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식 없이 이해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재미있는 삽화와 이야기로 배우는 인공지능!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에서 출발한 이 책은 ‘머신러닝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여 최근 연구의 

돌파구를 만든 딥러닝, 그리고 딥러닝 초기 연구의 계기가 되었던 볼츠만 머

신을 이용한 머신러닝을 ‘수식 없이’, ‘이야기와 함께’ 설명합니다. 학생의 역할

을 하는 동화 속의 왕비와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거울이 삽화와 함께 대화를 

이어가면서 볼츠만 머신러닝을 재미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볼츠만 머신러닝에서 딥러닝까지

백설공주 거울과 인공지능 이야기
ISBN 979-11-88621-44-6 / 208쪽 / 19,800원

지은이

후쿠마 도모키 福馬 智生
TDAI Lab 대표이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가치를 비즈니스에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2016년 도쿄 대학교 학생 벤처 기업인 TDAI Lab을 설립해서 대

표이사로 취임하여 최첨단 인공지능 연구와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빅데이터

에서 진실을 구별해 내는 신뢰성 스코어링 AI에 대한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가토 고이치 加藤 浩一
와세다 정보기술연구소 대표이사    
TDAI Lab 고문

현재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활용법 안내와 도입을 지원

하고 있으며,  90년대에는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제품 및 마케팅 

책임자로 지냈다. 2003년에는 와세다 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대표이사

로 취임하였으며, 업종별로 인공지능의 맞춤형 도입 지원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다.

옮긴이

정용민 woodguitar7@gmail.com

금융 기관에서 10년 넘게 IT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술사 자격증을 보

유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DB, 인공지능 등의 내부 구조나 원리에 관심이 

많은 전형적인 이공계 출신이다. 퇴근 후 IT 기술 서적, 소설, 인문학 등 

다양한 책을 읽으며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며, 책에서 얻은 내용을 체계

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출판 수익 및 역자 번역료의 일부는

아름다운재단의 사회영역기금에 기부됩니다.

난이도

분   야 IT 교양 / 인공지능 

www.jpub.kr
표지 |  미디어픽스  

ericyu@hanmail.net

책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은 독자 Q&A로 문의 바랍니다.

독자 A / S 안내

독자 Q&A
woodguitar7@gmail.com 혹은 help@jpub.kr

가볍게 떠먹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ISBN 979-11-91600-16-2 / 208쪽 / 19,800원

쉽게 배워 바로 써먹는 데이터 분석 입문서!

이 책은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방법론, 실전 기술, 그

리고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다룹니다. 즉, 데이터 분석 업무의 시작에서 보고

서 작성법까지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전 과정을 배울 수 있으며, 케이스 스터

디를 통해 관련 경험과 배경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실무에서 사용 가능한 지

식과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Jpub's A
.I. Series 38

인공지능에 대한 명쾌한 이해와 실생활 활용을 위한 알기 쉬운 문답집!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

다’와 같이 인공지능의 진화나 보급에 따른 불안을 야기하는 정보가 넘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

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얻는 혜택과 피해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시

점입니다. 

이 책은 독자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IT 지식이나 전문 용어는 물론, 수

학이나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이해하기 쉽게 문답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덕분에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책을 읽는 것으로 인공지능의 구조와 이점 및 취약점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인공지능의 연구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인공지능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이 향후 어떻게 변

해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필수 교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에서 인공지

능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한 필독서입니다.

18,000

후쿠마 도모키, 가토 고이치 지음 / 정용민 옮김

제이펍의 인공지능 시리즈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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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부분은 국내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여 편집했습니다.

・� �책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옮긴이나 출판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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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다양한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내부 구조

를 들여다본다면 수학, 컴퓨터 과학, 통계학, 도메인 지식이 융화된 종합 예

술과도 같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을 처음 접할 때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요?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공학도라면 컴퓨터 과학과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지도 학습, 비지도 학

습, 강화 학습, 딥러닝 등 기술 분야를 학습해야 하겠지만, 기업의 실무 담

당이나 경영진이라면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도

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측면을 검토하고, 여기에 통찰력이나 창

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인공지능을 접해본 적이 없는 독자도 쉽게 개념이나 동작 원리, 배경지식

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론 위주로 설명하면 자칫 지

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할 만한 질문을 각 장에서 제시하고, 

그 답변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또 답변을 풀어나갈 때 저자는 전문 용어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옮긴이 

머리말

옮긴이 머리말 ix



너무 쉽게 설명하면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구체적으로 설

명하면 내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저

자의 의도가 내용 전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번역하면서 저자의 노력에 

누가 되지 않고 원문의 의도를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동향을 추가할 만한 부분은 가능한 한 주석으로 추가했

