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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선

인지과학적 접근

박재환

요약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를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다 인간의 지능이 갖는 특징인 사고 학습 자유의지 자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당분간 이
러한 특징을 모두 갖춘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예측하였다 현재 인공지능의 정의
및 개념은 다소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인간 지능의 구성요소를 감안하여 인공지능이 갖춘 요
소에 의하여 단계에 의한 인공지능 분류를 제안하였다 기술적
기능적
범
용
의 발전은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과학기술의
영역을 확대시킬 것이다 인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인공지능
의 출현은 당분간 출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공지능의 레벨이 높아지고 사용영역의 민감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 윤
리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며 인공지능 시스템의 윤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지
요소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지능 자유의지 인공지능 기계학습 윤리
Abstract
The development of computing technology has reached a stage that mimic human intelligent behavior,
and it is call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inking, learning, and free will are typical characteristics of
human intelligence and it is expected that AI having all of these are typical characteristics are quite
impossible for the time being. Currently,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AI is being used to confus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was defined as 4-levels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AI (level 1), functional AI (level 2), and general AI (level 3) will
take place continuously in the future and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life. The emergence of real AI
(level 4) that can be a threat to humanity seems difficult for the time being. As the level of AI increases,
a number of problems of AI ethics will be raised. Three elements needed to ensure the ethics of AI
system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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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년 월 구글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알파고는 바둑 프로기사 이세돌 단과의 대결에서 로
승리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외에서 개발된 바둑 프로
그램은 바둑 프로기사 단을 이기지 못하는 기력을 보여주었기에 알파고의 무서운 실력은 인공지
능 시대가 부쩍 다가오고 있음을 전 세계에 충격적으로 전한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년 세계 최초로 범용 계산능력을 가진 전자계산기
미국 가 개발된 이후 비약적인
성능발전을 거듭하면서 과학계산 군사 상업 용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수리적 연산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들 판단 사고 학
습 자기계발 등 을 모방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이를 인공지능
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가상적 시스템인 스카이넷
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이다 영화 속 스카이넷은 자신의 발
전을 두려워한 인간이 자신을 멈추려고 하자 인류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감행했다 인공지능
은 무엇이며 다가올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혹시 인공지능은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인공
지능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 인공지능의 구성요소별 분류에 의하여 단계의 인공지능을 정의하
고자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윤리문제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본론
지능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였다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능 이란 어떤 개념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지능은 학문영역에 따라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웩슬러는 유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종합적 능력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단순하게
라는 계산만을 수행하거나 추상성 결여 아무 이유 없이 매일 땅을 파고 있는 행위 목적성
결여 는 지능적 행동이 아닌 것이다 또한 무조건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악수를 하
는 행위 역시 지능적 행위로 볼 수 없다 목적성과 합리성이 모두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능이 유목적적이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인간의 정신은 지식 감정
의지 등 세 가지 기본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인간의 지능적 활동은 언제나 목적 지향적이
며 의지적 활동이다 의지에는 반드시 그 유발 동기와 달성 목적이 있다 인간은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본능적 충동으로부터 인지적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동기와 목적의 계층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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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능과 유목적성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의식
이다 의식 생각 사고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한다면 알아차리는 것이다 지하철에서 옆 사람들의 재미있는 대화를 엿듣거나 길에 떨
어진 지폐를 줍는 따위의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의식이 있음을 의미한다 화학물질을 원료로 하
여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뇌라는 물질 속에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과를 볼 때 빨갛다 또는 맛있다 라는 느낌이 어떤 메커니즘
으로 떠오르는 것이며 어느 곳에서 떠오르는 것인지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림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뉴런

인간의 뇌가 가진 중요한 역할과 가치는 학습능력이다 우리가 무엇을 학습하거나 기억할 때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반응 메커니즘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뉴런 네크워크의 변화 즉 뉴런끼리의 연결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식 경
험 신체적 운동 등이 반복되면서 이것에 관여하는 뉴런의 연결 과정에서 신경 전달물질이 더 증
강되거나 받는 쪽에서의 수용체 감도가 증강된다고 예측되고 있다 피아노 테니스 등 신체적 반복
학습과 훈련에 의해 완성되어가는 기술은 대게 만 시간 정도의 반복을 통하여 에러 없이 달성될
수 있으며 학습에서도 반복 기억을 통하여 장기적인 기억이 활성화되는 것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의지
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열차가 삐걱대는 소리나 아이들이 칭얼대는 소리
에는 흘려 듣는다 그러나 옆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재미있는 대화는 의식적으로 듣는 경우가 있
다 내가 산책하는 중에 두 갈래 갈림길이 나왔다고 하자 이 때 여러 가지 기준 산책에 할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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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나의 체력 조건 두 종류의 갈림길이 각각 주는 느낌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 등 에 의
해 한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 누구도 나의 선택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자유의지에
해당하며 인간의 중요한 특징이다
자유의지를 뒷받침하는 요소는 지식 행동의 방법 행동에 따른 결과의 예측 과 목적 삶의 목적
과 같은 장기적인 목적 일시적 단기적인 목적 등 이다 스스로 희망하지 않거나 예측하지 못하고
무작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유의지라 할 수 없다
자아 란 무엇인가
내가 좀 더 키가 컸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제 하루의 일을 반성하며 오늘 하루의 일
과를 생각하며 부담감을 느끼는 그 주체가 자기 이다 자기는 사고와 자유의지가 활동하는 무
대이며 이들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신의 사고 의지 육체가 다른 사람 타인 의 것이
아니며 나의 것이라는 뚜렷한 구별의식은 인간이 가지는 주요한 특징이다

