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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래 성장을 이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장 파괴적이
고 혁신적인 기술산업이 바로 인공지능(AI)이다. AI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각국이 치열한 개발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
이기도 하다. 미국은 인공지능(AI)과 관련하여 백악관 중심의 브레인 이니셔티브
(BRAIN Initiative) 정책을 추진하고, 일본은 총리 산하에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신
설을 통한 AI정책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도 국가적 AI 종합정
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인터넷 플러스 AI 3년 행동실시방
안을 수립했다. 하지만 한국은 각 부처별 AI정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총
체적인 마스터플랜 추진전략이 시급히 요구된다. AI산업의 향후 파급영향을 고려
하여 한 세대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
합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의 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처럼 범부처적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것
이다. 둘째, AI의 핵심기술 집중개발을 위한 역할분담의 전문연구센터를 설립하
고, AI기술을 다양한 분야로 나눠 기술특성별로 심층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AI산업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장기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컨트롤타워
를 대통령 산하에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인공지능을 육성하기 위해서
는 가장 핵심기술인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지능형 반도체를 개발해야 할
R&D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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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혁명의 꽃, 인공지능(AI)
저성장 뉴노멀 시대에 직면한 우리 경제 현실
1)

라고 할 수 있다.

의 돌파구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조기에 맞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양하지만, 기계학습2)

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확대와

(machine learning) 기술이 대표적이며, 인간이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시점이다.

처리할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자동

미래 성장을 이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
이 높은 가운데, 그 핵심요소 기술산업이 바로 인

학습시킴으로써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예측하거
나 판단하는 기술이다.

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라고 할 수 있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현재 여러 종류가 사용되

다. 4차 산업혁명을 가져오는 파괴적 혁신산업 분

고 있으며, 대체로 딥러닝(심층학습, deep learn-

야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ing), 의사결정 트리(decision tree learning), 서포

(BD), 로보틱스(RT)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술은

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베이지안

지금까지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산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등의 알고리즘을 들

업과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 자연재해, 삶의

수 있다. 이 중에서 딥러닝은 인공신경망(artificial

질 향상까지 해결 가능한 혁신을 야기하고 있다.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입력(input

특히 이 가운데 인공지능(AI)은 컴퓨터기술, 생

layer)과 출력(output layer) 사이에 복수의 은닉

체신경망(Biological Neural Network)기술, 반도

계층(hidden layer)을 추가하는 심층 신경망(deep

체기술, 소프트웨어기술 등을 이용하여 인간의
두뇌능력을 구현하는 초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이
1) 3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혁신기술이 컴퓨터 기술이라면, 4차 산업혁명
에서는 자율적으로 최적화 기술을 구사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대표
로 뽑을 수 있다.

2) 기계학습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비슷한 내용들끼리
분류하여 판독(예: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방
법임. 즉 인공지능 컴퓨터가 방대하게 축적한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특
정 패턴을 찾아내 분류하는 기술방식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
라고 한다.

<그림 1> 인공지능(AI)의 포괄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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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IET(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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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al network) 이론이 등장하면서, 현재 각광받

지, 무엇(의사결정, 판단)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최근

된다. 예를 들어 딥러닝의 화상인식 기술을 응용

주목받고 있는 심층학습도 기본적으로는 기계학

한 것이 자율운전이며, 도로의 차선, 표지, 보행

습의 일종이다.

자, 신호기 등의 물체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운
3)

심층학습은 인간 두뇌의 신경망 을 통해 학습

전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처리되는 과정을 모방한 기계학습의 한 분야이

AI의 파급영향은 특정 산업에 그치지 않고, 국

며, 인공지능(기계)이 인간의 두뇌처럼 행동(생

민생활이나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끼치게 되므

각, 인지, 판단, 추측 등)하는 기법을 초고성능 컴

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은 물론, 미래 국력을 좌우

퓨터에 가르치는 방법이다. 딥러닝 기술이 성숙

하는 중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AI의 기술혁

되면 사람이 조정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신과 급성장은 사회 변혁 및 산업구조 전환을 통

무슨 말(음성인식)인지, 무슨 사진(화상인식)인

해 새로운 산업사회를 형성하여, AI가 4차 산업혁
명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각

3) 인간의 두뇌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사이를 묶는 시냅스(synapse)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에 따라 시냅스의 결합 강도가 변화한다. 이
러한 신경망에 미리 분류된 데이터를 입력하여 딥러닝시키면 스스로 특
징을 학습한다.