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소설 읽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나간다면 인공지능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청사진을 설계하고, 방향을 계

획하는 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서 인공지

능 세계로 내딛는 첫걸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과 부족한 원고를 편

집하고 보완해 주신 이주원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로 힘을 주

시는 부모님과 퇴근 후 밤늦게까지 번역 작업을 하는 동안 의지와 힘이 되

어 준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덧붙이면, 이 책의 앞부분이 인공지능 개념에 대한 

설명 위주라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저자의 견해가 더해져서 흥미롭고 생

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도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 건

너뛰더라도 반드시 후반부까지 전부 일독하기를 권장합니다.

옮긴이 정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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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석(LG전자)

제목 그대로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사례에 대해 소

개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복잡하게 설명된 것이 아니라 비전

공자의 관점에서 쉽게 느끼도록 설명되어 있기에 가볍게 읽기 좋습니다.

김진영(야놀자)

기존에 봤던 인공지능 관련 서적을 떠올리면서 비전공자를 위한다지만, 

결국 또 어려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읽었습

니다. 하지만 완독한 후 책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긴장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

다. 인공지능의 어려운 원리 등이 아닌,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고 싶은 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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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연세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이 책은 여타 인공지능 전문 서적과는 달리 인공지능을 전혀 접해 보지 

못한 사람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된 친절한 책입니다. 더불어 

저자의 친근한 문체와 옮긴이의 높은 번역 품질로 책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마치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듯이 편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

면서도 책 안에 담긴 여러 유용한 정보와 철학적, 윤리적 고찰은 상당한 

수준이라 여러 번 읽으며 곱씹을 수 있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베타리딩하

며 읽은 책 중에 번역 품질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단어와 문장 사용이 아

주 유려해서 어색함이 단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책 후반에는 그래프나 자

료 등에 우리나라 상황을 자연스레 녹여서 이 책이 번역된 책인지조차 헷

갈릴 정도였습니다. 또한, 여러 그래프와 자료의 편집도 훌륭하여 가독성

이 엄청난 책이었습니다. 근래 나올 인공지능 교양서적 중 거의 최고의 책

이 아닐까 싶네요. 이런 훌륭한 책을 선정하고 또 작업해 주신 제이펍 관

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호준(한국오픈솔루션)

‘비전공자를 위한’이란 제목에 맞게 수식이나 코드에 대한 부담 없이 읽

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인공지능의 동작 원리, 약점,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평소에 궁금하였던 부분을 이 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읽히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현재 인

공지능 업계에서 일하거나 일할 분이라면 꼭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저

자가 참 글을 쉽고 재미있게 잘 쓰기도 했고, 번역도 깔끔해서 술술 잘 읽

혔습니다.

베타리더 후기xii



송헌(루닛)

인공지능/머신러닝 기술에 대해 흥미가 있고 실체를 알고 싶은 일반인에

게 추천합니다. 어설프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뜬구름 같은 설명 없

이 비전공자도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숲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책입

니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한 미래산업 구조의 변화에 두려움 혹은 호

기심이 있던 분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번

역과 내용 자체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책이라고 생각하며, 재미있게 읽

었습니다. 교양서적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추천할 만한 책이 나

온 것 같아서 기쁩니다.

신진규(JEI)

공학적 지식이 부족한 분에게 인공지능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이나 기술적인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배제한 채 인공지능

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인공지능에 대해 생

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읽기에 대체로 평이하며, 오타나 오역도 거의 없었습

니다.

양성모(현대오토에버)

이 책은 기술적인 설명이나 수식 없이 누구나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전공자뿐 아니라 업무에 인공지능을 처

음 도입해야 하는 프로그래머도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번역이 매끄럽고 깔끔하여 읽기 편했습니다. 특

히, 일본 서적이라 일본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나 정보를 단순 번역한 것

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더하여 적어 주신 부분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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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유노믹)

시중의 다른 인공지능 책 중 머신러닝, 강화 학습, 딥러닝 책이 그러한데, 

대개 책 첫 장만 넘어가면 바로 어려운 수학, 통계학 용어에 코드와 수식

과 차트가 난무하곤 합니다.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코드만 

입력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

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혹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매우 친절하고 도움

이 되는 책입니다. 번역이 깔끔해서 단숨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

리나라 사람이 쓴 책처럼 막힘없이 술술 읽히는 느낌입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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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들은 인공지능 연구원이면서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분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이 

당신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논조의 서적도 출판되었으며, SF 영화처럼 최소 몇 년 동안은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조만간 일어날 것처럼 말하면서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거대한 기술 혁신이면서도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대에 앞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학

적 통계와 공식으로 구성되어 비전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최근 몇 년간 인공

지능에 관해 받은 질문은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많았

습니다.

