에서 발췌했음을 밝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컴퓨터 시스템에 가득 채우려 합니다. 시

과학에서 연구하는 분야는 기억, 주의, 추상적 지식과 같은 개념, 계

스템 레벨의 뇌 연구는, 시냅스나 피질자체의 구체적인 작동원리보
다는 뇌가 사용하는 알고리즘, 개념의 묘사, 종합적 구성의 계층적
취재ㆍ정리 김민혜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시스템, 상위 수준에서 일어나는 뇌의 계산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뇌’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디자인할 수 있는 씨앗인 셈이
죠. 물론, 그 알고리즘이 실리콘 재질인 컴퓨터에서 구현되는 방법
과 두뇌에서 응용되는 방법과는 다를 것입니다.
딥 마인드는 2010년 설립되었고, 인공지능을 풀어낼 동력을 얻기
위해 2014년 구글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런던에 200명이 넘는 과학
자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과학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더 즐
겁고 협력적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죠. 이를 위해 석학들과 실리
콘밸리의 스타트업들과도 연합하고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딥 마인드에서 연구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어떤 것인가?
A. 인공지능은, 쉽게 말해서 ‘기계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자 하는 과
학’입니다. 우리의 시도는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인류 최초 달 착
륙을 시도한 아폴로 우주선 프로그램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① 지능을 풀어라(Solve
intelligence)’와 ‘② 이를 통해 많은 것들을 해결하라(Use it to solve
everything else)’입니다.
이런 미션을 위해 우리는 ‘범용 학습 알고리즘(General Purpose
Learning Algorithms)’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는 사전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은 로우 데이터(Row data)로부터 자동 학습을 하게 하
는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즉, 기초 데이터와 기초적인 경험만으로
자가 학습이 가능한 것이죠. 딥 마인드에서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강화 학습 프레임워크(Reinforcement Learning Framework)’입니
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는 환경 속에 에
이전트가 있고, 이 에이전트는 환경과 두 가지 방법으로 소통하죠.
먼저 첫 번째가 ‘감각 기관을 통한 환경 관찰’입니다. 현재는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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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과 미래 (Artificial Intelligence&The Future)

시각을 이용하나 앞으로 다른 감각 양식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약한 인공지능(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ANI)’은 한 영역에 전

울릴만한 검증방법을 만들게 되죠.

Q6 왜 컴퓨터에게 바둑은 힘든 걸까?

이 시스템에 있어 중요한 점은 모든 관찰 내용이 불완전하고 잡음

문화된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과 해결책이 기계

저희가 검증 방법으로 채택한 게임들은 게임 디자이너가 만들었고,

A. 바둑은 인류가 만들어낸 게임 중 가장 복잡한 게임입니다. 바둑

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에이전트의 역할은 두 단계

에 입력되어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진 인공지능

처음부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검증하려는 목적이 아닌, 사람들을

판에서 가능한 배치 방법은 10의 170제곱이고, 둘 수 있는 총 경우

로 구성되는데요. 1단계는 그 불완전하고 잡음이 많은 관찰 내용

은 아주 약합니다. 프로그램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즐겁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게임은 점수가 있기 때

의 수는 10의 700제곱이죠. 이 어마어마한 복잡성 때문에, 직접적

을 토대로 환경에 대해 최대로 정확한 외부 환경에 대한 모델을 만

능력이 없죠.

문에 에이전트가 점점 똑똑해지고 실력이 늘고 있는지 아주 편리하

으로 수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드는 것이고, 2단계는 만들어진 외부 환경에 대한 모델을 이용해

반면, ‘강한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은 다릅니

게 알아볼 수도 있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점 두 가지 중 하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옵션 중에서 목표에 최대한 가깝게 갈

다. 우리의 뇌처럼, 같은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광범위한 일들을 실

수 있는 최적화된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

행할 수 있죠. 쉽게 적응하고, 잘 받아들이며, 심지어 창의성도 잠재

Q5 딥
 마인드에서 게임으로 검증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 어느 쪽이 이기고 있는지 형세 판단하

가 환경에 변화를 주거나 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여기에서 또 새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고요.

A. 저희는 ‘심화 강화 학습(Deep Reinforcement Learing)’을 시도

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운 관찰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죠. 단

딥 블루는 ‘약한 인공지능(ANI)’에 속합니다. 저희는 그걸 넘어서

했습니다. 딥 러닝과 강화 학습이 합쳐져서, 에이전트가 딥 러닝을

체스와 비교해볼까요? 체스는 각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20개 정도

순한 원리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복잡한 기술적인 요인이 들어

는 게 목표입니다.

인지하는 절차를 밟고 강화 학습을 통해 결정을 내려 실행에 옮기

의 움직임이 가능한 반면, 바둑은 그 열 배인 200개 정도의 움직임

있습니다. 이 원리의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다면 인간의 범용 지능

그렇다면, 딥 블루와 알파고를 비교해볼까요? 딥 블루는 체스마스

게 됩니다. 이를 아타리 게임(Atari: 80년대 미국에서 유명한 고전

이 가능합니다. 탐색트리의 복잡성이 매우 크죠. 그렇다보니 바둑

(General Intelligence)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터와 프로그래머에 의해 수작업으로 입력된 지식을 이용합니다. 이

게임)에 적용해 보았죠.

은 주로 직감에 많이 좌우됩니다. 아주 잘하는 프로 기사에게 왜 그

방식이 실제 생명체의 학습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에 반해 알파고는 전문가들의 게임 자체로 직접 플레이하면서 스스

아타리에서 만든 벽돌 깨기 게임을 시켜 보았습니다. 많이들 아시

렇게 뒀냐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두는 게 맞을 거 같았다’고 대

두 번째가 ‘근거를 둔 인지(Grounded Cognition)’입니다. 진짜 사

로 학습하며 발전하죠. 또, 딥 블루는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지만,

겠지만, 이 게임은 바닥에 있는 판을 조종해서 무지개 색 벽돌들을

답하죠. 그들의 직감과 무의식이 그 수가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하는 기계는 풍부한 감각운동의 사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합

알파고는 신경망을 사용해 선택적인 탐색합니다. 그렇다보니 딥 블

하나하나 깨부수는 게임입니다. 100번의 게임을 하는 동안 에이전

그것은 그들의 평생 배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고요. 체스

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현실에 기반을 둔, 진짜 생각을 만들 수 있는

루는 1초당 2억 개의 수를 보고, 알파고는 단 10만 개의 수를 읽습

트는 썩 잘하지 못하고 중간 중간 공을 놓쳤습니다. 300판이 지나

선수가 왜 그런 수를 두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계산법을 말해줄 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실제 로봇을

니다.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읽는 수가 더 적죠.

니 힘든 각도까지도 거의 빠짐없이 공을 받아 냈습니다. 500판을

있는 것과는 다르다.

하고 나니, 옆에 구멍을 뚫어 공을 올려보내는 최적의 전략을 짜서

형세 판단 기능을 만드는 것이 힘든 이유는 바둑에는 점수체계 개

게임을 하더군요. 재밌는 점은 이 시스템을 만든 연구원들도 기술

념이 없다는 점입니다. 체스에서는 퀸(Queen)이 9점, 룩(Rook)이

자들도 저런 전략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5점, 나이트(Knight)는 3점 등의 점수 체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이야말로 진짜 현실과 데이터 스트림에 기반
을 두고 있죠. 그러나 로봇 제작은 비싸고 하드웨어를 다루는 게 쉽

Deep Blue

AlphaGo

지 않습니다. 모터나 하드웨어를 고치고 제대로 작동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데, 그렇다보면 상대적으로 지능이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는 적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딥 마인드는 아주

수작업 된 체스 지식
(Handcrafted chess knowledge)

직접 플레이하면서 배운 지식
(Knowledge learned from expert
game and self-play)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음
(Full width search)

선택적인 탐색을 함
(Highly selective search guided
by policy and value networks)

200 million/sec

100thousand positions/sec

작은 회사였고, 하드웨어가 아닌 지능에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Q3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IBM사의 슈퍼컴퓨터 딥 블루(Deep
Blue)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딥 블루와 알파고는 어

나는 ‘검색할 대상을 실행 가능한 규모로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

떤 차이가 있는가?
A. 1997년 5월 뉴욕에서, IBM사가 개발한 딥 블루와 러시아 체스
마스터 개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가 맞붙었습니다. 그 때
저는 캠브리지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체스에 관심이 많아서 그 게임
을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죠. 컴퓨터가 이겼지만, 제겐 기계보
다 개리 카스파로프의 두뇌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딥 블루는 체
스를 마스터했지만 그 프로그램과 지식을 다른 게임이나 게임 외

Q4 인공지능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체스, 바둑 등 게임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가?

분야에 사용할 수 없고, 개리 카스파로프의 두뇌는 체스도 기계 수

A. 과거 인공지능을 만들 때 생긴 문제점 중 하나가 인공지능 알고

준으로 잘 두지만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

리즘을 만든 사람들이 검증까지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

입니다.