국이 치열한 개발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
이기도 하다.

2. 주요국의 인공지능 개발정책 트렌드
(1) 미국

능 연구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T Policy)

미국은 인공지능(AI) 개발 선점을 위해 대규모

은 향후 10년 동안 산학연 협력을 통해 30억 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대표적으로 ‘브레인

러 규모로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 정책을 들 수 있다.

며, 기반기술, 응용기술, 산업화 기술을 동시에

미국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백악관 중심의 범

진행하고 있다. 브레인 이니셔티브의 예산 특징

정부 차원에서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

은 기초연구에 80%를 집중하고, 20%는 디바이스

tive : 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Innova-

(Brain-Computer Interface) 연구, 두뇌 스캔 이

4)

tive Neurotechnologies Initiative)’ 정책 을 수립

미지 촬영 및 분석을 위한 초미니 형광성 현미경

(2013.4)하고, 인간 두뇌 중심의 체계적인 인공지

및 시스템 개발(Inscopix사), 슈퍼컴퓨팅을 활용
한 두뇌 시뮬레이션(Google) 등의 연구를 진행

4) www.whitehouse.gov/brain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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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브레인 개발정책은 기초연구에 집중하

간의 삶, 교육, 노동, 의사소통, 안전 등을 획기

면서도 기업 참여를 통해 R&D와 산업화를 동시

적으로 변화시켜,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엄청나

에 이루어, 연구개발 후 상용화까지의 기간을 최

게 가져다줄 혁신기술이므로, AI의 R&D를 국가

소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적 우선순위를 높게 채택하여 전략적으로 투자

다음은 ‘인공지능 100년 연구(AI 100)’ 프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AI의 미래 준비에

젝트를 들 수 있다. 이는 스탠포드대학 중심으

서는 미국 정부가 담당해야 할 일들을 중심으로

로 ‘인공지능 100년 연구(AI100: One Hundred

다양한 정책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민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프로젝트5)

간과 협력, 공공데이터 개방, AI 연구개발 및 전

가 2014년 출발하여, AI 장기연구를 통해 인공지

문 인력양성,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AI교육, AI

능 발전이 인류사회에 미칠 영향 연구를 수행하

의 고용 영향, AI 관련 국제협력 등을 폭넓게 제

고 있다.

시하고 있다.

‘AI 100’ 연구에서는 AI 관련 산업계, 학계, 법·정

그리고 미국은 AI의 하드웨어 분야 차세대 두

치·경제 분야 전문가 17인을 구성하고, 이들은 향

뇌형 반도체인 뉴로모픽(Neuromorphic) 칩 개발

후 100년 이상 지속될 연구프로젝트의 출범을 알

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초에 DARPA(Defense

리는 ‘인공지능과 2030년의 삶(Artificial Intellig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지원으로 야

6)

and Life in 2030)’ 보고서 를 발표(2016.9)했다. 보

심차게 시작된 민관합동의 SyNAPSE(Systems of

고서에는 AI의 영향력과 연구동향, AI가 2030년까

Neuromorphic Adaptive Plastic Scalable Electron-

지 미국 주요 도시에 미칠 8대 분야별(교통, 로봇,

ics) 프로젝트8)는 차세대 두뇌형 반도체(인공지능

의료, 교육, 빈곤지역, 공공안전, 고용, 엔터테인먼

칩)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

트) 사회적 영향 및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능 칩은 자율주행자동차, 공공치안, 군수산업 등

또한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는 ‘국가 AI R&D

에 핵심부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략계획(The National AI R&D Strategic Plan)’

뉴로모픽(Neuromorphic) 칩은 방대한 데이터

및 ‘AI의 미래 준비(Preparing for the Future of

처리(빅데이터 분석)에 소요되는 전력소모를 두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7)를 동시에 발표

뇌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두뇌의 뉴런 신경계(bio-

(2016.10)했다.