들어

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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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는 개념적인 것

만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한편, 인공지능을 깊게 이해하려

고 하면 수식과 프로그래밍 코드로 구성된 책뿐이라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저
는 전문가가 아닌데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상사로부터 인공지능을 업무에 적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

야 할까요?

•	부하 직원이 인공지능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 투자 측면의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습니다.

•	인공지능의 내부 구조를 모르니까 인공지능이 내놓는 해답도 신뢰가 가지 않

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신뢰하면 좋을까요?

•	인공지능 내부 구조를 알고 싶지만, 프로그래머가 아니다 보니 수식으로 된 것

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인공지능은 누가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건가요? 인공지능은 앞으로 어떻

게 되는 건가요?

•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기(예를 들어, 창업 등의 투자)에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이런 질문은 일반적인 사용자는 물론이고 인공지능을 통해 업무를 개선

하거나, 더 나아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

다. 필자들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 연구자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의 실체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 집필하였습니다. 대상 독자를 IT 비전공자로 전제하고, 수학적 지식

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밍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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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인공지능 분야의 최첨단 기술은 무엇일까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에 따라 변화의 속도

도 빨라져서 지금 유행하는 딥러닝deep learning(심층학습. 3장에서 이어서 설명)

도 10년 전에는 ‘과거’의 기술1로 여겨졌습니다. 인공지능 붐은 기술의 교

체가 자주 일어나서 10년 후 무엇이 최첨단 기술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

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보던 개그 프로에서 ‘굿바이, 청춘의 빛(さらば青春の光)’이

라는 개그 콤비가 출연했는데, 방송을 보면서 뭔가 오싹한 기분마저 들었

습니다.

어떤 박사가 타임머신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타임머신 

이론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의기양양하게 발표했습니다. 그 이론은 해당 분야 

연구의 커다란 돌파구가 되었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머지않아 타임머신이 완성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마치고 박사가 방에 돌아온 직후, 눈앞에 갑자기 한 청년이 나타

났습니다. 청년은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해냈다! 타임머신은 실현되었다!”

박사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청년에게 “어느 시대에서 왔습니까?”라고 박사가 묻
자 청년은 “52만 년 뒤에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청년은 박사를 다그쳤습니다. 

“미래의 타임머신은 박사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박사님이 발표한 논문 때문에 전 세계 연구자 모두가 샛길로 빠져서 완성이 48
만 년이나 늦어졌습니다.”

1  옮긴이  딥러닝은 1980년대 처음 발표되었지만, 컴퓨팅 성능이 받쳐주지 못해서 비현실적인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하
지만 2012년 이미지 인식 대회(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ILSVRC)에서 딥러닝(CNN)을 

이용한 AlexNet이 1위를 달성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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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이 이 개그처럼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앞으

로 기술 발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동

안에도 기술 혁신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고 있는 열풍도 어

찌 보면 미래의 인공지능 발전을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	항상 새로운 것을 너그러이 수용하려는 자세

•	주위에 휩쓸리지 않고 인공지능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파

악하려는 시선

•	기술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자세

인공지능 연구에서 정보의 가치는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에 항상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위험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중요합니다. 그런 시선의 일환으로 이 책은 다

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원래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내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처럼 느껴집니다. 이 책에서는 인

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합니다. 인공지능

이 가진 신비의 수수께끼도 밝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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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학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해답을 낸다는 것은 인공지능 속에서 어떠한 학습과 판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학습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학습과 같은 것일까요? 이 원리

를 알면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까
인공지능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진화해 

온 과정을 설명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의 학습 수준은 빠르게 진

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의 정확성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개발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실수한다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닙니다. 설계자가 계획하지 않았던 실수도 자주 합

니다. 인공지능은 왜 실수를 하는 것일까요?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답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와 함께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

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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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나타나기 시작한 악의와 차별 의식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으며, 인공지능이 사람을 

속이려는 것처럼 동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결과

에 악의와 차별 의식이 포함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인공지능으로 가짜 

뉴스나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원리와 대

책에 관해 설명합니다.

