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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Computing I: Multisensory Perceptual 
Intelligence -실세계 지각행동 지능

서울대학교 장 병 탁*
한국연구재단 여 무 송*

1. 인지정보기술과 인지컴퓨팅1)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은 사람의 인지 능력

을 모사하는 정보처리기술이다. 사람의 인지 기능은 지

각, 행동, 언어, 시각, 기억, 학습, 추론, 의사결정 등을 

포함하며 따라서 인지컴퓨팅은 환경 인식과 행동, 시
각 및 언어 처리 능력, 연상 기억, 유연한 학습과 추론, 
안정적인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는 정보처리기술로 정

의될 수 있다.
인지정보기술은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과 정보기

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융합기술로서 인지정보시

스템(cognitive information systems)을 다룬다. 인지정보

시스템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자연계, 로봇과 컴퓨

터와 같은 인공물을 모두 포함한다. 사람의 인지정보처

리 원리를 기반으로 인지정보처리 기계를 창조하거나, 
반대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지정보처리체계

를 탐구할 수도 있다. 전자는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 

연구의 주 관심사이며 후자는 주로 인지과학이나 계산

신경과학 연구의 영역에 속한다. 인지컴퓨팅은 전자에 

속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후자의 기초 연구를 위한 새

로운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한다[1].
전통적인 정보시스템과 달리 인지정보시스템은 센서

로 환경을 지각하고 환경에 대해서 행동하며 환경과 상

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환경으로부

터 분리되어 부호화된 독립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컴퓨팅과는 달리, 인지컴퓨팅은 환

경과 일체를 이루는 살아있는 동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인지정보시스템에서의 컴퓨팅을 다룬다.
다시 한번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인지정보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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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열린 시스템(openendedness)
∙다양한 센서로 환경을 지각(perception)
∙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생성(action)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인지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

은 새로운 컴퓨팅 능력 즉 인지컴퓨팅 능력을 필요로 한다.

∙실시간 동적 정보처리 능력(dynamics)
∙다양한 센서데이터 통합 능력(integration)
∙순차적 행동패턴 생성 능력(generation) 

사람의 정보처리를 모사하는 관점에서 인지컴퓨팅은 

인지과학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다. 따라서 인지컴퓨팅

은 심리학과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신경과학, 철학, 언
어학, 교육학 등과도 관련되는 학제적인 융합연구 분

야이다(그림 1). 전통적인 인지과학에서는 사람의 마음

을 디지털 컴퓨터에 비유하여 기호조작에 의한 형식적

인 정보처리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에 대한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서 최근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인지 기능을 몸과 분리하여 형식적인 체계로 연구할 

것이 아니라 몸에 체화된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체화된 인지 입장을 대변하는 연구자들로는 

언어학자인 Lakhoff와 Johnson, 철학자인 Clark, 신경과

학자인 Damasio와 Fuster, 발달심리학자인 Tomasello, 
인지심리학자인 Barsalou 등이 있다. 체화된 인지 입장

에서는 몸과 마음, 뇌와 인지, 지각과 행동이 상호작용

하는 동적 시스템(dynamic system)으로 본다. 2010년 국

제인지과학회 학술대회(CogSci 2010)에서도 학술대회 

주제를 Cognition in Flux 즉 Dynamic Cognition로 정

하여 체화된 동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인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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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 관련 학문 분야

Cognitive Computing 특집호의 구성

본 특집호는 인지과학과 정보기술의 융합기술인 인

지컴퓨팅에 대한 국내외의 우수 연구개발 사례를 분석

하고 미래유망 연구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3부로 나뉘어 세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는 지각과 행동, 제2부는 시각과 언어, 제3부는 의사결

정과 추론을 주제로 다룬다. 각각의 글에서는 먼저 각 

주제에 대한 연구의 역사와 기술 동향을 개괄한 다음 

구체적인 국내외 연구사례들을 살펴본다. 이어서 미래

에 유망한 연구개발 주제를 제안하고 그 과학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기여도에 대해 토론한다.
제1부에서는 인지정보처리에서 지각과 행동 지능을 

다룬다. 체화된 인지 연구의 배경과 구체적인 사례들로

서 인지로봇(cognitive robots)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한 Wiener의 사이버

네틱스 개념과 지각과 행동의 동적 결합의 중요성을 강

조한 Fuster의 Perception-Action Cycle 이론에 기반한 

지각행동 지능엔진으로서 Wiener-Fuster Machine을 제

안한다.
제2부에서는 시각과 언어 능력을 모사하는 인지컴퓨

팅 기술을 다룬다. 컴퓨터 비젼과 자연언어처리 분야의 

연구 배경과 사람의 시각 및 언어 처리에 대한 뇌인지

과학의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연구개발 관점에서

는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기반의 시각언어기술

을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사례를 살펴본다. 이어서 Piaget 
의 인지발달 이론에 기반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