logical neural systems, such as the brain)를 반도체

국가 AI R&D 전략계획에서는 인공지능이 인

회로기술로 구현하는 컴퓨터 기술이다. 즉 두뇌처
럼 적은 전력소모로 영상 및 음성 등을 인지하도록

5) https://ai100.stanford.edu
6) AI100 Standing Committee and Study Pane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FE IN 2030”, 2016.9.1.
7) White House,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2016.10),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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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인지컴퓨팅 기술이다.
8) http://celest.bu.edu/outreach-and-impacts/the-synapse-project
www.darpa.mil/program/systems-of-neuromorphic-adaptive-plasticscalable-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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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HP, HRL Laboratories가 DARPA 프로젝

이러한 가운데, 일본이 미국·유럽 선진국에 비

트 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IBM

해 늦었다고 자평하면서, AI연구를 강력하게 추진

은 2014년 100만개의 뉴런 및 2억 5,600만개의 시

할 것을 강조하고, 경제산업성, 총무성, 문부과학

냅스가 작동하는 뉴로모픽 컴퓨팅 칩(Neuromor-

성의 3성이 협력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아베 수상

9)

phic Computing Chip) 개발 에 성공하였다.

은 “미래투자를 위한 관민대화”(2016.4)에서 ‘인공
지능의 연구개발 목표와 산업화의 로드맵을 책정

(2) 일본

하고,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 창설하겠다’고 발
표11)했다.

일본은 일본 경제의 미래가 인공지능(AI) 선점

이로 인해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신설을 통

에 있다고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정

한 인공지능정책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게 되었다.

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의 3성 중심

특히 정치권에서도 자민당은 4차 산업혁명 대

으로 사령탑(control tower) 기능의 인공지능기술

응책으로 인공지능 개발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하

전략회의를 설치(2016.4)했다. 이러한 전략회의

고 있다. 자민당 인공지능 미래사회경제전략본부

를 통해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 등 협력을 도모하

에서는 AI 구현을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도전의

면서,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목표와 산업화의 로

필요성을 부각하고, 정책적 대응을 강조하는 긴급

드맵을 책정했다.

메시지10)를 발표(2016.4)했다. 인공지능의 글로벌

일본 대기업들도 AI연구에 신속한 대응을 강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즉각 국가적

구하고 있는데, NEC는 오사카 대학과 함께 “NEC

인 AI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AI 선진국에 뒤처지

Brain-Inspired Computing 협동연구소”(2016.4),

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는 “산업기술종합연구소 -

아베정부에서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AI를

NEC인공지능제휴연구실”(2016.6)을 각각 설립했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

다. 후지쓰연구소는 100명 정도의 인공지능연구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사회변혁

센터를 발족(2016.4)했고, 소니는 AI벤처의 미국

및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

戦略)개정 2015’(2015. 6)에서 AI를 중요한 전략

항목으로 부각시켰고, 경제산업성의 ‘로봇 신전
략’(2015.1)에서도 로봇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AI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ogitai사에 출자(2016.5)하여 AI를 개발하며, 히
타치나 파나소닉, NTT 등 대기업들도 AI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을 인공지능 R&D 지원의 원년
으로 규정하고, 3성이 공동으로 R&D를 지원하며,
향후 10년간 1,000억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화

9) www.darpa.mil/news-events/2014.8.7.
10) 自由民主党, “人工知能未来社会経済戦略本部 緊急メッセー
ジ”(平成28年4月26日).

11) 内閣府, 未来投資に向けた官民対話 第5回(平成28年4月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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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 정부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체계
○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AI 연구개발 및 이노베이션 시책의 정부사령탑
(의장, 고문, 산업계, 학술계 5법인 책임자, 3성의 국장)
(3성의 공동사무국)

연구협력회의(센터장 회의)
○ 연구종합조정
(구체적 연구협력 테마설정)
정보통신연구기구
(총무성)

뇌과학과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

이화학연구소
혁신지능통합연구센터
(문부과학성)

제한적 정보에서
고정밀 학습 연구

협력

산업협력회의
R&D와 산업의 협력 종합조정
(산업화 로드맵 작성, 인력육성정책 작성)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인공지능 연구센터
(경제산업성)

○

태스크 포스(TF)
예 : 로드맵 책정 등 과제마다
TF를 설치하여 구체적 추진

실물에 내부화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

자료 : 総務省,

“総務省における人工知能に関する取組と人工知能技術戦略会議の設置につ
いて”(平成28年4月26日), KIET 추가.