인공지능 연구의 최전선
인공지능은 전 세계 연구자들에 의해 매일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알아야 미래 인공지능의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누가 

인공지능을 이끌어 가고 있을까요? 인공지능 연구는 어떤 동기에서 이루

어지고 있을까요? 인공지능 연구 프로그램은 왜 오픈소스로 무료 공개된 

것이 많을까요? 인공지능 연구는 얼핏 화려하게 보이지만, 어두운 면도 존

재합니다. 전 세계의 인공지능 연구 실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을 잘 다루려면
인공지능은 복합적인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것은 요리에 비

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요리가 되지 않습니

다. 레시피는 물론이며, 조리 기구가 준비되어야 하고, 거기에 요리사가 있

어야 비로소 하나의 요리가 완성됩니다. 인공지능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시스템이 완성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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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투자할 타이밍은
인공지능을 업무에 도입하거나 인공지능 분야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

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경우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

니다. 인공지능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책은 비즈니스 모델과 인공지능의 정확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투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적용

에는 기술 문제 외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 주행 

인공지능에서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허용

될까?’와 같은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또는 Trolley Problem)’는 유명합

니다. 이렇듯 윤리와 법적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책은 기업과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자가 바라보는 인공지능 세계의 지

도를 독자와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필수적인 이론을 추상적으로 

다루고 넘어가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우회하

지 않고 정면으로 다룹니다.

이 책을 읽는 것으로 ‘인공지능 내부 구조’는 물론, ‘인공지능 연구자가 생

각하는 인공지능의 미래와 가치관’ 그리고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법과 

적절한 투자 타이밍’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즈니스에 활용하

는 경우에는 이른바 ‘데이터 과학자’나 ‘인공지능 엔지니어’와 같은 눈높이

에서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책이 부디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쿠마 도모키(도쿄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주식회사 TDAI Lab 대표)

가토 고이치(와세다 정보기술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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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공지능을 두려워할까요
인공지능은 한 가지 분야라도 사람만큼 잘 해내면 만능이라는 착각이 

들게 합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은 제조, 유통, 서비스, 금융, 정보 통신, 의료, 사회 인프라 등 

대부분의 비즈니스 영역에 진출한 것은 물론이고, 주변의 일상 곳곳에서

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다

음과 같습니다.

•	검색 엔진

•	스마트폰 음성 인식

•	인터넷 쇼핑 상품 추천

•	스마트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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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주행 자동차

•	자산 운용 서비스

•	로봇 청소기

또한 그림 1은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평균 

38.4%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은 2025년에 1천

840억 달러(약 204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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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상황 인지 컴퓨팅

주: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인공지능의 구현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 시장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2019년 기준으로 하드웨어 시장 43.8%, 소프트웨어 시장 27.9%, 서비스 시장 28.3%임.

자료 출처: Global Antificial Intelligence(AI) Market, BCO(2000)

그림 1

맥킨지McKinsey Global Institute에 의하면 쇼핑, 여행, 교통, 물류, 자율 주행 등의 

순서로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대량의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하는

데, 고객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서비스에 접속하면 사용자의 행동 로

그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 도입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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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의 보급이 인공지능의 활용

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IoT를 이용해 공장의 제조 기기부터 우리 주변

의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물을 5G 회선 등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의 코인 세탁기, 거리의 자동판매기, 기차역의 화장실, 현장 근무자

의 안전모, 공장의 생산 설비, 가정의 다양한 가전제품 등 수많은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데이터

를 학습해서 발전을 거듭하며 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와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가려진 인공지능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또

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사례도 간혹 등장하면서 어떨 때는 신비

감마저 불러일으킵니다. 이 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겠습

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아무리 고성능이라고 해도 신비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과 기존 컴퓨터의 차이는 ‘사람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 전 세계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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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NI
(약인공지능 혹은 특화형 인공지능)

例 예: 스마트 스피커, 자율 주행, 웹 검색, 농업·공장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AGI
(강인공지능 혹은 범용 인공지능)

人인간이 가능한 모든 분야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림 2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공지능’은 좌측의 ANI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약인공지능 혹은 특화형 인공지능)에 해당합니다. ANI는 특정

한 한 가지 작업(태스크)에 특화된 인공지능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정의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강인공지능 혹은 범용 인공

지능)라고 하는 것입니다. AGI는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으로, ‘인간이 가능

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거나 인간 이상으로 고도화된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을 가리킵니다. 이른바 SF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

능입니다.