무리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알고리즘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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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판을 움직여 공으로 벽돌 부수기를 학습한다.
(100게임-공을 자주 놓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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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판이공을놓치지않고벽돌을계속부순다.
(300게임-공을 놓치지 않음)

3. 양 쪽 벽돌부터 부순 후, 공을 위로 올려 바닥판을 움
직이지 않고도 벽돌을 깨는 전략을 이용한다.
(500게임-전략을 짜서 공략)

25

/ 인공지능과 미래 (Artificial Intelligence&The Future)

진 말들의 점수를 합하면 어느 정도 형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

게임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가치 네트워크’

서 누가 이기고 지는가를 몇 백만 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선에서 길

나 바둑은 모든 돌이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게임 중반까

의 훈련용으로 만들고 연습을 시켰습니다. 어떤 자리에 놓았을 때

이를 줄이고 가치 네트워크를 불러내서 알파고가 얼마나 잘하고 있

지도 어느 구역이 누구의 땅이 될지 알 수 없죠.

궁극적으로 누가 이기게 된다는 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는지 형세를 판단하죠.

그렇게 많은 학습 과정을 통해 드디어 두 개의 신경망이 만들어졌
Q7 알파고(AlphaGo)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

(Policy Network)

(Policy Network)

Q8 알파고를 만들어 낸 후 어떻게 평가 했나?

A. 먼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10만 개 정도의 상급 아마추어

하나가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입니다. 바둑판 위에 돌들

수준의 기보를 넣었습니다. ‘정책 네트워크’라고 이름 지은 첫 번째

의 위치정보를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신경망을 지도학습 방법으로 훈련했고요. 인간 바둑기사가 둔 기보

높은 착지점들을 예측하는 확률 분포를 계산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의 자리를 바탕으로 정책 네트워크로 하여금 다음 수를 예상하도록

초록색 기둥들은 알파고가 가능성이 높은 착지점들을 표기해 놓은

만들었습니다. 이 예측 실력이 좋아졌을 때 이 정책 네트워크가 스

것입니다. 기둥이 높을수록 개연성도 높죠.

탐색 트리의 크기가 저 상황에서 더 커지고, 그 후에 두 번째 신경망

모든 상업 바둑프로그램에게 승리를 했으니 이젠 진짜 프로기사와

스로 자신과 수천, 수백만 번 게임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 아

다른 하나가 ‘가치 네트워크(Value Network)’입니다. 역시 바둑판

인 ‘가치 네트워크’를 불러내서 현재 트리에서 새롭게 형세를 판단

시합했습니다. 유럽 3년 연속 챔피언이자 프랑스 대표팀 코치로 활

마추어 바둑기사를 단순히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강화 학습을 이

위의 돌들의 위치를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0은 백돌이 이기고 있음

합니다. 여기에서 더 고전적인 방법의 두 번째 형세판단 방법인 롤

약 중인 판후이(프로 2단)와 대결하여 작년 10월 5:0으로 승리했

용해서 아마추어 수준의 바둑인보다 더 잘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

을 말하고, 1은 흑돌이 이기고 있고, 0.5는 동률이라는 뜻입니다. 바

아웃 기법(우선 순위가 낮은 작업이 주기억 장치에서 외부의 보조

죠. 이로써 알파고는 처음으로 동등한 토너먼트 형식의 게임에서

습니다. 정책 네트워크를 자신과 시합을 할 때 그냥 따라하는 것이

로 이것이 알파고의 대단한 능력의 핵심입니다.

기억 장치로 전송되는 것)을 접목해서 게임을 끝까지 두었을 때 양

인간 프로기사를 이긴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계학습, 인

아니라 승률을 높이도록 최적화했습니다.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강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신경망을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알파고 시

측에 몇 번의 승과 패가 있었는지의 통계를 내고 우선도가 낮은 경

공지능, 바둑 분야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고, 많은 바둑 인

화학습을 통한 이런 식의 개선이 80% 승률을 가진 또 다른 정책 네

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를 롤아웃하죠.

공지능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10년 빨리 벌어진 일입니다. 이

트워크를 탄생시켰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책 네트워크를 더 이

알파고가 착수점을 찾고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현재 바둑판의 상

와 관련된 내용은 네이처(Nature)에 실려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상 학습시키지 않고 3천만 번의 게임을 더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태, 대략 절반정도 탐색을 끝냈다고 볼 때, 현 상황에서 추정된 승

은 찾아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1)

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둑 데이터 세트’라고 부르는 최종적인 데이

점,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 방향으로 가고, 이제 새로운 방향의 트리

터 세트가 됐습니다. 한 게임에 한 수인 3천만 개의 수로 구성된 데

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 겨뤄봤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아마추어 5-6단의 실력을 갖고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를 통해 가장 확률이 높은 서너 개의 착수점을 찾아냄

의 승률을 보였습니다. 꽤 높은 확률이죠.

정책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

(Policy Network)

(Policy Network)

가치 네트워크
(Value Network)

가치 네트워크(Value Network)

가장 개연성&가능성 높은 수를 예측

백돌과 흑돌의 승률을 판단

있는데요. 알파고는 495판 중 494판을 이겼고 4점을 내주고도 7%

Q9 향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고 싶은가?

이터 세트죠. 저희에게는 3천만 개의 경우의 수가 있었고 각 수의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

A. 지난 여름, <크레이지 스톤>과 <젠> 같은 유명 바둑 프로그램들

‘가치 네트워크’를 통해 게임의 맨 끝까지 가지 않고도 적당한 선에서 형세를 판단함

A. 우리 사회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과다한 정보’입니다. 빅데이터, 게놈, 엔터테인먼트 등 정보가 너
무 많아요. TV 채널만 해도 너무나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다음으로 ‘시스템의 복잡성’입니다. 기후, 질병, 에너지, 거시 경제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하나의 요인이 아닌 여러 가지가 복잡하

그러니까 착수점을 평가하는 두 개의 다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게 얽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가치 네트워크는 착수점을 즉각적으로 평가하고, 롤아웃 기법은 통

우리는 이 개발된 기술을 세계의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적용해보고

계를 이용하는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알아낸 바에 의하면 알파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헬스 케어, 로봇공학과 제

는 그 두 개의 평가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때 더 강합니다. 그 두

어 장치, 시리(Siri)와 같은 스마트폰 도우미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개의 평가법이 병합되어 최종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만약에 알

우리가 인공지능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

파고가 시간이 부족해서 착수를 두어야 할 때, 알파고는 가장 가능

학자들과 의료진들과 연구원들을 보조해서 각 분야를 더 빨리 발전

그래서 ‘정책 네트워크’를 불러서 트리를 더 크게 만들도록 하고,

성이 높은 값을 선정해 착수합니다.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현재 개발 중인 인공지능을 이

모든 가능한 착수점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정책 네트워크가 지정

정책 네트워크는 수많은 착수점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3-4개

용해서 인공지능 과학자나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는 과학을 만드는

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서너 개의 착수점만 찾아냅니다. 이는 탐색

의 착수점만 봅니다. 폭을 잘라내서 줄이는 역할을 하죠. 가치 네트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이 새로운 기술

트리의 크기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죠.

워크의 일은 깊이를 줄이는 일입니다. 게임의 맨 마지막까지 보면

들을 모두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겠죠.

바둑을 두기 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1 Google AI algorithm masters ancient game of Go, Elizabeth Gubney, 2016년 1월 27일자 기사 (http://www.nature.com/news/google-ai-algorithm-masters-ancientgame-of-go-1.1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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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실험

과학기술에
따뜻한
마음을 심다
이홍규 KAIST 사회기술혁신연구소장

“새벽 5시, KAIST의 팹랩(Fab Lab)1)인 ‘아이디어 팩토리(Idea

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카이스트에

밀히 연결시키는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계에 R&D 투자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는 것은 우리 사회

Factory)’. 대학2년생 김 군은 10시간째 3D 프린터와 씨름 중이다.

는 이미 첨단 고급 장비를 갖추고 우수한 대학원생들과 교수가 있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

에 이런 질문이 취약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분해한 부품들을 하나하나 다시 조립해 나가는 김 군의 마음은 밤

는 쟁쟁한 랩들이 많았다. 특히 수업 부담이 큰 학부생들에게, 과

나는 ‘과학기술 결정론’으로 사회적 변화를 과학기술의 종속변수

엔지니어링 연구는 지금 하나의 사회적 명제 앞에 서있다. ‘과연 사

샘의 피로보다 오늘 이 장비로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볼 로봇 팔 생

연 그들만의 참여로 운영될 연구실이 가능할지 나 스스로도 의구

로 인식하며 과학기술의 일방적 주도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반면

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이다. 사회는 첨단기술 이외

각으로 가득 차 있다. 김 군에게는 이곳의 장비 하나하나가 자신의

심이 든 것이다. 하지만 아이디어 팩토리가 문을 연지 어언 3년, 이

다른 하나는 ‘사회적 형성론’으로서 과학기술을 사회적 합의와 요

에도 ‘적정기술’, ‘대안기술’, ‘사회기술’로 그 새로운 활로를 찾고

분신이고, 이 공간이 바로 자신의 놀이터이다. 그는 지난 8개월을

연구실은 다른 어느 곳보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구의 결과로 인식하고 인간 니즈 중심의 수요로 인한 발전을 중시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엔지니어만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생

이곳에서 살다시피 하였다. 그에게 이곳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

내고 있다.