학연구소 등 5개 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연구를

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목표달

추진하며, 이화학연구소는 연구인재 100명을 선

성에 매진하겠다는 적극적 정책의지로 평가된다.

발하여 인공지능 핵심거점 연구기관인 AIP센터

중국이 다소 무리한 목표를 설정한 것은 최

를 개설하고, 산업기술총합연구소는 인공지능연

근 AI 관련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구센터, 정보통신연구기구는 뇌과학과 인공지능

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슈

을 결합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퍼컴퓨터 개발 경쟁에서 중국의 약진이 뚜렷한
데, 2016년 6월 발표된 슈퍼컴퓨터의 연산성능

(3) 중국

랭킹 “TOP 500”에서 중국의 국가 병렬계산기공
학기술연구센터가 개발한 슈퍼컴퓨터(神威太湖

중국은 노동·자본 투입의 양적 확대에 의존한

之光)가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이로써 중국이

종래의 경제발전 패턴에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7번째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핵심부품인 반

타개하기 위해 AI를 차세대 성장의 하나로 자리

도체 칩을 그동안 외국산으로 채용하여 과거 6

매김하여 기술개발 강화 및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번이나 우승한 컴퓨터 “천하2호(天河二号)”와는

추진하고 있다.

달리, 이번에는 중국산의 반도체 칩을 사용한 ‘중

중국은 국가적 AI 종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

국산 슈퍼컴퓨터’라서 더욱 빛났다. 대규모 슈퍼

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인터넷 플러스 AI 3년 행

컴퓨터 투자를 진행해온 중국이 기술력을 과시

동실시방안(‘互联网＋’ 人工智能三年行动实施

方案)”을 발표(2016.5)했다.

한 성과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AI 기술인력 부족이 심각한

AI의 종합정책에는 AI 연구개발에서 ‘3년 내에

데, 중국은 AI분야의 인재 저변이 매우 넓다는 장

세계적 수준 달성’, AI 응용에서 ‘1,000억 위안의

점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제대학생 프로그래밍 콘

시장창출’이라는 대단한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

테스트(ICPC)에서 중국 대학생들이 미국을 능가

38

KIET 산업경제

산 업 경 제 분 석

하는 상위에 랭크하였고, 세계 대학평가 랭킹에

년 북경에 IDL(Institute of Deep Learning)이라

서도 컴퓨터 사이언스 부문의 톱 20에 중국의 대

는 연구소를 설립했고, 2014년에는 실리콘밸리

학이 3개나 포함되는 등 AI 관련 기술인력의 적성

에 SVAIL(Silicon Valley AI Lab)이라는 AI연구소

을 가진 인재 풀이 있다는 것이다.

를 개설하여 약 300억 위안을 투자해 200명 규모

중국 산업계의 경우 BAT(Baidu, Alibaba, Ten-

의 연구 체제를 구축했다. 알리바바는 과학기술

cent) 3사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AI 연구

부와 양자컴퓨터 전문 실험실을 공동 설립하여

조직의 설립이나 외부 기업과의 협력, 벤처기업

AI를 개발 중이며, 텐센트는 ‘스마트컴퓨팅 검색

에 대한 출자·M&A 등을 실시하여 AI를 활용한

실험실(TICS LAB)’을 구축하여 AI 연구에 주력하

신규 산업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바이두는 2013

고 있다.

3. 국내 인공지능 개발정책 동향
(1)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구축

AI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일부로서 추진단에 소속되어 있다. 범부처 차원

지난 2016년 9월 미래부에 범정부 차원의 ‘지능

의 컨트롤타워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규모가

정보사회추진단’이 조직되어 인공지능(AI) 개발

매우 작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여 향후 좀 더 큰

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조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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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인공지능(AI) 개발 로드맵

<기술개발>

<AI 선도
서비스>

언어·시각·음성이해
복합지능 AI
2019

2018
자동통번역
(평창올림픽)

AI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2022

2021
국방, 치안, 노인
복지 AI선도서비스

AI 복합지능 플랫폼,
AI 원천기술
2026

2022
민간주도 상용화,
사회 각 분야로
확산

자료 :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2016.8).