우선, 대전제로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은 전부 

ANI에 해당합니다. 비록 ANI라고는 해도 그 발전 속도는 놀라울 정도입

니다. 때에 따라 AGI로 착각할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인간을 넘

어서는 또 하나의 ‘지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실제로는 정해진 작업

만 수행하지만 인간을 대신하는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

으며, 이런 이유로 인공지능에 대해 신비스러운 느낌마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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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에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AGI, 즉 진짜 범용 인공지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진행할수록 AGI는 추상적인 개념이라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의 공통된 견해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에 대한 논쟁이 현재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덧붙여서, 2045년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자인 레

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이 내세운 가설인데, ‘2045년에는 인공지능이 자기 

진화(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개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성능이 인간을 뛰

어넘을 것이다. 인류의 진화는 인공지능에 달렸으며, 인간이 그 이상의 진

화를 예측할 수 없어진다.’고 주장합니다.

2018년 11월에 출간된 《AI 마인드: 세계적인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알려 

주는 진실Architects of Intelligence: The Truth About AI from the People Building It》(마틴 포

드 지음, 김대영 외 4명 옮김, 터닝포인트, 2019)에서는 인공지능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23명을 인터뷰했습니다. AGI의 실현 시기에 대해서 16명이 

대답했으며, 그 답의 평균은 2099년이었습니다.

많은 연구자가 AGI의 실현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에 AGI의 실현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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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	인공지능이 적용된 서비스나 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	인공지능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업무 효율성(performance)을 향상시킨다.

•	대량의 데이터가 수집 가능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	인공지능은 크게 ANI와 AGI로 구별할 수 있으며, 그중 ANI는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	ANI는 하나의 작업에 특화된 인공지능이다.

•	AGI는 사람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지만 추상적인 개념

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CHAPTER 1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이유8



3
CHAPTER

인공지능은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요



3-1  인공지능이 왜 지금 주목받는 것일까요

3-2   인공지능 연구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3-3  예전의 인공지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3-4  예전과 오늘날에 인공지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3-5  머신러닝이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이 왜 지금 주목받는 
것일까요
현재의 인공지능 붐은 사실상 세 번째로서 50년 이상 연구해 온 

성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3-1

미래의 인공지능을 예측하기에 앞서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붐과 기술 진화

의 역사를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제1차 인공지능 붐! 그리고 겨울이 오다
인공지능의 탄생은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다트머스대학

교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컴퓨

터 성능은 지금에 비하면 보잘 것 없었으며, 인공지능 이론도 간단한 게임

을 풀어 내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용성과는 거리가 있어서 열

기는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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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공지능 붐! 그리고 또 다시 반복되는 겨울
컴퓨터 성능이 발전한 1980년대에는 인간이 행하는 간단한 규칙을 컴퓨

터에게 가르치는 ‘규칙 기반(전문가) 시스템rule based system’이 탄생했습니다. 

‘만약 ~라면, 그것은 ~이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지식을 프로그래밍하면 

누구든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의 지식을 규칙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규칙끼리 모순

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업무 적용에 한계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

니다. ‘만능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것은 아닐까?’라던 기대는 시들어 갔으

며, 규칙 기반 시스템의 적용은 계속 진행되었지만 인공지능 붐은 사라졌

습니다.

제3차 인공지능 붐! 그리고 겨울이 끝나다
그리고 2013년,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현재의 제3차 인공지능 붐이 찾아왔

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

여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머신러닝’이 실용

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기술이 바로 ‘딥러닝’입

니다.

이 세 차례의 붐을 돌이켜보면 인공지능의 역사는 짧지만, 개념적인 면에

서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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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연구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에 대한 논문의 수는 2016년과 비교해서 두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3-2

그렇다면 제3차 인공지능 붐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논문의 수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 15는 과학이나 통계 등, 다양한 논문이 공개되어 

있는 웹사이트 arXiv(아카이브)에서 다운로드된 인공지능 분야의 논문 수

를 나타낸 것입니다. 약 2008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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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Xiv에서 다운로드된 논문 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섹션에서 검색 가능한 전체 논문 대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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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다양한 기법의 상승과 하락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지금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서로 우위를 

다투며 발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는 인공지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딥러닝이 새로운 기법으로 여겨지지만, 이미 1990년에도 뉴럴 네

트워크artificial neural network(인공 신경망)(여기서는 딥러닝과 거의 같은 의미로 취급)

와 함께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의 그림 16을 통해 연도별로 어떤 기술의 연구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

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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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머신러닝을 능가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각 기법에 대한 논문의 비율

■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    ■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 마르코프 모델(Markov Model)

■ 진화적 알고리즘(Evolutionary Algorithm)    ■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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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뉴럴 네트워크
(Neural Network)

뇌 기능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성과 유사한 수학적 

모델

베이지안 네트워크
(Bayesian Network)

다양한 현상을 확률을 이용해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인과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마르코프 모델
(Markov Model)