하는 입장이다. 과학자 휴즈(T. P. Hughes)가 말한 ‘기술 시스템론’

태계 속에서 제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가치’적 자산이

과 같이 인간과 사회의 제반요소를 다차원적으로 고려하는 발전인

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이디어 팩토리는 바로 이런 정신을 학생들

아이디어 팩토리(Idea Factory)와 사회기술

것이다.

에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 플랫폼이다.

2014년 3월 동아일보에 실었던 필자 칼럼의 첫 문단이다. 그러나

카이스트에서 아이디어 팩토리를 운영하는 곳은 ‘KAIST 사회기술

카이스트의 주요 축은 엔지니어링(Engineering)이다. 엔지니어링

그 때만 해도 필자의 마음 속 한 구석에는 이런 ‘학생 전용의 실험

혁신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과학기술의 공급과 수요를 보다 긴

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고, 그 응용은 사회가 필요

차가운 마음, 따뜻한 마음

로 하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나타난다. 이처럼 사회와 불가분의 관

과학기술은 인간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 과학기술 시대를 연 르네

계를 갖는 것이기에 ‘무엇이 진정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하는

상스도 인간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되었고, 자본주의도 인간의 욕

질문은 카이스트가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근래 과학기술

망을 받아들임에서 시작되었다. 르네상스는 신과 국가의 속박으로

는 공간이고,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교류의 공간이다.”

1 제작 실험실(Fabrication Laboratory)의 약자로 디지털 기기, SW, 3D 프린터와 같은 실험 생산 장비를 구비하여 학생과 예비 창업자, 중소기업가들이 기술적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
로 구현해보는 공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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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실험

과학기술에 따뜻한 마음을 심다

부터 인간을 해방시켰고, 자본주의는 절대 빈곤으로부터 인간을 해

는 힘. 이런 몰입을 이루게 하는 최고의 동력은 ‘재미’이다. 아이디

방시켰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또 하나의 과

어 팩토리를 재미있는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야 말로 그 열쇠이고,

학기술적 도약을 접하고 있다. 가상현실, 3D 프린터, 생체복제, 인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공지능 등 수많은 기술혁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셋째, 꿈은 협력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과학기술이 구체적 소

파도를 우리는 과연 행복과 희망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가?

비제품으로 나타나려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따뜻함보다는 차갑다는 느낌을

계, 전자, 디자인 등 다학제 간(Interdisciplinary) 융합이 제품을 만

준다. 물론 과학기술의 연구와 적용이 매우 이성적이기 때문이겠

들어낸다.

지만, 한편으로는 인간과 과학기술 사이에 독선, 경원, 소외, 긴장이

3D 프린터 ‘뉴론’

존재하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을 만드는 것
엔지니어링

은 그 연구와 적용에 따듯한 마음을 입히는 일이다. 경제학자 아담

(기술적 가능성)

스미스(Adam Smith)는 이성적인 차가운 시선으로 <국부론>을 쓰
기 17년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도덕 감성론>을 썼다. 양극화 문제
에 봉착한 현대의 자본주의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 한다면, 차

제품
아이디어

가운 이성과 따뜻한 마음을 조화시키려 했던 아담 스미스의 정신으
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진정한 놀이터 만들기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한다. 학생들의 미래의 꿈도

디자인

비지니스

(제품 유용성)

(시장 친화성)

시각장애인용 스마트워치

아이디어 팩토리 성과 전시회

마음먹기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들의 꿈을 만들
도록 할 것인가?

제품 아이디어 구상의 주요 측면

첫째, 꿈은 실천적 경험에서 만들어진다. 스티브 잡스(Steve Jobs)
의 꿈은 옆집 아저씨 래리 랭의 작업 창고를 드나들며 시작되었다.

아이디어 팩토리는 다양한 전공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이런

직접 해보는 것이야말로 상상력의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이다. 아

다학제적 융합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들은 개발 과정을 통해 어떻

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카이스트 학부생 4명과 영국 옥스퍼드 학

한국 경제의 미래 희망이 되기를

이디어 팩토리는 학생들에게 바로 그런 ‘자유의 공간’이기를 원한

게 동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배우고 있

생, 독일 제품 디자이너 등 총 6명이 팀을 꾸려 만든 제품으로, 3D

한국 경제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지속되는 세계적인 경

다. 학생들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시제품으로, 그리고 생산

다. 아이디어의 선정 단계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브레인스토밍을 거

프린터 ‘뉴론’은 부품을 자체 개발해 기존 수입산 대비 1/3가격(90

제위기, 뉴노멀의 경제 질서, 심층적 사회혁신이 요구되는 고령화,

단계를 거친 완전한 상업 제품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어느 학생도

치기도 하고,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자 조사를 행하

만 원 대)으로 제품 단가를 혁신적으로 낮추었다. 동시에 핵심 기술

청년실업, 노동생산성의 문제 등이 우리 앞에 닥쳐 있다. 이 모든 것

해보기 힘든 경험일 것이다.

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시장을 생각하고, 사회를 아

도 모두 갖추고 있어서 3D 프린터의 보급과 교육용으로써의 활용

의 답의 귀결은 역시 ‘교육의 혁신’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인재를

는 과학기술 인재로 양성되어 간다.

이 기대된다. 여기에 3D 프린팅 설계소프트웨어인 ‘힉스’를 사용하

기르고 있는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면 학생들이 매우 손쉽게 물건을 디자인하고 출력해 볼 수 있을 것

생각한다.

따뜻한 마음을 입힌 제품들

이다.

필자는 아이디어 팩토리가 그 답의 작은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카

지난 3년간 아이디어 팩토리는 3차에 걸친 성과전시회를 통해 학

기타 제품들은 현재 기술이전을 할 제조기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

이스트의 아이디어 팩토리 모델은 현재 10개 대학으로 확산되었

생들이 만들어낸 시제품을 선보였다.

는 중이다. 이중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손목시계는 시계 바늘 대신

다. 그들의 모습이 카이스트의 것과 닮을 필요는 없다. 매일 매일 새

입원환자용 스마트 링겔 보조기, 시각장애인용 점자 프린터, 시각

진동을 통해 시간을 알려주는 촉각 기반의 스마트 손목시계다. 사

롭게 진화하며, 10개 대학 모두가 제각각의 특징을 가진 또 다른 새

장애인용 스마트 워치, 교육용 3D 프린터 등 42종의 제품이다. 이

용자가 시계 본체에 부착된 회전판을 돌려 현재 시간의 구간에 위

로운 아이디어 팩토리로 기능할 수 있길 바란다. 곳곳에서 새로운

중 현재까지 2개 제품을 창업하였다.

치하면 기계가 진동해 시간을 알려주도록 설계되었다. 이 제품 역

아이디어가 사회로 던져질 때, 진정 그곳이 창조의 산실이 될 수 있

둘째, 꿈은 몰입을 통해 실현된다. 몰입이야말로 창조성을 위한 최

창업 제품은 3D 프린터 ‘뉴론’과 설계 소프트웨어 ‘힉스’이다. 이

시 시각장애인협회 등 수요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은

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의 훈련 도구이다. 성탄절에도, 추석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

제품들은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에 3D 프린터를 활용해 보고자 하

시제품이다.

아이디어 팩토리의 환영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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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과 표현의 자유
4가지 장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표현을 규제할 것인지 논의하는데
뇌과학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뇌과학과 표현의 자유

것은 제2차대전에서 나타난 국가범죄들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뇌과학과 법의 관계는 보통 형법 분야에서 발전해왔다.

이다. 표현이 그 자체로 규제되어서는 안 되지만 인종, 종교, 국적

주로 피고인이 범죄성립 요건인 ‘고의’를 구성할 능력을 가지고 있

에 따른 상호 적개심이 비등한 상황에서 상대에 대한 차별을 선동

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뇌과학적인 증거들이 주효하게 제시되어 왔

하는 발언은 ‘배선된(hard wired)’ 차별체계를 발동시키는 전류가

다. 뇌를 물리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뇌과학의 특성상 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루어지는 개인책임의 개념과 충돌할 수 있

우선 편견을 가진 그룹과 사교를 하게 되면 원래의 편견이 더욱 강

었으나 뇌신경학자 마이클 가자니가(Michael Gazzaniga), 법철학

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심리학계에서 확인된 바 있다.2)

자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등 양립가능주의자들의 설득력

뇌과학은 이렇게 위와 같은 실험을 재현하되 편견이 강화될 때 뇌

있는 중재가 빛을 발했다. 특정 사건을 법개념에 포섭시킬지 여부

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특정 단어에 대한 피시험자의 반응을 뇌영

를 뇌영상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는 정착되어 가는 것 같다.