기계화된 지능이 가능한가
오늘날 컴퓨터의 능력은 개인용 스마트폰의 구동 핵발전소의 운용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가공할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회로적으로 컴퓨터의 말단 구조를 들여다보면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는 컴퓨터가 덧셈동작을 하는 기본적 회로를 나타내고 있다 입력 및 중에서 한 곳
이라도 높은 전압이 들어와서 의 상태가 되면 트랜지스터 출력
전압이 높은 전압이 되어
의 상태가 되는 회로이다 즉 덧셈이 되는 것이다 물론 실제 컴퓨터의 구성에서는 자리올림
기능이 부가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덧셈회로가 적용된다 또한 컴퓨터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은 비교기능이다 그림 에 표시한 것처럼 입력 의 크기를 비교하여 그 결과에 의해
특정 게이트를 구동하게 된다

그림 컴퓨터 연산의 기초를 이루는 덧셈 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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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관점에서 컴퓨터가 동작하는 것은 전혀 지능적 이라 할 수 없다 일단 컴퓨터는 숫자를
인식하지 못한다 십진수
는 물론이고 이진수
조차도 숫자 그 자체로 인식하지
못한다 단지 전자 회로적으로
의 전압을 숫자 로 할당하고
의 전압을 숫자 으
로 할당하여 강제로 이진수를 식별하게 만든 것이다 컴퓨터는 오직 덧셈만 할 수 있으며 뺄셈과
곱셈 등은 할 수가 없다 컴퓨터가 뺄셈을 할 때는 부호비트를 첨가하여 강제로 음의 숫자를 형성
시킨 다음 두 숫자를 덧셈 처리하여 결과 값을 얻게 된다 동작 원리적으로 볼 때 컴퓨터는 무식
한 덧셈기계이며 전혀 지능적이라고 할 수 없다 스스로 사고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스스로 학습
할 수도 없다
알고리즘은 지능인가
컴퓨터 하드웨어 그 자체는 기능성이 매우 단순하여 과 이라는 신호를 더하거나 이 보다
크다는 것을 판별하는 것이 하는 일의 전부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에게 유의미한 모든 정보 십
진수 사진 동영상 소리 등 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이진수
정보로 변환하여야만
연산이 가능하다 예컨대 빨간색 이미지는 비트 디지털 코드
로
변환되며 키보드에서 대문자 을 타이핑 하면 비트 디지털 코드
로 변환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키보드 입력 소리 사진 이미지 동영상 등이 이진수 로 변환되면 컴퓨터
에 의해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 키보드 입력에 의해 게임을 하거나 음성을 변조시키거나 사진을
편집하는 지능적인 작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입력된 데이터를 희망하는 방향으로 가공
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논리적 체계가 알고리즘
이며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하는 언어체계가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을 일종의 지능으로 볼 수 있을까 컴퓨터가 사진을 합성하거나 음성을 변조
할 때 컴퓨터 하드웨어 자신은 스스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
된 프로그램이 제어하는 대로 연산하고 동작하게 된다 계산된 결과물은 화면에 표시되거나 스마
트폰으로 게임을 할 경우 모터를 구동하거나 크루즈 시스템에 의해 자동차 속도가 자동 제어될
때 미사일 발사버튼을 누르게 된다 자동화된 전투기에서 즉 알고리즘은 기계를 구동하는 규칙
이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사람 프로그래머 이다 알고리즘 그 자체는 스스로 사고하고 자유
의지와 자아를 갖는 주체가 아니다
인공적 지능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인간 정신세계의 특징적 요소인 사물의 판별 지식의 축적 학습과 발전 감정과 자유 의지 등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람의 지식과 경
험을 학습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스스로 의미를 찾는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2016 HSST

543

학습능력 시각 청각 등 오감적 인지 능력 및 해석 능력 자연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자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알파고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없
다 알파고의 연산 능력과 예측 능력은 구글의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능력이다 반복적인 기계학습을 통하여 가치망과 정책망의 동작 메커니즘을 고도화 시킨
주체는 알파고 자신이지만 외부 기보를 제공하여 주고 가치망과 정책망이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한 것은 프로그래머이다 알파고 시스템이 이세돌 단과 인류 전체가 받을 충격을 고려하여
일부러 져주거나 바둑을 두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목을 둘 수 있다면 진정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탁상계산기는 인공지능으로 보기 어렵다 알파고는 기능적 인공지능 스카이넷은 참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다