여러 개의 상태가 시계열에 걸쳐 전이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한 모델

진화적 알고리즘
(Evolutionary Algorithm)

‘진화’라고 하는 생물학적 현상에 힌트를 얻어 고안된 

문제 해결 기법으로, 최적화 계산 등에 이용 가능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SVM)

이항 분류(2개의 그룹으로 분류)에 적합한 고전적 

머신러닝 기법

약 2000년까지는 모든 기술 간의 도토리 키재기였습니다. 이후 2007년까

지 뉴럴 네트워크와 마르코프 모델Markov Model이 인기를 끌었으며, 2013년

에는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s 관련 논문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

고, 2015년 이후에는 뉴럴 네트워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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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3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다양한 기술이 유행을 반복하며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How)보다는 

어떻게 행동하는가(What)에 주목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후의 

인공지능은 지금의 인공지능과 전혀 다른 구조를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

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들어가며’에서 소개한 개그맨의 상황극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붐, 특히 딥러닝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한 발 앞으로 전진시켰습니다. 하지만 더 머나먼 미

래에서 본다면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3  마르코프 모델은 확률론을 이용한 것,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인과 관계를 확률로 기술하는 것, 뉴럴 네트워크는 뇌기

능의 특성을 모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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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최근의 딥러닝은 분야에 따라서는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

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인공지능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입력된 데이터는 전부 숫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살펴본 딥러닝도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수식으로 기술되어서 의미를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벌 그라운딩 문제symbol grounding 

problem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날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난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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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벌 그라운딩
심벌 그라운딩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근대 언어학의 아버지로 불리

는 스위스의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인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는 ‘시니피앙signifiant’과 ‘시니피에signifié’라는 개념을 제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인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고양이
시니피에 시니피앙

그림 23

시니피에(가리키는 대상[기호 내용 혹은 기의(記意)])

‘고양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른 내용을 시니피에라고 합니다.

시니피앙(가리키기 위한 표현[기호 표현 혹은 기표(記表)])

또 눈앞에 고양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고양

이’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언어 표현인 시니피앙은 대상을 가리키

는 말인 기호에 해당합니다. 즉, 언어는 항상 ‘시니피에-시니피앙’의 구조, 

바꾸어 말하면 ‘가리키는 대상(기호 내용)-가리키기 위한 표현(기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누구나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평생 어떤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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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도 완전히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 생각이나 직접 본 것(시니피에)을 누군가에게 전달

할 때는 말이나 문자(시니피앙)를 통해 전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

문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시니피에와 상대의 시니피에가 완전히 일치하는 

일은 일단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은 ‘고양이’라는 단어도 사람마다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다루는 데이터는 실제로 일어난 현상

을 시니피앙(기호)을 사용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공지능

은 시니피앙이라는 표면적인 이해만으로 학습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것이 가리키는 개념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라는 말을 가르쳐줘도 인간이 생각하는 고양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실

제로 고양이를 만난 적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한편 인간은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을 세트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태를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이 결합한 상태(그라운딩grounding)라고 합

니다. 인공지능은 그런 수준의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리켜 심벌 

그라운딩 문제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OpenAI’가 발표한 GPT-2에서

는 인터넷에 있는 40기가바이트의 문장으로부터 학습하여 문장을 자동으

로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인간이 읽어도 어

느 정도 의미가 통하는 문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의 정렬

을 보고 다음에 나올 단어를 고르는 방식으로 문장을 생성하며, 실제 의

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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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이와 비슷한 현상은 인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랑’을 해본 

적 없는 어린이는 ‘사랑’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대상(시니피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린이도 OpenAI의 작문 인공지능처럼 참조

할 만한 무언가가 있으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문장을 작성하는 것

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인공지능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번 절의 타이틀로 돌아가면 인공지

능은 ‘사랑’이라는 것을 심벌(상징)로서 취급할 수 있지만, 지시하는 내용

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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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6장에서는 그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	견고성Robustness

•	공정성Fairness

•	설명 책임Accountability

•	재현성Reproducibility

견고성이란
견고성이란, 인공지능이 외부의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를 말

합니다.

인공지능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스티커를 붙이거나 특수한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인공지능을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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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어느 대학에서는 그림 31과 같이 교통 표지판에 작은 스티커를 붙

이면 인공지능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 발표하였습

니다.

