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미래와
국가정책
이민화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빅데이터 확보와 규제 개혁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 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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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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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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교훈을 거울삼아 혁신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 선도 전략을 위한 국가 정책을 살펴보
아야 하는 이유다.
인공지능 시장은 1,000억 달러 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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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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로 애플의 시리(Siri), 구글의 나우(Now), 마이크로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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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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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 소프트웨어인 시스템ML(SystemML)을 공개했다. 이처럼 이

러한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소비자들에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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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탐색과 선택 비용을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메르세데스 벤

등에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생태계를 무시한 완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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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발은 갈라파고스적 접근으로 진화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너

리 서비스를 일부 모델에 적용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

무나 높다. 과거 한국형 슈퍼컴과 한국형 OS 개발 실패가 타산지

나는 알림 설정, 스케줄 추적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관심 있는 뉴

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스 추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인 빙(Bing)과 연계한 다양

구글의 텐서플로는 인공지능 연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은 B2B 서비스(Business to

고 있고 앞으로 활용도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구글의 텐서

Business: 기업과 기업간 전자거래)로 기존의 기업들이 전사적 자

플로우를 오픈 프레임워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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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로소프트의 DMTK는 머신 러닝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념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인공지

DMTK 프레임워크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년간 개발한 LightLDA

능도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써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와 DWE(Distributed Word Embedding: 단어 각각의 관계를 정의

지금도 IBM의 왓슨 개발자 클라우드(Watson Developer Cloud)

하는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마

는 별도의 인프라 없이 왓슨의 분석기술을 내부 데이터와 연동하

이크로소프트의 DMTK를 툴킷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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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뉴욕대, UC 버클리, 그리고 몬트리올 등이 형성한 커뮤니티를

출한 횟수에 따라 부과되며, 현재 월간 30억 건이 호출되고 있으

활용한다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페이스북

며, 28개의 API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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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형 왓슨 프로젝트인 ‘엑소브레인(Exobrain)’ 프로젝트

소스 하드웨어로서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주요 개발 하드

에서 수립된 지식의 활용이 왓슨과 연계를 통하여 극대화될 것으

웨어 툴로서 활용할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구

로 보인다. 또한 용어 대부분이 영어 기반인 의료 및 제약 분야 업

축해 가는 생태계 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계에서의 활용 또는 비정형데이터를 탐색하는 기능 등의 경우에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데

는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터이다. 그러나 머신러닝에 필요한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하
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렉 코라도(Greg Corrado) 구글 선임연구원

전략 2 인공지능 기술 개발

도 “머신 러닝은 일종의 수학 모델로 특허로 보호받기 쉽지 않다”

지속 가능한 차별화를 위하여 기술 개발전략도 필요하다. 현재 해

면서, “머신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라고 언급하였

외 선도적 기업들과 기술격차가 존재하지만 산업의 초기단계임을

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개발 단계에서 데이터가 확보가 용

고려한다면 틈새 부분에서 시장 주도권을 쥐는 것이 가능하다. 따

이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용 목적에 맞는 데이터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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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등으로 적극적인 인재영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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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개발 전략의 첫 단계는 공개된 오픈 소스의 활용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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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부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오픈 소스로 개방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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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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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경쟁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일, 구글은 자사의 머신러닝 엔진인 텐서플로우(TensorFlow)를,
마이크소프트도 머신러닝 오픈소스 툴킷인 DMTK(Distributed
Machine Learning Toolkit)와 CNTK(Computation Network

08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전략 3 인재육성 전략

기술을 개발해도 데이터가 없으면 연료 없는 자동차 꼴이 된다. 결

인공지능 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

국 기술보다 규제가 인공지능의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심의 산업으로 물리적인 자원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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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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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인공지능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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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능 산업을 이끌어갈 양대 방안으로 공개 교육 자료 활용과 교

으로 낮은 데이터의 품질이 지적되고 있다. 활용 공공 데이터의

육기관 확충을 제안한다.

70%이상이 버스노선 및 택배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공공 기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회사나 기관 등에서 인공

관이 국가안보와 개인비밀이 아닌 모든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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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다는 정부3.0의 정신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개하고 있다. 인공지능 관련 교육기관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

그 핵심은 정보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공공 기관의 잘

하다. 최소한 10만 명이 필요한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을 육성하

못된 망 분리 규제에 있다. 망 분리 이전에 공개 원칙하의 데이터

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아직 인

분리가 이루어져야 공공 정보의 빅데이터화가 가능해 질 것이다.

공지능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육 기관이 턱없이 부족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이 양립할 수 있다

하다. 국내 한 일간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한해 배출되는 인공지

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필요하다.

능 관련 박사급 인재는 20~30명 수준이나, 중국의 경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을 개인정보 침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

관련 박사급 인재만 한해 2,000~3,000명 수준이라고 한다.

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동시에 개인정

이러한 인재 공급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확충

보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빅데이터가 가진 효

과 민간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통한 교육 시스템의 확충이 필요

과와 이익을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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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인정하되, 개인들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여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한 ‘3개월 교육 융합 프로

강화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젝트’를 다시 벤치마킹하자. 특히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예제를

한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나, 유출과 남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들의 빅데이터 제공 등의 지원이 있

용은 엄격히 사후징벌 하는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이

다면 훨씬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민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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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 캠퍼스(FAST CAMPUS: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프리미엄

아웃(Opt-out) 방식으로의 전환이 인공지능의 핵심 국가 정책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가 머신러닝과 텐서플로우를 활용한 교육

것이다.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는데, 이를 기점으로 전국에 있는 국립대 및
소프트웨어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확
대가 필요하다.
전략 4 빅데이터 확보와 규제개혁

인공지능은 알고리즘과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인공지능의 선도기
업들이 알고리즘을 공개하면서, 향상된 컴퓨터 파워를 쉽게 획득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은 데이터 확보가 관
건이 되었다. 인공지능 관련 소스를 공개하는 기업들도 핵심 기술
은 공개하지만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해
석된다. 결국 인공지능 전략의 핵심은 빅데이터 확보 전략이며, 이
는 ① 공공정보 개방과 ②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귀결된다.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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