상기술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 편견강화작용에 동반되는 뇌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서도 뇌과학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우선

상값이 밝혀지면 이를 통해서 더욱 객관적으로 혐오표현(듣는 사

표현의 자유 원리를 살펴보자. 표현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다. 표

람의 편견을 강화하는 발언 및 제반 상황)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현은 이를 인지한 뇌의 반응을 통해서만 외부세계에 영향을 준다.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결국 뇌의 반응이 물리적 피해를 일으킬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또 최근 들어서는 혐오표현의 범주에 그 표현을 듣는 사람이 차별

있을 때만 비로소 그 표현의 발화를 법적으로 규제한다. 이는 영국

폭력 또는 증오를 하도록 선동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혐오의 대상

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해악론에 근거한 자

이 되는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는

유관의 연장선상이다. 명예훼손, 사기도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화난 표정을 보이는

규제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도 이론적으로는 똑같은 원리로 만

것은 살해 폭파 등의 위협적인 장면을 보는 것보다 더 강하게 그

1)

들어진 법이다(물론 그런 이유라면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없어지

사람의 편도체에서 스트레스성 화학물질을 배출시킨다는 것은 이

는 것이 옳다). 음란물 규제는 이 원리에 대한 예외로 불리기도 하

미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처리기법(fMRI)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지만 이 역시 최소한 수용자의 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규제의 근

있다.3) 또 실제로 유태인 혐오표현과 동성애자 혐오표현을 유태인

거로 제시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표현이 뇌와 어떻게 반

및 동성애자들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한 결과 이들은 육체적 부상

응하는가를 지켜봄으로써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을 겪은 것과 마찬가지의 외상(trauma)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4)

것인지 규제의 대상에 어떤 표현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지만 이 실험의 문제점은 외상 존재 여부를 설문을 통해서 확인

훨씬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뇌영상기술을 이용
하여 이 실험을 재현하되 더욱 객관적인 데이터를 창출할 수 있다.

1) 혐오표현

위와 같이 뇌과학은 ‘표현을 듣는 사람에게 발생시키는 공격 잠재

혐오표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

성’ 또는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겪는 정신적 피해’를 직접적

을 말한다. 가장 구체적으로는 UN자유권협약 20조가 각 당사국이

으로 측정함으로써 어디까지 혐오표현의 개념에 포섭할지의 논의

인종, 종교, 국적에 따른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금지해

에 기여할 수 있다.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자유권협약이 전조인 19조에서 표

또 뇌과학은 혐오표현에 대한 세부규범의 수립에 있어서도 기여

현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20조에서 이런 내용을 두게 된

할 수 있다. 첫째, 인종, 종교, 국적차별을 넘어서 여성, 장애인, 동

1 이적표현물(利敵表現物) : 적대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표현한 문서나 책 따위의 물건.
2 출처: Duhachek A, Zhang S, Krishnan S. Anticipated Group Interaction: Coping with Valence Asymmetries in Attitude Shif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34,
October 2007.
3 츨처: Hariri AR, Tessitore A, Mattay VS, Fera F,Weinberger DR, “The amygdala response to emotional stimuli: a comparison of faces and scenes”, Neuroimage. 2002
Sep;17(1):31723.
4 출처: Laura Leets, “Experiencing Hate Speech: Perceptions and Responses to Anti-Semitism and Antigay Speech”,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8, No. 2, 2002, pp.
34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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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과 표현의 자유 4가지 장면

으로 적게 준다는 가설과도 연관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에 대해

있어서 8가지 특징(나중에는 10가지)을 제시한 바 있다.6) 라마찬

MRI상으로 뇌의 특정지역 즉 안와전두피질(OFC: Orbito-Frontal

서도 뇌과학적 조사를 진행해볼 수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드란은 위의 원리들을 가설들로 제시했을 뿐 뇌영상기술을 이용

Cortex)이 미감의 강도에 비례하여 강하게 활성화되었음을 보여

판결인 브라운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에서 중요한 증

하여 검증한 바가 없다. 이것이 검증된다면, 뇌과학을 통해 실제로

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8)

거가 되었던 ‘흑백 인형 실험’은 당시 다수결에 의해 성립된 정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술적이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뇌에서 이런

그렇다면 특정 영상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들의 뇌가 여

가 수행하는 분리정책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심리학적 영향을 분

원리를 충족시키는 행위들을 구별하여 예술로 인정해주고 역시

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은 해당 영상이 음란성 3요

석한 것인데 이 역시 뇌과학을 통해 검증된다면 다수공격표현과

저작권으로 보호해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컴퓨터를 이

건의 마지막 요건인 ‘예술적 가치’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유의미한

소수공격표현의 차이에 규범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용하여 창작한 소설, 음악의 저작권 인정에 대한 논의에도 적용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이 반응은 자신들이 주관적으로 아

5)

논의에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7)

수 있다.

름답다고 느끼는 영상에 대한 반응이지 객관적인 미(美)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음란물의 요건이 미(美) 그 자체라기보다

2) 저작권

는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미적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 법에도 쓰여 있듯이 ‘문화예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뇌의 특정지역은 미감에 대한 논

술의 창달’이다. 창작자들에게 창작물의 복제권(copyright)을 독

박을 할 때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미감을 느낀 것으로 보

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 독점권을 이용하여 창작물로부터 이윤

아야 하는지도 흥미롭다.9)

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응

즉 저작권법에는 문화예술이 사회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이 아닌

4) 아동포르노 규제

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혐오표현을 듣는 사람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행위라는 사회의 결단이 녹아있다. 그렇

아동포르노 규제가 아동포르노 제작자에게 아동성추행에 버금가

또는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뇌검사 결과는 그와 같은

다면 무엇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문화예술인가? 아마도

는 강한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아동포르노제작과정에 투입된 아

범주의 확대 여부 논의에 도움을 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

여기서 문화는 비예술적인 것도 포함하는 너무 넓은 개념이라서 -

동들에게 항구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게 될 것이다.

‘접대문화’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무시해도 좋을 것 같고 아마도

둘째,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소수가 다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예술인가?’일 것이다.

수를 공격하는 혐오표현도 규제할 것인가이다. 뇌과학은 ① 사회

실제로 저작권법은 예술인 것만을 보호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

를 지배하고 있는 다수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

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조금 더 쉬운 문제이긴 한데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을 경우 풍속범죄인 음란물로 처벌하는 것과 10년 취업제한과 20

기 때문에 그 발언이 실제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로 이어질 가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있도록 허용해주는 원리 즉 공정이용(Fair Use)의 문제 역시 뇌과

년 신상등록의무가 엄한 징역형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아동성범

능성이 높은 반면 소수가 다수자에게 하는 혐오발언은 실제 폭력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며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보호되지 않는다

학을 통해서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공정이용은 원본의 창작의

죄로 처벌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경찰도 2012년 법개정 이후에 만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가설을 검증해볼 수 있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등). 즉 예술적으로 승화되지

도와는 완전히 다른 창작의도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그 원본을 이

화, 애니메이션 업로더들을 모두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면서 우리

다. 실제로 다수가 소수를 공격하는 혐오표현이 이를 듣는 다수 그

않은 날것은 보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진실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용한다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원리이다. 결국 창작 의도는 작

나라 아동성범죄자 입건수가 1년 만에 20배가 늘어나는 촌극이 벌

룹 쪽 사람의 공격 잠재성을 강화시키는 정도와 소수가 다수를 공

저작권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영감에 의해 창조된 ‘허

품을 통해 감상자의 두뇌에 어떤 감흥을 일으킬 것인가를 중심으

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만화나 애니

격하는 혐오표현이 이를 듣는 소수 그룹 쪽 사람의 공격 잠재성을

구’만을 보호한다. 필요에 의해 살아진 삶은 보호하지 않는다.

로 판명되며 뇌영상기술이 여기에 이용될 수 있다.