영화 터미네이터 의 스카이넷은 나타날 것인가
자의식과 종합적 판단능력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을까 현 단계
에서는 매우 희박하다 그것은 기계 시스템 안에 인간 지능의 특징적 요소 지식 감정 의지 를 구
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년 이후 구현이 가능할까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회의론이 존재한다 긍정론의 근거는 인간의 뇌조직은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의 네트워크로 구성되
어 있고 뉴런간의 신호전달은 화학물질과 전기적 자극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뉴런이라는 조직도 결국 원소 주기율표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로 구성된 부품이며 이러
한 부품의 연결체로 부터 의식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역시 물질로 만들어 지는 컴퓨터 연산
소자 및 메모리소자로 구성 시스템 안에도 의식을 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제기된다
회의론은 인간의 생명 현상과 노화에 대한 이해를 인간이 현재 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뇌와 지능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
한다
물론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나 어벤저스 의 울트론과 유사한 형태의 인공지능 시스템
은 멀지 않는 장래 개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인간에 의해 구현된 알고리즘 예컨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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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인식되는 물체를 무조건 공격하고 인간의 문명을 파괴하라는 등 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 시
스템이라면 인공지능은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공지능이 등장하려면 도킨스가 설명했던
이기적 유전자 스스로 생존하고 변화하고 번식하는 생존기계 를 갖추고 스스로 번식하면서 진
화하는 기계 시스템이 등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정신을 기계적으로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인공지능의 형태학적 분류
앞 절에서 인간의 지능이 갖는 특징 사고 학습 자유의지 자아 에 대해 고찰해 보았으며 적어
도 당분간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인간
의 지능이 갖는 특징들 가운데 부분적인 능력 계산 학습 판단 등 을 보조하는 시스템은 공학적
으로 매우 유용하며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인공지능으로 부를 수 있을까 탁상 계산기도 인공지능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지능적 연산 시스템 중에서 공학적 관점에서 이용가치가 높은 것은 기계학습 패턴 인식 이다
예컨대 오인식 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인식율 향상 기능을 갖춘 문자인식
프로그램 등이다
현재 공학적 가치 측면에서 인간의 지능이 가진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기계학습 능력을 갖춘
시스템을 보통 약한 인공지능
으로 부르고 있다 한편 미래에 개발될 자아식을 가진 인
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
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인공지능의 개발
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보다 정교한 분류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
구에서는 가지 레벨로서 인공지능의 단계를 구분해 보고자 한다 일단 기계학습 능력을 갖춘 인
공지능은 기술적 인공지능
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알파고 시스템과 같이 딥러닝
기법에 기초한 것은 기능적 인공지능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 알고
리즘을 기초로 하여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여 패턴을 발견하고 판단하며 학습할
수 있는 기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채팅 로봇 의 경우 문화와 맥락을 이해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을 갖춘 경우는 범용 인공지능
으로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스카이넷의 경우는 스스로 목적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므로 참 인공지능
으로 구
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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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넷
채팅봇 테이
알파고
학습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단순 프로그램

자유의지

다목적
다영역

딥 러닝 기계
학습

구분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진정한 인공지능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계학습 능력을 갖추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기능성 인공지능
또는
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앞
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그 부작용과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자
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물론 독립적인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인류 문명을 파괴하는 인공지능이 출
현할 가능성은 낮지만 혹은 그 시기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인공지능 발달의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워서이다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는 인공지능 무기
채팅봇 자율 주행 자동차의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등에 대표적으로 제기된다 인공지능에 의하여
인간관계 및 사회문화적 단절 또는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 사회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윤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가지 요
소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공학자의 전문가적 윤리 를 구동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의 윤리가 필요
하다 인류를 증오하는 프로그래머라면 인류를 파괴할 스카이넷 로봇처럼 작동하는 알고리즘
을 작성할 수 있다
안에서 작동되는 알고리즘 내부의 모럴 코드
사회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윤
리적 가치관에 의해 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 체계
스스로 자기 윤리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 가 실행하는 연산 및 그 결과 화면표시
모터 구동 발사버튼 누름 등 가 윤리적인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
인공지능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사용영역의 민감성에 여부에 따라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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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간의 지능이 갖는 특징인 사고 학습 자유의지 자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당분간 이러한 특
징을 모두 갖춘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예측하였다 현재 인공지능의 정의 및
개념은 다소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인간 지능의 구성요소를 감안하여 인공지능이 갖춘 요
소에 의하여 단계에 의한 인공지능 분류를 제안하였다 기술적
기능적
범용
의 발전은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과학
기술의 영역을 확대시킬 것이다 인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인공지능
의 출현은 당
분간 출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공지능의 레벨이 높아지고 사용영역의 민감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며 인공지능 시스템의 윤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지 요소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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