(2) 지능정보사회 선도하는 인공지능(AI)
개발 계획

차세대 학습·추론기술, 인간처럼 영상·음성을 이
해하는 비디오 튜링테스트 등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AI 공통 플랫폼에 반영할 계

정부는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2016.8)에서

획이다. 셋째, AI 선도서비스를 추진한다. 테러·범

12)

인공지능을 비롯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

죄 신속대응 시스템, 국방경계 시스템, 노인 돌보미

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4

로봇 등 공공분야 인공지능 선도서비스 추진을 통

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AI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해 민간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가 AI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AI 시장 선

AI 개발추진 로드맵은 AI 요소기술 개발(2017)

점을 위해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 복합지능 AI 개발·공개(2019) → 민간·공공 AI

같이 한국은 외국처럼 AI개발전략을 개별 정책으

제품·서비스 확산(2022) → AI 산업의 글로벌 경

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관련 통합

쟁력 확보(2026)를 목표로 책정하고 있다.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핵심기술 자립기반을 확보

AI의 주요 개발내용은 첫째, AI 공통 플랫폼 개발

하고, 국내 인공지능 기술·산업 성장을 위한 기

이다. 복잡한 전문지식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인

반 조성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공지

간의 전문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능과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

요소기술을 민관협력으로 개발 완료(2019년)한다.

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플랫폼 개발을 통해 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인

전망하고 있다.

공지능 응용서비스 개발 촉진 및 인공지능 전문기
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둘째, 차세대 AI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현재의 기계학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12)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등 5
개 성장동력 확보 분야와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바이오 신
약 등 4개 삶의 질 제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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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의 언어지능 분야인 엑소브레인
(Exobrain) 개발추진 현황
지난 2016년 11월 ETRI 주관의 국내 기술로 만
든 인공지능 ‘엑소브레인’(Exobrain)이 인간 퀴즈

산 업 경 제 분 석

<표 1> 엑소브레인(Exobrain) 개발추진 현황
- (연구개요) 언어처리를 위한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기계가 언어를 이해하고 지식을 습
득하여, 인간에게 전문지식을 서비스하는 언어지능 SW 개발추진
- (연구기간) 총연구기간 : 2013.5~2022.2(10년간), 1단계 기간 : 2013.5~2017.2
- (개발비용) 1단계 : 301억원(정부출연금 기준), 참고 : IBM 왓슨의 개발비용 10억 달러
- (연구기관) 주관 : ETRI, 참여 : 총 20개 기관(기업 9개, 대학 10개, 출연연 1개)
- (주요 연구내용) 1단계 : 자연어 및 문장의 의미 분석을 위한 한국어 처리 SW개발, (2단
계, 2017~2019) 법률, 특허, 금융 등 전문지식 대상 엑소브레인 SW 응용기술 개발, (3단계,
2020~2022) 글로벌 전문지식 대상 엑소브레인 SW 상용기술 개발
- (EBS 장학퀴즈 우승) 2016년 11월 EBS 장학퀴즈 대결에서 엑소브레인이 우승했음. 이때 엑소브
레인은 분산처리를 위해 41대 컴퓨터를 연결하여 사용했으며, 분산처리 HW 구성은 CPU코어 총
376개, 주력메모리의 총용량은 3TB였음.
- (개발진행 인공지능) ETRI는 언어지능(Exobrain), 음성지능(Genie Talk), 시각지능(Deep View)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자료 : ETRI 발표자료 등을 통해 KIET 요약정리.

왕과의 대결에서 승리13)를 거둬, 인공지능에서 언

이해하고 지식을 학습하여, 자연어 질문의 내용

어지능 분야의 기술성과를 과시한 바 있다. 엑소

의미를 인식하고 인간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브레인은 ETRI가 연구주관을 담당하고 있으며,

언어지능 SW 개발이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자연

참여기관은 총 20개 기관(기업 9개, 대학 10개, 출

어 어휘 및 문장의 내용 이해기술, 문장 분석기술

연연 1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및 자연어 질문의 내용 이해, 정답을 추론하는 기

이번 퀴즈대결은 엑소브레인 연구 총 10년 기

술 등을 확보했다.