터 시각과 언어 능력을 스스로 발달시켜 나가는 Piaget 

Machine을 제안한다.
제3부에서는 빠르고 안정된 예측과 의사결정을 수행

하는 Brainlike Cognitive Computing 기술을 다룬다. 전
통적인 인공지능 모델과 새로운 뇌과학 기반의 컴퓨팅 

모델을 살펴본 후 차세대 인간수준의 인공지능(human- 
level artificial intelligence)을 실현하기 위한 뇌인지컴퓨

팅 모델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조사한다. 이를 기반

으로 Bayesian Brain 모델에 기반하여 Dynamic Predic-
tion을 수행하는 예측기계로서 Bayes-Markov Machine을 

제안한다.

2. 지각행동지능 연구배경

환경에 놓여서 지각과 행동을 수행하는 인지시스템에 

대한 인지과학과 인공지능 연구의 배경을 역사적인 관

점에서 살펴본다. 먼저 고전적인 인지이론인 계산주의/
인지주의 그리고 연결주의에 대한 연구 배경을 살펴보

고, 이들과 기호론적 인공지능 및 인공신경망 연구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어서 생태학적 발달이론과 체화된 

인지이론에 대해서 논한다. 이러한 최근 이론들이 인지

로보틱스 분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인지로봇 연구

의 최근 동향을 살펴본다.

2.1 고전적인 인지이론과 인공지능

인지과학은 마음(mind)에 관한 연구이며 전통적으로 

마음이 컴퓨터와 같이 동작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계산주의(computationalism) 또는 인지주의(cognitivism) 
는 최근까지도 인지과학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계산주

의적인 입장의 인지과학의 대변인은 Fodor, Pylyshyn, 
Chomsky를 들 수 있다. 이들 고전적인 인지이론은 20
세기 중반을 풍미하던 행동주의(behaviorism) 심리학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였으며 인지시스템의 지각과 행동

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계산주의 패러다

임은 컴퓨터과학의 기반이 된 논리 및 기호 기반의 형

식주의적인 정보처리 방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인
공지능 연구도 1950년대의 이러한 형식주의적 맥락 속

에서 출발하였다.

기호주의 인공지능

기호를 사용하여 정보를 표현하고 이를 알고리즘에 의

해 조작함으로써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념은 1930 
년대에 정립되었다[2]. 수행할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저

장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호출하여 자동으로 계산을 수

행하는 프로그램 저장방식의 컴퓨터의 개념은 1940년
대에 제안되었다(von Neumann).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

하여 사람의 지능을 흉내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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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을 통하여 기호논리에 기반한 표상을 조작함으

로써 인간의 사고 작용을 모사하는 기호주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2-5]. 또한 1970년대와 80년대

를 통하여 규칙기반의 전문가 시스템을 통하여 산업적

으로 응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상학 철학자 Dr-
eyfus는 “What Computers Can’t Do” (1972)와 “What 
Computers Still Can’t Do” (1992)에서 기능주의(functi-
onalism)에 기반한 기호론적 접근 방식의 인공지능에 대

한 한계를 언급하였다[6]. 철학자 Searle도 중국어 방

(Chinese room) 논쟁을 통해서 기호기반의 고전적인 인

공지능으로는 인간의 지능을 제대로 모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7].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호적 인공

지능은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하였다. 그 이유는 기호 조

작 방식은 디지털 컴퓨터 아키텍쳐 및 컴퓨터 프로그래

밍 방식의 개념과 잘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연결주의 인공지능

1980년대 중반에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PDP) 
모델이 나오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연결주의(connection-
ism)적인 정보처리모델이 마음을 연구하는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8]. 1990년대 이후의 인지과학 

연구는 연결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발달과 

지각 연구에 있어서는 계산주의 보다는 연결주의적 인

지모델들이 설득력이 더욱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결주

의적 정보처리 모델은 많은 수의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

어 망을 구성함으로써 신경망 형태의 기억 구조를 형

성하고 학습을 통해서 자기조직하는 특성이 있다. 1986 
년에 다층신경망 구조를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설계할 수 있는 오류역전파 알고리즘이 개발

됨으로써 신경망 모델은 다양한 문제에 급속도로 적용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호기반의 인공지능이 약한 잡

음섞인 데이터를 처리한다든지 학습을 통해서 시스템

의 성능이 계속 향상될 수 있는 특성은 특히 인지과학

자들에게 새로운 정보처리 패러다임으로서의 흥미를 끌

었다. 신경망 연구는 통계물리학(Hopfield), 계산학습이

론(Valiant), 통계학습이론(Vapnik)과 결합하여 기계학습 

연구로 발전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베이지안망과 같은 

확률그래프모델 및 비모수 베이지안 모델 등 통계학 

뿐만 아니라 다시 뇌의 신경망 구조를 모사한 Deep 
Neural Networks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9].

