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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과학ㆍ공학 기술의 접근방법
문 제

데이터

모델

의미 있는
결과

① 전통적 방법 : 미분 방정식
- 자연 현상을 표현하는 방정식
- 설명가능성이 높으나 복잡한 현상 X
② 학습하는 방법 : 기계학습, 심층학습
- 귀납적인 접근
- 설명가능성이 낮으나 성능이 우수함
- 복잡한 데이터도 학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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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과학ㆍ공학 기술의 접근방법
문 제

데이터

모델

의미 있는
결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모델 𝒇를 찾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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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과학ㆍ공학 기술의 접근방법
문 제

데이터

모델

의미 있는
결과

심층학습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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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프트웨어

Computing Power

개방·공유·협업의 성과

강력한 병렬 및 분산처리 능력

Big Data Power
인터넷, IOT, Sensor 기술을 통한 수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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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심층학습)은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
서로 다른 OS, 기능을 제공하는 50여 종의 공개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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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
대규모 데이터 / 컴퓨팅 파워 보유

인공지능(심층학습)은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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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
대규모 데이터 / 컴퓨팅 파워 보유

인공지능(심층학습)은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
서로 다른 OS, 기능을 제공하는 50여 종의 공개 SW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심층학습은 귀납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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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의 한계
•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양과 질이 심층학습의 성능을 좌우함

•

깊은(복잡한) 인공신경망  더 정교한 표현이 가능(보장하지는 않음)

•

데이터의 양과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음
•

•

•

적은 데이터로 깊은 신경망을 학습하기는 어려움 (i.e. 방정식과 미지수의 개수)

데이터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높음
•

양질의 데이터 ∝ 예측의 정확도

•

지도학습은 분류, 비지도학습은 군집에 최적화 된 방법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 인공지능 시스템의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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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가능성
•

•

심층학습의 높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왜 높은지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
•

소위 블랙박스로 일컬을 수 있는 개념

•

이미지 인식의 영역에서는 은닉층의 역할이 부분적으로 확인됨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와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설명 가능성
•

美 DARPA의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국내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 차세대
학습 추론 등 설명 가능성에 대한 R&D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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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범용성
•

•

현재 심층학습은 좁은 인공지능(Narrow AI), 약 인공지능(Weak AI)으로 분류되어
특정 영역에서의 성능이 높음
•

이미지에서 패턴을 인식하는 인공신경망이 음성을 분류하기는 어려움

•

AlphaZero의 경우 범용성이 높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여전히 보드게임 별 재학습이 필요함

또한, 시뮬레이션 환경과 실제 환경에서의 데이터는 성질 자체가 다르므로 학습
데이터를 실제 환경에 가깝게 확보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함

 지속적인 학습이 어려움
•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될 경우 기존에 학습된 모델에 추가로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과거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포함시켜 재학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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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학습은 만능이 아니므로 해결코자 하는 문제에 집중
•

데이터를 활용해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 과학에 집중

•

예측하고자 하는 현상에 연관된 데이터를 수집/정제가 전제

•

심층학습은 기본적으로 분류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고려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가 확보된 이후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

심층학습이 적용 가능한지 선행연구 분석
•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인공신경망 구조를 기반으로 개선해 나감

•

개선해 나가는 영역에서 소위 인공지능의 고급인력이 필요함

•

높은 성능을 목표로 한다면 귀납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팅 파워가 필요

•

현상에 대한 설명가능성이 중요하다면, 기계 학습이나 수학적 모델링 기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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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심층학습)은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
서로 다른 OS, 기능을 제공하는 50여 종의 공개 SW
학부 CS 전공 졸업생이 3개월 정도면 활용 가능
진입장벽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심층학습은 귀납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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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정의
•

•

A씨의 월급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탈세, 보이스 피싱, 대포통장 악용 등 이상
징후 파악
(예시) 학습 데이터
•

입력 : 일주일 간 입출금 내역

•

출력 : 이상 징후 여부 (0 or 1)

알 수 없는 인출

급여

상여

입력
8월

카드 사용금액
인출

출력
0

0

9월

적금 자동이체

주택 대출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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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관련 고려사항
•