그림 31

자율 주행 자동차는 레이더나 카메라와 같은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해 주

변을 파악하는데, 그중에 교통 표지판은 카메라를 통한 이미지 인식으로 

식별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공지능은 학습한 적이 있는 이미지

는 잘 인식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즉 잘 모르는 이미지는 구조상 대응

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일본에서는 카메라 매장 간판의 로고를 교통 표

지판으로 잘못 인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도로 표지판에 뭔가가 붙어 있거나 약간의 변형이 있어도 

속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이미지 인식 능력은 매우 견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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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왜 쉽게 속을까요
인공지능은 왜 속는 것일까요? 그것은 5-3절에서 본 경험 손실과 기대 손실

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은 보통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입력하면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대로 올바른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노이즈만 추가돼도 원래 분포에서 크게 벗어난 이미지가 입력된 것

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듯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입력에 대해서는 출력 준비가 되어 있지 않

습니다. 이것은 모른다고 할 줄을 모른다는 인공지능의 약점입니다.

인공지능을 속이는 것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인공지능의 약점을 이용하면 의도적으로 

인공지능을 속이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림 32에서 오른쪽 사람은 목에 그림을 걸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인공지

능이 생성한 것으로, 사람을 검출하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인식할 수 없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최근에는 방범 목적으로 사람을 인식

하는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런 인공지능의 감시를 속이는 인공

지능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그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사람 검출 인공지능이 

사람을 인식할 수 없도록 속이는 것을 목적 함수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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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속였는지 여부를
피드백

사람이 찍힌 사진의 데이터세트

사람 이미지에
겹쳐서 합성

인공지능

사람 검출
인공지능

그림 33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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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다른 인공지능을 속이거나 공격하는 인공지능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

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은 앞으로 인공지능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필

수불가결합니다. 특히, 리스크가 높은 분야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의 견고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

떻게 해야 악의를 가진 공격으로부터 인공지능을 보호할지, 그리고 미지

의 데이터에 대해 예상치 못한 답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판단

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같이 방어를 테마로 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에 대한 연구의 진행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격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 27일에 발표된 방어에 관한 논문12도 2019년 2월 6

일에 발표된 공격 기법 관련 논문13에 의해 공략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

다. 이와 같이 양측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이런 공격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일까요? 애초에 

인간은 인공지능과는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 다른, 예를 들어 노이즈 처

리와 같은 구조를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이즈 처리 구조를 인공지능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

구도 진행되는 중입니다.

12  “Attacks meet interpretability: Attribute- steered detection of adversarial samples”(https://arxiv.org/
pdf/1810.11580.pdf)”

13  “Is AmI (Attacks Meet Interpretability) Robust to Adversarial Examples?”(https://arxiv.org/pdf/1902.023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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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자인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는 

‘인공지능이 감정을 갖게 될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딥러닝 시스템에 원시

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두려움이나 기쁨 같은 원초적인 감

정들에 불과한 반면, 인간의 감정은 사회적 교류와 관련된 풍부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 사이의 사회적 교류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보다 세련된 

감정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최종적으로 감정을 갖

게 되겠지만, 그것은 인간과는 다른 감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사회

에서 인간과는 다른 역할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가지지만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현재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정과는 다른 ‘감정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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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도 학습할 때 목적 함수로부터 자신이 행한 행동이 좋은지 나쁜

지 시그널(신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그 행동을 강화시키

고, 혼이 나면 그 행동을 억제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인공지능도 공포나 

기쁨을 느낀다고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로 공포나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될까요.

앞의 예에서 언급했듯이 개나 고양이도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과 똑같은 감정의 구조는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진정

한 의미에서 개나 고양이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주된 원인은 사

회적 교류의 방법(몸짓이나 손짓, 포옹 등의 신체적 대화나 인간과 같이 언어를 

이용한 대화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사회적 교류 속에서 

생겨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감정스러운 것’을 갖고는 있지만, 인간의 

감정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물과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3개의 축
감정이나 의식을 세 가지의 ‘복잡성complexity’ 유형으로 구성하는 모형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연구기관인 ‘IBECInstitute for Bioengineering of Catalonia’

의 세레스 아르시왈라Xerxes D. Arsiwalla 등이 발표한 <의식의 형태 공간The 

Morphospace of Consciousness>이라는 논문을 통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성(Autonomy)

누군가가 명시적으로 목표를 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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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성(Computational)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사회성(Social)

같은 종류의 생물과 소통하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림 42는 이 3개의 축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물을 배치한 것입니다.

인간

인간 이외의 영장류

조류

두족류

 박테리아

혼수상태 환자

선충

Cobots

Kilobots
TalkH

MADeep
AlphaGo

Siri

Watson

DAC-X

Subsumption

protocells

DON

황색망사점균

개미

벌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낮음

사
회
성

자율성

계산
성

생물
인공물

그림 42

인간은 3개의 축 모두 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새, 두족류(낙지 등), 개미, 

벌은 계산성은 낮지만 자율성과 사회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페로몬이나 

궤적을 통해 상대방에게 먹이 위치 같은 것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시리Siri나 왓슨Watson 같은 인공지능은 계산성은 높은 반면, 자율성

이나 사회성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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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를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인공지능은 인간에 의해서 미리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도록 훈련된 것일 뿐, 다른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

니다.