메이션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

강화하는지를 비교해볼 수 있다. ② 또 혐오표현규제론은 다수가

그렇다면 무엇이 예술인지는 무엇에 저작권을 부여할지에 대해

소수자를 공격하는 혐오표현은 소수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뇌과학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뇌과학자 발라야누르 라마찬

3) 음란물

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으로 한정하자는

주지만 소수가 다수에게 하는 혐오표현은 정신적 피해를 상대적

드란(Vilayanur Ramachandran)은 뇌가 예술을 인식하는 방식에

형법상 배포가 금지되는 음란물은 보통 3가지 요건으로 정의된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3 헌가 17 등 병합). 그렇다면 뇌

다. ① 적나라한 성적 표현 ② 사회도의의 위반 ③ ‘하등의’ 사상적

영상기술은 어떤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그와 같은 성범죄유발효과

예술적 가치의 부재이다. 적어도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MRI로 측정되는 뇌의 특정 지역

와 같은 규제가 2012년도에 개정되어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이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매체물에도 똑같이 아동성범죄로 처
벌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매체물의 성적 수위가 높

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

5 출
 처: Clark, Kenneth B. and Clark, Mamie P. (1947). "Racial identification and preference among negro children." In E. L. Hartley (Ed.)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6 출
 처: Ramachandran, V.S.; Hirstein, William (1999). "The Science of Art: A Neurological Theory of Aesthetic Experience" (PDF).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6 (6-7):
15–51.

8 출
 처: Kawabata, Hideaki and Semir Zeki. (2004). Neural Correlates of Beauty. Journal of Neurophysiology, 91 (1), 1699-1705.
9 출
 처: Kirk, Ulrich et al. (2008). Modulation of aesthetic value by semantic context: An fMRI study. NeuroImage, 44 (1), 1125-1132.

7 출처: Clifford RD, RANDOM NUMBERS, CHAOS THEORY, AND COGITATION: A SEARCH FOR THE MINIMAL CREATIVITY STANDARD IN COPYRIGHT LAW, 82 Denv. U. L.
Rev. 259 200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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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9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진
행 중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중국 증시의 하락은 올해 초 폭락으로
이어져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이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로의 확대
가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세계 경제학자들은 각자의

금융 위기와
세계의 미래

해법을 들고 나섰다.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Robert Shiller) 교수는 ‘서브프라임 해법’이라는 답안을 통해 비
합리적인 거품이 터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했고1), 조셉 스티글리츠
(Joseph Stiglitz) 교수는 ‘세계 경제의 자유낙하’라며 경제 시스템
과 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했다.2) 그 외에도 여러 학자
들이 각자의 해법,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형건 아주대 금융공학과 교수

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과거를 알면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상
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0년 전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

현재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있다.

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젠슨(Mikael Jansson) 교수는 세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계 근현대사는 100년의 주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관찰한 바 있

가게 될 것이며, 금융은 개인 서비스, 속도, 유연성이

다.3) 200년 전에는 18세기의 경제발전이 제1차 산업혁명으로 절

중요한 방향으로 혁신하게 될 것이다.

정에 달한 가운데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파국이 있
었다. 100년 전에는 본격적인 산업혁명으로 혁신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던 가운데 1차 대전이라는 파국을 맞았고, 이는 대공황, 그
리고 2차 대전으로 이어졌다. 지금은 IT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
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10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 향후 미래를 전망해보
는 것은 세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100년 전과 지금
100년 전 세계는 정보혁명, 기술혁명, 새로운 에너지의 발견, 새로
운 산업의 대두, 세계화 등이 폭풍처럼 몰아쳐왔다. 마치 IT에 기반
해 정보, 기술 혁명이 진행되고, 셰일가스,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의

* 이
 글은 2014년 6월 삼성사장단에서 한 강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내용의 일부는 “백
년 전 세계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삼성의 CEO들은 무엇을 공부하는가』, 알프레드,
pp. 300-307에서 사용하였다.
1 S
 hiller, Robert, 2008, The subprime solution: How today’s global financial crisis
happened and what to do about i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 S
 tiglitz, Joseph, 2010, Freefall: America, Free Markets and the Sinking of the
World Economy, W. W. Norton and Company.
3 Jensen, Michael, 1993, “The Modern Industrial Revolution, Exit and the Failure
of Internal Control Systems,” The Journal of Finance, 48(3), 83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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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와 세계의 미래

급성장, 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이 계속 등장하고, 시장의 통합으로

또 1860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맺어진 콥덴-슈발리에(Cobden-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는 현대 사회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Chevalier) 무역 조약에 따라 자유무역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

정보혁명은 1840년대 상용화된 전신과 전화 등 통신수단의 발명

서 세계화 현상은 일반적인 것이 됐다. 세계의 금융산업은 긴밀하

이 이끌었다. 기존에는 단순히 사람의 발이나 말에 의해서 정보를

게 연결되어 통합되어 있었다. 인도 중앙은행 총재인 라구람 라

소통했지만 처음으로 ‘전기’라는 현상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잔(Raghuram Rajan)과 시카고 대학교수 루이지 징갈레스(Luigi

특히 1851년 유대계 독일인인 파울 율리우스 로이터(Paul Julius

Zingales)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1차 대전 직전의 금융 세계화 수준

Reuter)가 영불해협에 있는 해저케이블을 이용해 런던과 파리 주

은 1999년에 이르렀을 때야 회복됐다고 한다.4)

금융 위기와 미래: 풀려난 프로메테우스

를 우주에서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우주 개발을 더욱 지

식시장의 정보를 송신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 금융 시장의 통합을

정치적 상황을 보면 당시 세계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1815년 수립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

속시킬 것이다. 인간의 문명은 대서양, 태평양을 넘어서 우주라는

가속화시켰다. 로이터는 지금까지도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로

된 빈 체제에 따라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프로이센(현재의

전 과정을 ‘창조적 파괴’로 표현하였다. 현재의 상황을 이보다 더

바다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후 1867년 인도 캘커타와 영국 런던이 전신

독일) 등 열강이 철저한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독일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과잉 생산의 위험은 치

소프트웨어의 발달은 물질과 생명체를 가상현실로 구현하는 것

으로 연결됐고, 1868년에는 대서양 전신이 연결돼 북미 시장과 유

의 통일, 미국의 대두 등 새로운 세력이 급부상하면서 점차 균형이

열한 경쟁을 의미하고 경쟁에서 뒤지는 기업과 조직은 도태된다.

을 가능하게 하여 혁신을 지속시킬 것이다. 이는 새로운 재료를

럽이 하나로 묶였다. 또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것이 파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창조가 있다. PC, 인터넷에서 스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내고, 또한 생명의 연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

Graham Bell)의 전화 발명, 1897년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의

하지만 19세기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을 계기로 체제가

마트 폰으로 이어지는 발전은 이제 시작이다. 인텔, 마이크로소프

다. 20세기에 인간의 수명은 두 배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무선전신 발명은 세계의 거리를 급속도로 좁혀주는 역할을 했다.

완전히 무너진다. 경제와 금융,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이를

트, 애플, 구글로 이어지는 새롭게 탄생하는 혁신 기업의 행진은 끊

앞으로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다른 산업에서도 혁신은 계속됐다. 특히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활용하는 정치, 군사 분야는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이렇

이지 않고 있다.

세계 경제는 앞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질적으로 성장할

철강 기술은 100년 전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용광로에서 용해

게 발전한 기술을 바탕으로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는 성장하였

금융위기는 어떻게 보면 ‘창조적 파괴’의 현상이 가장 첨예하게 나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부와 소득

된 선철에 공기를 불어넣어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 불순물을 제

으며, 군비경쟁은 갈수록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결국 독일, 러시아

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파괴가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과

불균형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수반하는 불안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거한 강철을 생산하는 베서머(Bessemer) 공법이 1855년 개발되

오스트리아 등 열강 사이의 정치적 균열 때문에 발생한 1차 세계

거의 폐해가 사라지고, 쇄신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점 카르텔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은 양적 성장 국면에서 있었던 트

면서 기존 비용의 10분의 1만 투입해도 철강을 생산할 수 있게 됐

대전으로 인해 세계는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진다. 연이어 2차 세

이 붕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레이딩과 파생상품 중심보다는 핀테크, 전자화폐처럼 우주 시대

다. 또 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용광로의 온도를

계대전, 냉전체제까지 이어지면서 1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였던

기 이후 석유 카르텔은 오일 채굴에서의 혁신(셰일가스) 및 대체

에 맞는 새로운 지불 거래 수단의 혁신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

높이는 기술 역시 철강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린 계기가 됐다. 또

체제가 붕괴하였다.

에너지의 개발로 인해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붕괴하였다. 독점

다. 노벨상 수상자 마이런 숄즈(Myron S. Scholes)에 의하면 금융

그동안 나무와 석탄 위주였던 연료가 석유로 바뀐 것 역시 새로운

이는 현재와 상당히 유사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선도 하

이 붕괴하면 새로운 싹이 돋는다. 전기차가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은 개인적인 서비스, 속도, 그리고 유연성이 중요한 방향으로 혁

시대의 문을 연 계기였다. 석유는 석탄보다 연료 효율성이 훨씬 높

에 세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였다. 생산력의 증가, 정보

테슬라가 새로운 스타 기업으로 부상하는 것은 이의 한 면이다. 위

신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노령화가 지속되고 인간의 수명

기 때문에 각 산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혁명, 세계화 모두 유사하다. 현재 중국의 부상은 100년 전 미국의

기와 파국은 절벽에 묶인 프로메테우스를 풀어 놓을 수 있다.