데이터 수집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

예측 성능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

•

•

연령, 성별, 주거지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 확보

•

도메인 전문가가 중점적으로 여기는 중요 데이터 확보

금융 거래 데이터의 특성 : 시계열 데이터
•

시계열 예측에 활용되는 기본적인 방법론 : AR, ARIMA 등

•

심층학습 적용 :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

확률적 접근 : 마코프 체인, 베이지안 추론 등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

실제로 이상 금융거래로 판명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움  정상/비정상의 비율의 불균형

•

가상의 데이터를 만드는 접근은 연구자의 의도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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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연구조사
•

(미국) 금융범죄단속반 : 테러자금 심층분석

•

(호주) AUSTRAC : 데이터 과학 기반의 의심거래 분석

•

(국내) 금융정보분석원 :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자금세탁방지 분석 시스템 개발

•

(국내) 한국거래소 :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

 이상 금융거래 탐지를 위한 예측 방법론 결정
•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방법론부터 시작

•

현재 확보된 데이터셋의 특성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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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에 집중  데이터 과학
•
•

•

•

어떠한 방법론을 쓰더라도 예측 성능이 좋으면 채택
최근 연구 결과는 심층학습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뿐이지,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은 아님
심층학습을 비롯한 기계학습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적인 성향이 크기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
데이터 과학에서 활용되는 통계적 기법은 대부분이 인공지능 기술로 포괄되어
전통적인 접근방법까지 인공지능 기술로 받아들여짐
•

•

(예) 회귀 분석, k-means, kNN, SVM 등

심층학습 ⊂ 인공신경망 ⊂ 기계학습 ⊂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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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심층학습을 활용
•

학부 CS 전공자가 3개월 정도 온라인 무료 강의로 습득 가능
•

•

CS 전공자의 재교육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

심층학습의 고도화는 최신 연구논문을 분석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필요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과학을 전공한 박사급 인력

 문제 해결에 집중
•

데이터 과학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
•

•

데이터 과학의 등용문인 Kaggle에서 기술을 연마할 수 있음

산학협력을 통해 데이터 과학자 양성과 더불어 문제 해결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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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활용
(응용/개발 연구)

인공지능 자체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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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비전
•

이미지에서 객체 인식, 이미지 설명, 이미지 생성

•

영상 설명, 영상 Q&A, 영상 생성

 음성 지능
•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음성 생성

 자연어 처리
•

기계 번역, 문법 교정, 형태소 분석, 문장의 감정 분석 등

 게임 인공지능
•

강화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에이전트
24

 심층학습 기반
•

미분가능한 신경 컴퓨터 : 뇌 구조 상 해마의 기능(정보 저장)을 구현

•

메타 학습 : 학습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

•

스파이킹 신경망 : 뉴로모픽칩을 학습하기 위한 신경망

•

지속적인 학습 : 새로 생산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방법

•

표현 학습 : 기호 인공지능과 심층학습의 결합

•

신경망 구조 탐색 : 최적의 인공신경망 구조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

 비 심층학습 분야
•

확률적 프로그래밍 : 확률에 기반한 현상의 모사

•

기호적 인공지능 : 기호와 규칙에 기반한 전통적인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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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학습(Deep Learning)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성능에

대한 우려
•

•
•

“I think the danger of AI is much greater than the danger of nuclear
warheads by a lot … “ Elon Musk (2018.03.12.)
“I fear that AI may replace humans altogether.” Stephen Hawking (2017.11.)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reach human levels by around 2029. Follow that
out further to, say, 2045, we will have multiplied the intelligence, the human
biological machine intelligence of our civilization a billion-fold.” Ray
Kurzweil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45년 뒤에 50%의 확률로 인간 수준의 인공

지능이 출현할 것으로 예측
•

“When will AI exceed human performance? Evidence from AI Experts”
Future Humanity Institut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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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란?
•

일반적인 개념 : 사람 수준(Human-level) 혹은 사람 수준을 뛰어 넘는 기계
•

•

범용 지능(General Intelligence) : 사람의 일반적인 지능적 행동을 지칭
•

•

감각정인 정보를 취합하여 문제를 인식하거나 발견하고, 나아가 해결책을 다양하게 모색

범용 지능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범용 인공지능을 정의하기는 어려움

The Core AGI Hypothesis (Ben Goertzel, 2017)
•

•

충분히 넓고(인간 수준) 강한 범용성을 갖는 인공지능의 창조나 연구.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좁고 약한 범용성과 반대되는 개념