고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생물은 대체적으로 사회성 축에서 높은 영역

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회성을 손에 넣은 인공지능
사회성이 높은 생물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은 아직 원

시적인 감정을 갖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발전되어 나갈 가능

성이 있습니다.

7-2절 이후에 설명할 인공지능은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는 사회성을 가진 인공지능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하나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행동하거나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성을 지니고 있는 인공지능이며, 앞

서 나온 가설에 근거하면 ‘보다 고도의 감정’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인공

지능입니다.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	현재의 인공지능은 감정과 비슷한 것을 갖고 있지만, 사람의 감정과는 다른 

것이다.

•	앞으로의 인공지능은 사회성을 가지며, 보다 고도의 감정 표현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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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없이 이해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재미있는 삽화와 이야기로 배우는 인공지능!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에서 출발한 이 책은 ‘머신러닝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여 최근 연구의 

돌파구를 만든 딥러닝, 그리고 딥러닝 초기 연구의 계기가 되었던 볼츠만 머

신을 이용한 머신러닝을 ‘수식 없이’, ‘이야기와 함께’ 설명합니다. 학생의 역할

을 하는 동화 속의 왕비와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거울이 삽화와 함께 대화를 

이어가면서 볼츠만 머신러닝을 재미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볼츠만 머신러닝에서 딥러닝까지

백설공주 거울과 인공지능 이야기
ISBN 979-11-88621-44-6 / 208쪽 / 19,800원

지은이

후쿠마 도모키 福馬 智生
TDAI Lab 대표이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가치를 비즈니스에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2016년 도쿄 대학교 학생 벤처 기업인 TDAI Lab을 설립해서 대

표이사로 취임하여 최첨단 인공지능 연구와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빅데이터

에서 진실을 구별해 내는 신뢰성 스코어링 AI에 대한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가토 고이치 加藤 浩一
와세다 정보기술연구소 대표이사    
TDAI Lab 고문

현재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활용법 안내와 도입을 지원

하고 있으며,  90년대에는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제품 및 마케팅 

책임자로 지냈다. 2003년에는 와세다 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대표이사

로 취임하였으며, 업종별로 인공지능의 맞춤형 도입 지원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다.

옮긴이

정용민 woodguitar7@gmail.com

금융 기관에서 10년 넘게 IT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술사 자격증을 보

유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DB, 인공지능 등의 내부 구조나 원리에 관심이 

많은 전형적인 이공계 출신이다. 퇴근 후 IT 기술 서적, 소설, 인문학 등 

다양한 책을 읽으며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며, 책에서 얻은 내용을 체계

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출판 수익 및 역자 번역료의 일부는

아름다운재단의 사회영역기금에 기부됩니다.

난이도

분   야 IT 교양 / 인공지능 

www.jpub.kr
표지 |  미디어픽스  

ericyu@hanmail.net

책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은 독자 Q&A로 문의 바랍니다.

독자 A / S 안내

독자 Q&A
woodguitar7@gmail.com 혹은 help@jpub.kr

가볍게 떠먹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ISBN 979-11-91600-16-2 / 208쪽 / 19,800원

쉽게 배워 바로 써먹는 데이터 분석 입문서!

이 책은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방법론, 실전 기술, 그

리고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다룹니다. 즉, 데이터 분석 업무의 시작에서 보고

서 작성법까지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전 과정을 배울 수 있으며, 케이스 스터

디를 통해 관련 경험과 배경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실무에서 사용 가능한 지

식과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Jpub's A
.I. Series 38

인공지능에 대한 명쾌한 이해와 실생활 활용을 위한 알기 쉬운 문답집!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

다’와 같이 인공지능의 진화나 보급에 따른 불안을 야기하는 정보가 넘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

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얻는 혜택과 피해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시

점입니다. 

이 책은 독자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IT 지식이나 전문 용어는 물론, 수

학이나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이해하기 쉽게 문답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덕분에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책을 읽는 것으로 인공지능의 구조와 이점 및 취약점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인공지능의 연구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인공지능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이 향후 어떻게 변

해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필수 교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에서 인공지

능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한 필독서입니다.

18,000

후쿠마 도모키, 가토 고이치 지음 / 정용민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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