이 길어지면서 연금 서비스와 보험, 그리고 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새로운 산업도 연이어 등장했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고, 산업

부상과 유사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과 함께, 세계 경제의 양

이외에도 창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다. 인공지능, 무인 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옮겨야 할 물동량이 급증하자 등장한 것이

적인 성장 국면은 일단 중단되었다.

행 자동차, 로봇 군대, 우주 개발 등은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 알파

세계 경제와 권력의 지도는 상당히 유동적일 것이다. 세계의 중심

바로 ‘기차’다. 기차를 통해 물동량이 늘어나고, 인력의 이동이 잦

여기서 특기할 것은 20세기 세계화의 특징이다. 마이클 젠슨 교수

고에 의해서 상징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능력을 엄청나게 팽

은 뉴욕-런던-파리-베를린으로 연결되는 축에서 휴스턴-실리

아지면서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났

에 의하면 1980년까지 세계 경제의 중추를 이룩하였던 노동력은

창하게 하여 새로운 지평을 예고하고 있다. 학습하여 시간이 갈수

콘 밸리-도쿄-서울-베이징-상하이로 이어지는 축으로 옮겨올

5)

다. 그 외에 전기, 라디오, 자동차, 항공, 영화 등 문화·산업 전반

미국, 유럽, 아시아 합하여 약 3억 5천만 명 정도였다. 그런데 미국

록 지적능력이 증대되는 인공지능은 창조에 수반되는 지적인 사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과 우리나라는 세계의 경제와

에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분야가 새롭게 창조됐다.

과 중국이 국교를 회복하면서부터 신흥국에서 약 10억의 노동력이

탑의 역량을 증대시켜 발전의 속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권력 지도의 중심 부근에 위치할 것이다.

세계화 역시 100년 전에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1880년 이후 3000

세계 경제의 주류에 합류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생산력의

무인 주행 자동차는 자동차를 GPS와 레이더를 사용하여 소프트웨

이렇게 들여다본 현재는 결국 위기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란 단순

만 명 이상의 유럽인이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

대폭적인 확대다. 위험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잉 생산의 위험이 세

어가 관리한다. 정밀한 GPS를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더 올려야 하

히 위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도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다.

재 미국, 캐나다 등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국, 프랑스, 이탈리

계를 덮고 있다는 것이다. 100년 전에도 과잉생산과 유효수요의 부

고, 사고가 나지 않고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능형 소프트

이렇게 변혁과 위기의 시대는 역사를 교훈 삼아 미래를 준비할 수

아, 독일 등 유럽계 후손인 것은 당시 일어났던 대이주 때문이다.

족으로 대공황이 왔는데, 이러한 위험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웨어가 필요하다. 무인주행 자동차 기술은 다시 수십만 대의 로봇

밖에 없다. 가장 합리적인 판단만이 가장 좋은 판단이 아니라는

을 움직이는 기술로 발전할 수 있고, 이는 로봇 군대를 가능하게 할

점, 지금까지 준비하지 못했던 변화가 갑자기 닥친다는 점 등은

것이다. 우주 발전소에서의 태양광 발전은 궁극적으로 지구상의 에

과거에서 배울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삶과 기업의 경영

너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는 또한 우주여행에 필요한 에너지

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다.

4 R
 ajan, Raghuram and Luigi Zingales, 2003, “The Great Reversals: the politics of financial development in the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9(1), 5-50.
5 Jensen,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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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포그래픽스

번역ㆍ각색 김민혜 KAIST 미래전략 연구센터 연구원
디자인 세일포커스㈜

숫자로 보는 인공지능

출처 Narrative Science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돕고, 비즈니스에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IT기업인 내러티브 사이언스가 기업 CEO, 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을 대상으로 ‘AI와 빅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여기 그와 관련한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들을 소개한다.

응답자들의 다수(29%)가 인공지능 해법의
최우선 과업이 ‘예측 분석’이라고 답했다.

53%

.5%
28

25%

3%

31%

조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잠재적인 인사이트의 53%(평균)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낀다.

1.5%
4% 7%

현재 기업들이 인공지능(AI)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

48.5%
자동화된 커뮤니케이션은 비즈니스
관계자 데이터를 제공하며, 그들은
그것을 통해 효과적인 비즈니스 결
정을 할 수 있다.

29%

13.6%
자동화된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

기업의 리더들은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다음과

데이터를 줄 수 있고, 그들은

같이 정의한다

효과적인 비스니스 결정을 위해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한다(31%)
일을 제 시간 안에 더 잘 배울 수 있다(25%)
얼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7%)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4%)
튜링 테스트(컴퓨터가 생각하고 있는지 판정하는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1.5%)
상위 모든 것을 포함한다(28.5%)
기타(3%)

빅데이터 기술 관련 비즈니스가
인공지능(AI) 해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57.9%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실무자들의 생각
데이터 분석 기술은 인공지능(AI)과
쌍방향으로 할 때 문제 해결 정보를 생각
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다.

자동화는 매뉴얼과 반복적인 일을
줄인다.

4.6%

80%의 기업 간부들은 인공지능(AI)가 노동자들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고 직업을 창출할 거라고 말한다.

80%
40

6.1%

자동화된 데이터 운영 보고를 통해
비즈니스의 건강도를 모니터링하
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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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Network Effect)가 강한 시장에서 후발주

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거

입니다.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속한다고

자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이에요.

라고 생각합니다.

봐요. 이 대학원에 계신 학생 분들도 언론, 행

‘네트워크 효과’란 내 주변의 사람들과 같은

물리학에서는 실험을 하는 실험 물리학자가

정 등 이미 각계의 전문가 분들이 많고요. 실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있고, 수학으로 푸는 이론 물리학자가 있습

용적인,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미래학

내 효용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내 친

니다. 그 사이에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두 사

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

구들 중 다수가 페이스북을 사용하면 나도

이에 접점이 생기는데 바로 컴퓨터를 이용

는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미래학 연구를 위

페이스북을 사용할 경우 내 효용이 올라가

한 일종의 전산 실험 ‘시뮬레이션’이에요. 사

한 여러 가지 방법론과 툴들을 가르치고 공

기 때문에 쉽게 페이스북 사용을 결정할 수

회과학에서도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유해보려고 합니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효과는 확

model)이라고 해서 이미 전산 시뮬레이션을

산 현상을 만들어내지요. 그런데 이게 또 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미국 MAXIS사

Q5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미래’란?

여다보면 재밌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의 시뮬레이션 게임 심 시티(Sim city)가 좋은

A ‘미래’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상품이 있으면

예가 되겠네요. 가상의 사회가 있다고 가정

상적인 개념이에요. 관념 속에만 존재하죠.

다른 상품이 들어와도 안 써야 하잖아요? 근

하고, 법안이나 세율 등 조건들을 컨트롤하

하지만 또 관념을 통해서 존재하게끔 만드는

데 또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 MSN이

며 거시적으로 관찰해보는 거죠. 실제 사회

것이 미래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떠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Instant message

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통제 변수를 맘대

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만들어

service) 시장을 먼저 선점을 했는데 후속으

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실험도 쉽죠. 또, 기

진다는 말이죠.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정해

로 네이트온(Nate-on)이 들어와 살아남은

존의 수학 모델들은 100명의 행위자가 똑같

져 있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1등이 된 예도 있잖아

이 움직인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현실을 간략

요. 제 연구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앞의 예처

화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방법론을 이용하면

Q6 <See Futures>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럼 후발주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살펴

현실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덜 간략화해도

씀이 있다면?

2013년 설립된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과학·기술 지식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국내 최고의 미래전략 연구·교육

본 연구에요. 사실 후발주자가 생존할 수 있

돼죠. 기존의 미래학 연구에서도 다양한 조

A 기존의 미래학이 정성적인 이야기를 주로

기관이다. 현재 국내외 많은 석학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류와 지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는 조건과 이유는 무척 많은데 그 중 ‘네트워

건들에 대한 복수의 미래 이미지와 시나리오

하다 보니, 관념적, 개념적이란 느낌을 주기

크의 구조(Network structure)’를 보면 후발

를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에 행위자 기반

도 합니다. 특히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주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닐지 알아낼

모형을 접목하여 미래학 연구에서 그린 미래

예언을 하려고 해서 종종 미래학 자체를 사

이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지

이비 과학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미래학은 정해진 미래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신임 교원 양재석 교수를
만나다
취재ㆍ정리 김민혜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나아가 글로벌 씽크탱크(Global Think Tank)로써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초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전임 교수로 부임한
양재석 교수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본다.

Q2 Q3
1)

수 있다고 밝혀낸 논문 이에요.

Q3 연구 분야를 미래학과 어떻게 접목시키

Q4
Q5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를

실 계획인가요?