간의 1단계 기술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다. 엑소브레인 개발 2단계는 법률, 상담, 특허

(4) 민간의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 설립

등 전문지식 해결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에 주력
한다. 연구성과를 통해 상업화가 되면, 인공지능

한국 대기업들의 출자에 의해 인공지능을 담당

법무사, 인공지능 상담사, 인공지능 변리사 등으

하는 민간연구원인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 AI

로 활용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2022년까지 영어

Research Institute)14)”이 설립(2016.10)되어 연구

의 전문지식에 대해 질의·응답 가능한 한국어·영

활동을 시작했다. AIRI는 삼성전자, SK텔레콤, 네

어 전문지식 QA 솔루션 개발을 추진한다.

이버, LG전자, KT, 한화생명, 현대자동차 등 한국

엑소브레인의 주요 개발내용은 기계가 언어를

7개 대기업이 공동 출자했으며, 자본금은 210억원
으로 7개 기업이 각각 30억원씩 참여했다. AIRI에

13)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EBS장학퀴즈 녹화(2016.
11.18)에서 엑소브레인은 2등보다 160점 앞선 510 대 350으로 완승
했다. 엑소브레인은 이날 대결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였지만, 학습하
지 않은 분야의 객관식 및 주관식 문제에서는 틀린 답을 내기도 했다.

서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관련 중

14) http://ai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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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중견,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등과 협력하여 인

기술·산업·사회 변화 및 이에 대응한 중장기 정

공지능 관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책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공지능
을 지능정보기술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4차 산

(5)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 마련 중

업혁명 도래에 대응하는 전반적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서 지능정보기술은 기계가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ICT 인프

기 종합대책(안)’을 2016년 11월 현재 마련 중에

라를 통해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의 고

있다. 미래부가 중심이 되어 장기간 준비 중인 종

차원적인 인지·학습·추론 능력을 구현하는 기술

합대책의 기본 골격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을 의미한다.

4. 우리의 정책적 대응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관한 범정부

화시키기 때문에, 한 세대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

적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지 않으나, 4차 산업혁명

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

과 관련한 핵심요소 기술에 대해 부분적으로 정책

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첫째, 우리의 AI

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외국처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처럼 범정부적 마

인공지능 관련 액션플랜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

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해

는 것이 아니라, ‘K-ICT전략’ 등의 정책들을 통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적 협력태세를 갖

AI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고 관민협동의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야 하

현재 국내에는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분석 전

며, 구성원은 국내외 저명한 유경험자 중심으로

문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개발자, 지능반도체

체제를 갖추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주요 내용

개발자 등 인공지능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

은 AI산업의 본격화에 따른 핵심요소기술의 구체

여 정책 수립에 애로를 겪고 있다. 새로운 분야의

적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장기적인 연구개발 체

인력 수요가 요구될 때마다 겪는 사항이지만, 대

계 구축, 인력 양성제도 확립, 관련 법·제도 개선

학교 커리큘럼 채택에 있어서도 유연성이 부족하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고, R&D인재 교육 체계에도 문제가 많이 내포되
어 있다.

둘째, AI의 핵심기술 집중개발을 위한 역할분
담의 전문연구센터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 AI기

AI산업이 본격화되면, 기술과 산업분야의 변화

술을 다양한 분야로 나눠 기술특성별로 심층연구

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사회를 완전히 변

를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의 하드웨어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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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AI의 소프트웨어 부문연구, AI와 뇌과학 연

응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

계 부문연구, 딥러닝 부문연구, AI의 응용 부문연

정하는 정책기구라고 할 수 있다.

구, AI의 법적·윤리적 대응 부문연구, AI의 교육

넷째, 인공지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

정책 부문연구, AI의 고용대책 부문연구 등 AI가

심기술인 지능형 소프트웨어 개발과 지능형 반도

직면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총체적으로 동시

체를 개발해야 할 R&D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해야

에 진행돼야 할 것이다.

한다. 국내에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신

셋째, AI산업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경망반도체 회로를 개발할 R&D인력이 절대적으

AI경제혁신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산하에 신설

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를 해소할 전문인력 양성

하여 장기정책을 총괄하는 강력한 사령탑(control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AI산

tower)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각 부

업이 본격화되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상

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공지능 관련 핵심요소

당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야

기술개발, 산업구조 변혁대응, 고용구조 변화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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