2.2 생태학적 발달이론

인지시스템에서 지각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

장의 이론 중 하나는 생태 심리학(ecological psychology) 

이다. James J. Gibson의 생태학적 발달 이론은 그 대표

적인 예로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제시되었다[10]. 
생태 심리학은 실험실 내에서의 인공 환경에서의 실험

에 반대하며 실세계에서의 행동 연구를 강조한다. Gibson 
은 동물과 사람은 환경과 시스템적 생태학적인 관계에 

있으며, 행동을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일어

난 환경 즉 니치, 특히 개체와 환경을 인식론적으로 연

결하는 정보를 연구하는 것을 중시한다. Gibson은 특

히 환경과 문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부적인 감각 보

다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얻는 정보가 지각의 기반이 된

다고 본다.
발달과정에서 지각은 동물이나 사람으로 하여금 환

경에 적응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아이들

은 일상 행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물, 사건, 틀을 기

술하는 정보를 찾는 것을 학습하며 따라서 사람은 필

요에 의해서 학습한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살아남고 움

직이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의 수렵채집인

(hunter-gatherer)이다. 생태학적 발달 이론에 의하면 발

달은 환경적인 적합성(affordance)과 이를 지각하는 동

기가 부여된 사람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추

진된다. Gibson은 4개의 주요 인간행동 발달 요소를 찾

아내었다. 이는 (1) 주체성, (2) 전향성, (3) 질서지향성, 
(4) 유연성이다. 행동은 (1) 자기통제에 의해서 의도적

으로 하는 것이며, (2) 예상하고 기획하며 미래지향적

으로 수행하며, (3) 세상에서 뜻이 통하는 질서, 규칙성,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4) 지각은 새로운 환경이

나 신체 조건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

각은 무엇보다도 계속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역설

한다.
Gibson의 이론은 1970년대 말까지 발전하였으며 그 

당시에 대두되고 있던 구성주의적(constructivist), 정보

처리 패러다임 및 인지주의적(cognitivist) 관점을 거부

하였다. 즉 머릿속의 신경과학적인 기반 위에서, 외부

로부터 입력되는 의미 없는 물리적인 감각으로부터 의

미 있는 심적 지각을 출력 생성하는 정보 처리와 표상

을 거부했다.

2.3 체화된 인지이론

기호적 인공지능 연구와 맥을 같이한 인지과학의 주 

연구흐름은 인지주의였다. 즉 마음은 외부 세계에 대한 

내부 표상을 가지고 이 표상을 조작함으로써 인지현상

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정보처리 모델 

또는 인지주의는 1960년대 이후 인지심리학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표상을 강조한 반면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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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행동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촘스키가 

언어 이론에서 능력(competence)과 수행(performance)
을 구별하면서 능력을 강조하고 언어학의 주요 연구대

상으로 삼은 반면에 수행 측면은 보조적인 부차적인 문

제로 치부하며 언어학의 핵심 연구 분야에서 배제하려

고 했던 것과 통하는 관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

한 형식론적 접근 방식에 대한 반론들이 제기되고 또

한 특히 뇌신경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증거나 나옴에 따

라서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또는 Grounded 
Cognition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11]. 뇌과

학 분야에서 신경언어학(neurolinguistics), 체화된 언어

(embodied language)에 대한 신경과학 연구로 나타나

고 있다[12,13].
언어학자인 Lakoff는 대부분의 인간 인지가 감각행

동 및 감정 등의 구체적이고 낮은 수준의 장치와 연결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14]. 예를 들어, 색깔이나 공간 

관계는 신경과학적으로 지각이나 모터의 과정을 조사

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심신 이원론

에 반대하는 것이며 인간의 이성이 구현 구체성을 참

조하지 않고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 주장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인지심리학자인 Prinz는 지각코드와 행동코드가 연합

되어 있다는 공통코딩이론(common coding theory)을 

발표하였다[15]. 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그에 관련된 모

터 패턴과 감각 패턴간의 양방향의 연합 흔적을 남기는 

것이며, 후에 감각 효과를 기대함으로써 행동을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인지가 행동에 기반해 