Q4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의 앞으로의

기반으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이며,

Q6

Q1 학문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 궁

해 물리학의 방법론이나 이론들을 적용시켜

Q2 연구하셨던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주신

A 사회 물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방법론’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미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금합니다.

보는 거예요. 이후, 박사 후 과정으로 고려대

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미래

A 두 가지의 미래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화살표를 제시하는 학문이라고 봅

A 고려대에서 물리학으로 학사를 마치고,

물리학과에서 통계 물리학 공부를 더 심도

A 통계 물리학에서는 ‘네트워크에서 확산

학자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고 미래학이라는

하나는 저명한 미래학자인 짐 데이터(Jim

니다. <See Futures> 독자 분들께서도 미래

KAIST 석·박사를 받았습니다. 통계 물리학

있게 했고,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에서 선임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학문 자체의 볼륨도 작은 편인 거 같아요. 또

Dator) 교수처럼 미래학 자체를 연구하는 미

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

을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경제 현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본격적으로 경영학과

많이 해요. 어떤 조건에서 확산 현상이 일어

지금까지는 대부분 정성적인 연구를 해왔고

래학자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미래학자는

니다.

상에 관심 있었어요. 경제 물리학, 또는 사

안에서 사회 물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경영학

나고, 또 어떤 조건에서 잘 안 일어나는지 분

요. 이 가운데 사회 물리학자로서 제가 기여

각자의 전문적인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회 물리학이라고 말하는 분야인데 조금 생

분야의 대가인 브루스 코것(Bruce Kogut)

석하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 방식은 사회과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래학에 있어서 정량적

미래 지향적으로 연구하는 부류가 있을 것

소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

교수와 같이 연구를 했고요.

학 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 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

42

Q1

최근에 했던 연구 논문은 네트워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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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Futures : Vol.11 • SUMMER 2016

43

미래학 지형도

2016

미래학 지형도

국내외 미래학 행사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개최

다양한 주제로 매주 금요일 열려

Event
Schedule
6. 15 - 17

6. 20 - 23

Smart Digital Futures 2016
Tenerife, Spain

2nd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resight

KES International(지능시스템과 같은 첨단

Athens, Greece

정보-공학을 주제로 한 연구자 협회)에서 주최하는

ATINER(Athens Institute for Education and

국제 컨퍼런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지능적 의사결정

Research)에서 개최하는 미래발전에 대해 연구하고

||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일정

기술, 지능적 상호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서비스,

토의하는 국제 컨퍼런스.

•일정과 주제 발표 내용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http://www.atiner.gr/2016Conferences

•시간: 매주 금요일 17:00~19:00

의료와 건강의 혁신, 스마트 교육등에 대해 다루어질
예정이다.

KAIST 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는 올 초 출판한 미래전략 보고서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6’을 보
완하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일관성 있는 미래전략을 수립, 제시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매주 국가미래전략 정기
토론회를 기획하여 다양한 주제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장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홀(서울 광화문 KT빌딩 1층)
•문의사항: 이메일로 연락(moonsoul.report@gmail.com )

http://sdf-16.kesinternational.org/index.php#

•주제 발표 일정 및 내용
대분류
기술
경제
정치
기술
기술
기술
사회
사회
경제
인구
경제
인구
사회
경제
사회

주제분야
서비스산업전략
게임산업전략
치안전략
가상증강현실기술전략
미래자동차산업전략
로봇/인공지능 산업전략
웰빙-웰다잉전략
한류문화산업전략
FTA 전략
저출산대응전략
관광산업전략
고령화사회전략
세계1등대학미래전략
소프트웨어산업전략
통일대비 국가통계작성 미래전략

발표자
김현수 국민대 교수
유승호 강원대 교수
임춘택 KAIST 교수
우운택 KAIST 교수
조 철 산업연구원(KIET) 박사
오상록 KIST 강릉분원장
윤영호 서울대 교수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김남조 한양대 교수
이소정 남서울대 교수
김용민 전 포항공대 총장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
박성현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6. 22

6. 30 - 7.1

제1회 미래학회 학술대회

The Future of Education

서울, 대한민국

Florence, Italy

젊은 세대와 전문가들이 함께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혁신적인 교육과 배움의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고

국내최초의 미래학 전문 학술대회.

토론하는 범국가적 협력을 장려하는 교육 행사.

http://www.koreafutures.net

http://conference.pixel-online.net/FOE/index.php

7. 13 - 15

7. 22 - 24

Foresight for Health Intensives

WorldFuture 2016

Palo Alto, CA, USA

Washington DC, USA

지난 해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문술리포트 2016 보고서는 KAIST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인 IFTF(Institute For The

매년 세계미래학회(WFS)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

미래전략대학원 홈페이지(http://futures.kaist.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어 ‘대한민

Future)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

올해는 50주년 기념행사가 있음.

국 국가미래전략 2016(출판사 이콘)’ 도서로도 만날 수 있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http://www.worldfuture2016.org/

의 주제별 일정과 주제발표자는 KAIST 미래전략대학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

이번 주제는 2026년의 건강과 헬스케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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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6월3일
6월10일
6월17일
6월24일
7월1일
7월8일
7월15일
7월22일
7월29일
8월19일
8월26일
9월2일
9월9일
9월23일
9월30일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한 워크숍

com/moonsoul.report)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토론회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http://afreecatv.com/

http://www.iftf.org/what-we-do/events/

kfsackr000)를 통해 생중계되어 실시간으로 토론회 내용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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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성과 및 향후 전망
동아시아 특허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
취재ㆍ정리 정채연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토대로서, 지식재산 분야의 법제도를 선진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기

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과 밀접하게 관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2015년 말과 2016년 초 유

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1심과 2심 법원에

의미한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재판부의

졌다.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있다.

의 이광형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아,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지식재산

먼저 2015년 11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

나아가 2016년 3월 3일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권리보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재산의 창출

허브국가로 만들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

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

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

보호·활용을 아우르는 관련 법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지식재

해 법개정을 포함한 법제도적 정비와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과의

의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를 통해 특허권

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은 특허권자

산의 충실한 보호는 과학기술 개발에 있어서 창의적인 원동력을 제

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확장시켜 왔다. 추진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 있어서 관할 집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존

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침해 및

공해준다. 이렇듯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간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적

위원의 자격을 국회의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법부, 행정부 및 기타

에는 전국에 산재된 58개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1심을 관할하여 전

손해액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일 경우 해당 자료

극 인정하고, 동시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민간에까지 개방하여, 2016년 5월 현재 64인의 국회의원과 74인의

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 개정안이 통과

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제출을 강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4년 9월 23일, 대한민국이 세계적 지평에서 분쟁해결 절차를 비

사법부/행정부/민간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되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고등법원 소재지인 5개 지방법원(서울

만일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롯 지식재산 분야의 허브(Hub)로 거듭나기 위해 ‘대한민국 세계특

특허허브 추진위는 출범된 후 정관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 소속

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1심에 대한 전속관할을 담당하게

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원이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

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이하 특허허브 추진위)가 창립총회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법개정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되었다. 앞으로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소송과 더불어 침해소송의 항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침해소송 실무에서 특허권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허허브 추진위는 새누리당의

바탕으로 소속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이는 우리나

소심을 담당하게 되면서, 특허소송의 전문성 및 신속성을 획기적으

침해자가 필요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권리주장에 있어 곤란

정갑윤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국회의원, 그리고 KAIST

라가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인 지식재산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998년 아시아 최초로 지식재산

함을 겪었던 특허권자의 입증부담을 줄여주는 등, 특허권자의 실질

권 관련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전속관할을 맡아온 특허법원이 침해

적인 권리보장이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소송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

소송까지 관할토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그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할

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사법의 전문화와 전문법원 및 전

이렇듯 획기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특허허

문법관이 미래사법의 발전을 위한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어 온 만큼,

브 추진위의 활동은 새로이 꾸려지는 20대 국회 임기 중에도 계속

전문화로 나아가는 일관된 방향성을 갖는 소송 절차적 법정비는 큰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특허허브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추진위 가입을 확대하고 특허허브 추진위의 비전 및 활동계획에 대

위의 법 개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히 특허법원의 전문 인

한 적극적인 설득과정을 펼쳐 나아갈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력 확보 등 사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 따라서 국회에서

으로서 지난 2016년 4월 25일 <특허 심결문 및 판결문 공개 서비스

상기 법 개정안 의결이 이루어진 직후인 2015년 11월 27일 특허허

의 개선 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관련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검

브 추진위는 사법부와의 공조를 통해 ‘미래사법과 특허법원의 향후

토·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또한 특허허브 추진위는 일반 국민을

과제’ 등을 주제로 하는 <2015 정기총회>를 가진 바 있다. 사법부와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

의 면밀한 공조는 이후에도 이어져 2016년 2월 29일에는 국회에서

력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문예원 운영위원이 대표

<국제재판부 설치의 정당성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성에 관한 토론

저자로서 집필한 <지식재산 허브(IP Hub)>가 곧 출간될 예정이며,

회>를 개최하여 ‘국제재판부 설치의 의의 및 향후 과제’를 심도 있

지식재산에 대한 공론을 활성화시킬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게 검토하였다. 이는 2016년 1월 25일, 특허허브 추진위의 공동대표

대된다.