이 가설이 맞다면, 범용 인공지능은 좁은 인공지능(narrow AI)의 반대개념으로 정의됨

 현재 범용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왔는가?
•

결론 :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음

•

심층학습에 범용성을 더하는 노력이 매우 활발
27

기호적 범용 인공지능 (Symbolic AGI)
- 물리적인 기호 시스템 가설에 의해 지능은
기호를 다루는 행위로 정의하는 분야
- 장점 : 기호 시스템은 인간과 동물이 구분되는

창발적 범용 인공지능 (Emergentist AGI)
- 인간의 뇌의 작동 방식을 모사하여 구현하는
인공지능
- 장점 : 인간의 뇌는 고차원적인 감각 정보를

가장 큰 특징으로 기호적 관점이 일반화에

통해 복잡한 행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뇌를

가장 적합한 도구

모사한 접근방법이 우수할 가능성이 높음

- 단점 : 기호적 관점은 간단한 지각이나 동기로
인한 기호의 진화를 고려해야 함
- 예시 : 기호적 인지 아키텍처

- 단점 : 인간의 뇌는 신경망의 자가 구성으로
범용 지능을 달성하므로 이를 구현해야 함
- 예시 : 계산 뇌과학, 인공 생명, 로보틱스

혼합 범용 인공지능 (Hybrid AGI)
- 기호적·창발적 접근을 혼합한 형태
-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호적·비기호적 접근의 융합이 필요(Nilson)

자료 :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 Concept, State of the Art, and Future Prospects, Ben Goertze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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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R (Adaptive Control of Thought – Rational)
•

•

인지 아키텍처(Cognitive Architecture)의 한 종류로 사람의 인지 과정을 표현한
이론 (Theory)
일종의 SW 프레임워크로 하노이 탑 문제, 문서나 단어의 기억, 언어 이해, 의사
소통, 비행기 조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

책임자 / 기관 : John Robert Anderson / CMU

•

최신 버전 : 7.5 (2017.07.11.)

자료 : ACT-R homepage, http://act-r.psy.cmu.edu/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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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
•

1984년 부터 시작된 범용 인공지능 프로젝트로, 수백만 가지의 사람의 일반 상식을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로 구축
•

지식 베이스 구축에 전문 인력이 직접 참여

•

책임자 / 기관 : Douglas Lenat / Cycorp

•

최신버전 : ResearchCyc 6.1 (2017.11.27.)

자료 : Meet Cyc, Lucida AI, https://www.youtube.com/watch?v=J_dK24FW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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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 (Hierarchical Temporal Memory)
•

인간의 뇌(신피질 부위)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고 모델링 함으로써 범용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연구 수행 (2002년 최초 설립)

•

주요 적용 분야 : 개인별 에너지 소비 예측, 데이터를 통한 복잡한 기계의 오작동 예측

•

기관 : Numenta

•

공개SW 커뮤니티 적극 운영

자료 : Numenta: Why Brains Matter, Numenta(2018)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3&v=rLTrUn7UY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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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Brain Project
•

역 공학을 통해 포유류의 뇌를 디지털화하여 재구축 하는 것이 목표
(슈퍼컴퓨터 활용)

•

뇌 기능에 대한 실험적인 데이터를 활용, 궁극적으로 사람의 뇌를 모사

•

책임자 / 기관 : Henry Markram / EPFL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자료 : Blue Brain Project Overview, Blue Brain Project – EPFL(2016), https://www.youtube.com/watch?v=q2LVaPhM0ec&t=2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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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ub(Cognitive Universal Body) Humanoid Robot
•

어린이 수준의 지능과 행동을 구현하기 위한 로봇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학습을 통해 지능적 행동을 수행

•

가능한 행동 : 기어가기, 3차원 미로 찾기, 화살 쏘기, 안면 감정 표현, 힘 제어 등

•

기관 : Italian Institute of Technology

•

오픈소스 휴머노이드 로봇

자료 : The iCub 10th birthday, iCub HumanoidRobot(2014), https://www.youtube.com/watch?v=ErgfgF0uw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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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인공지능은 문제 해결의 도구로써, 방법론을 불문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 중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의 확보

가 가장 선결돼야 하는 과제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다각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적인

산학 협력이 필요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최신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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