국제재판부 설치의 정당성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성에 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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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희망노트’
캠페인 열려..
KAIST 미래세대행복위원회,
총선 후보자들에게 미래세대를 위한 공약을 묻다.
취재ㆍ정리 김민혜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2015년 KAIST 미래세대행복위원회(위원장: 서울대 김경동 명예교수)를 발족하여,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성년이어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연금, 청소년 자살, 과학기

미래세대 희망노트 홈페이지(https://www.futurepolicy.net/)

술 미래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KAIST 미래세대행복위원회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총선 후보자들에게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공약이란?

공약을 묻는 ‘미래세대 희망노트’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본 행사는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총 15일 동
안 진행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지역구 후보들과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미래세대 희망노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

1.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환경 보호와 조성

래세대를 위한 공약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 개발·정비를 통한 생태환경 보전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 후보자를 낸 국내 24개 정당에 참여를 권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전국 253개 지역구 후보

•무분별한 개발(발전소, 도로, 항만 등)로 인한 생태환경 파괴 지양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

자 944명에게 SNS 및 기타 연락을 통해 캠페인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 외에도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2.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지연자원의 보전

장,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김경동 서울대 명예 교수 등 KAIST 미래세대 행복위원회의 방송 및 집필

•지하자원, 수자원, 산림자원 등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 방지와 보전

활동을 통해 해당 행사의 취지 및 내용을 적극 홍보하였다.

•국가 천연자원에 대한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자원 채취와 개발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세대 간 수익의

캠페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번 총선 등록 정당들의 미래세대 공약 내용도 분석하였다. 총 24개 정당 중 4개당이 미
래세대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미래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있는 정당은 11개에 그쳤다. 공약 내용 또한 보
육/교육/안전보호 강화 등 통념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중에서도 미래세대를 주체로 보고 미래세대의 참여 권
리 확대를 말한 정당은 2개뿐이었다.
북유럽에서는 일찌감치 ‘미래세대’란 개념을 제안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해왔다. 세계 7위의 원유 수출국인

공정한 분배
3.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세대의 복지를 잠식하지 않는 수준에서 현 세대의 복지정책 수립
•보험료 인상, 또는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세대 간 연금 형평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

노르웨이는 현 세대가 석유 자원을 사용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하려고 국부 펀드를 조성했다.

4. 기타

석유 고갈 후에도 후손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 내 ‘미래세대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래세대 입장에서 입법 활동, 예산 심의, 국정 감사를 전담

아직까지 우리에게 ‘미래세대’란 개념은 낯설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미래세대’의 개념을 알리고,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 달성을 위한 지식 및 정보 보급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도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지역 발전 공약을 고민하게 하며, 나아가 의정 활동을 통해 실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미래준비 및 영향지수 개발

입법과 정책 과정에 반영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공약과 정책을 판단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본 공약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공약 샘플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변할 수 있는 성숙한 현 세대로 성장해나갈 수 있길 바라본다.

48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 See Futures : Vol.11 • SUMMER 2016

49

미래학 지형도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개설 및
2기 과정 모집

KAIST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ASP) 4기 소식 및
6기 과정 모집

21세기 지식재산강국의 맞춤형 경영인을 위한 교류의 장

폭넓은 식견과 비전을 가진 리더로 이끄는 으뜸의 장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전략 실현으

특히 이 과정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중소기업이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은 공공부문의 고위공직자와 민간부문의

2016년 하반기에 개설될 제6기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은 7월 1일

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적으로, 중소기업청, 특허법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등록금 60%

CEO 및 임원 등 대한민국의 중요한 보직에 위치한 인사들에게 미

부터 8월 23일까지 모집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2016년 9월 22일부

원, KAIST 3개 기관이 함께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Advanced

를 감면하여 중소 기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본 과정을 이수

래사회의 중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수하며, 과정생들이 현업에서 얻

터 2017년 3월 23일 (총 15주차, 45시간)이며, 매주 목요일 18시 30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rogram)’을 지난 3월 개설하였다.

한 수료생에게는 KAIST 총장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며, KAIST 동문

은 귀중한 경험을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분부터 21시 30분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은

현재 법률/법조인,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총 52명이 1기

자격과 각종 동문행사 및 강연회 참가 특전도 부여한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전략역량을 함양함으로써 폭넓은 식견과

국가정책 및 대한민국 미래사회 전반을 폭넓게 조망하는 본 과정을

로 선발되어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2기 과정을 모집

입학 신청은 오는 7월 25일(월) ~ 8월 24일(수) 까지 인터넷 또는 우

비전을 통해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데 역점을 두었다.

보다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중소기업 CEO·임직원, 지식재산 전문가,

편으로 응시접수가 가능하며,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공식 홈

2016년 3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15주차(45시간) 과정으로

하고 있으며, 본 과정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새로운 리

변호/변리 관계자, 공무원, 언론인 등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강의는

페이지(http://futures.kaist.ac.kr/AIP1) 또는 전화(044-865-4250)로

개설된 KAIST 제5기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

더들의 화합과 전문지식을 상호 교환하는 으뜸의 장이 될 것으로

KAIST 세종강의실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진행된다.

하면 된다.

다. 4월 7일에 前 세계미래학회장인 짐 데이터(Jim Dator) 교수의

기대하고 있다.

미래학개론 특강을 통해 미래학에 대한 기초를 다졌고, 4월 16일

제2기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강의일정
일정
9월21일
9월28일
10월7~8일
10월12일
10월19일
10월26일
11월2일
*특허법원견학

11월9일
11월16일
11월23일
11월30일
12월7일
12월14일
2월8일
2월15일
3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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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주제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지식재산시대 중소기업의 미래
인공지능의 이해와 미래
3차원 미래예측 기법
국내 Workshop (1박2일)
•사물인터넷(loT) 미래전략
•특강(인문학 or 문화예술)
•3차원 미래예측 실습·발표
지식재산 개론 및 핵심 요소
지식재산 보호 및 육성 전략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전략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전략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지식재산경쟁력
특허소송의 현재와 미래
지식재산 형사보호 전략
특허소송제도의 이해 I
특허소송제도의 이해 II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소송
상표·디자인 심결취소 및 침해소송
지식재산허브법원 추진전략
지식재산허브검찰 추진전략
기업의 지식재산 금융전략
지식재산 라이센싱 전략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전략
정보기술(IT)의 미래
바이오기술(BT)의 미래
환경에너지기술(ET)의 미래
미국의 지식재산 보호제도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동향
대한민국 세계IP허브국가 전략
그룹발표
대한민국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
수료식

강사
중소기업청장, 특허법원장, KAIST총장
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17일 열린 국내워크숍에서는 3차원 미래예측법과 실습 특강을
통해 미래예측분석방법을 학습하였다. 5월 12일~14일 중국 청도
와 위해에서 진행된 해외워크숍에서는 중국 산동대학교를 방문하
여 중국경제현황 특강을 듣고 중국과 대한민국의 경제 흐름과 미래

KAIST 교수진 또는 외부 강사진

발전방향에 대한 담론을 주고받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KAIST 제6기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ASP) 교육일정 안내]
•교육기간 : 2016년 9월 22일(목) ~ 2017년 3월 23일(목) (6개월)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18시 30분 ~ 21시 30분 (총 45시간)
•교육장소 :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세종시 강의실
(세종시 절재로 194번지 세종중앙타운 B동 5층)
•원서교부 및 접수 : 2016년 7월 1일(금) ~ 8월 23일(화)

박성필 KAIST MIP책임교수
박성준 특허청 보호협력국장
중소기업청 국장
박문서 퀄컴 지식재산부 고문
고정식 KAIST 총동문회장(前특허청장)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前중기청장)
이대경 특허법원 법원장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특허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강영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前특허법원장)
법무부 부장검사
이형승 기술보증기금 부지점장
김광준 한국라이센싱협회장(ID대표)
강흠정 특허청 제도심사과장
이용훈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유욱준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임만성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이은경 태평양 대표 변리사/미국변호사
김호원 부산대 석좌교수(前특허청장)
박진하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운영위원
분임조 지도교수진
홍남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 단장
과정생 및 교수진

AIP 문의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ASP 문의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담당자 : 조민지 (044-865-4250) | 홈페이지 : http://futures.kaist.ac.kr/AIP2 | 이메일 : alsw8510@kaist.ac.kr

담당자 : 윤이정 (042-350-4019) | 홈페이지 : http://futures.kaist.ac.kr/ASP2 | 이메일 : sunshineij@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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