있다는 모터인지(motor cognition)의 핵심을 이룬다. 행
동을 수행할 때 활성화 되는 뉴런들이 다른 사람이 행

동을 하는 것을 관찰할 때도 활성화되는 거울 뉴런의 

발견은 공통코딩이론의 증거의 하나이다[16]. 유사한 맥

락에서 최근에 의사결정이나 개념학습시 다중센서 큐의 

결합에 관한 베이지안 모델들이 제안되고 있다[17,18].
신경과학 분야에서 Damasio는 의식에 있어서 감성

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몸과 마음의 일체성을 주장하

였고[19], Tomasello는 침팬지와 아이들의 언어 습득을 

연구하면서 환경에 처한 상호주의 집중과 사용기반 언

어습득 이론을 제시하였다[20]. 최근에는 이를 확장하

여 인지 발달에 있어서 사회적, 문화적인 요소를 강조

하고 있다. 심리학자 Barsalou는 상황적 개념화 과정이 

다중감각(그림 2)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지각적 

기호시스템(perceptual symbol system) 이론을 제시하였

다. 이는 고전적인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었던 Newell의 

물리적 기호시스템(physical symbol system) 가설[5]과 

대조적이다.

그림 2 다양한 감각기관으로 체화된 인지[21]

2.4 인지 로보틱스

체화된 인지의 개념은 공학분야에서 인지 로보틱스로 

발전하였다[22,23]. 초기의 인공지능 로봇 중의 하나는 

1960~1972년 사이에 SRI에서 개발된 이동로봇 Shakey 
이다[24]. 이 로봇은 지각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는 하였으나, 이미 카메라를 갖추고 있었으며, 계획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동하며 길 찾기를 수

행하고 물건을 조작하는 등 현대적인 자율이동로봇의 

중요한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1980년대에는 전통

적인 기호조작 기반의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반발로 행

동기반 로봇 연구가 시작되었다[25-27]. 1990년대에는 

유전자 알고리즘 및 진화연산과 접목하여 진화 로봇 연

구가 활발하였으며, 최근 발달 로봇, Epigenetic Robot
이 연구되고 있다. 몸과 행동을 강조한 이러한 로봇은 

기존의 기호조작 기반의 인공지능 연구와는 대조되는 

점에서 특이한 반면 대신 표상과 고차적인 인지정보처

리 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지로보틱스(cognitive robotics)는 로봇에게 복잡한 

세계에서 복잡한 목표에 반응하여 행동하기 위해 학습

하고 추론하는 처리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지능적인 행동

을 부여하는 기술을 연구한다(그림 3). 전통적인 인지 

모델링 접근 방법이 세상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기호코

딩 방식을 가정하였으나, 세상을 이와 같은 기호표상으

로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

서 지각과 행동 및 기호 표상의 개념은 인지로보틱스에

서 다루는 핵심 주제이다.
인지로보틱스는 전통적인 인공지능 기술과는 달리 

동물의 인지를 로봇정보처리 발달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다. 목표하는 로봇 인지 능력은 지각처리, 주의 할

당, 예상, 계획, 복잡한 모터 협력, 에이전트 및 자기 자

신의 심리 상태에 대한 추론 등을 포함한다. 로봇 인지

는 물리적인 세계(또는 시뮬레이션 된 인지 로봇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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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지 로봇(cognitive robot)

가상세계)에서의 지능적인 에이전트의 행동을 체화한다. 
궁극적으로 로봇은 실세계에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인지 로봇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지식과 신념과 같은 정보 태도

∙선호도와 목표와 같은 동기 태도

∙심적 태도를 수정하고 추론, 의사결정, 계획, 관
측, 통신하는 인지 능력

∙이동하고, 물체를 조작하고, 물체들과 안전하게 

상호작용하는 물리적인 능력

인지로봇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 기술에 의존한다. 모
사 학습(learning by imitation) 방식은 로봇이 센서와 사

람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갖추

고 사람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모니터링 한 후 같은 

동작을 흉내 냄으로써 작업 수행을 학습한다. 이를 위

해서 로봇은 환경의 3차원 이미지를 생성하고 거기서 

물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장면을 해석하고 어떤 

물건이 작업에 필요하며 어떤 것이 필요 없는지를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복잡한 학습 방법으로는 자율적인 지식 습득 

기술이 사용된다. 로봇은 센서와 세계의 물리적 특성

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여 스스로 환경을 탐험한다. 이
렇게 함으로써 로봇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한다. 
ACT-R과 Soar와 같은 인지 아키텍쳐를 사용하는 인

지로봇도 있다. 이들 아키텍쳐는 실험실 데이터에서 사

람의 수행을 시뮬레이션 하였으나 순차적인 스트림으

로 들어오는 실세계 센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 검

증되지 않았다. 인지로봇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학습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프로

그래밍을 하여야 하는가이다. 수행성능이 향상되는 것

을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보통 보상과 

벌칙을 사용한다. 어떤 종류의 보상과 벌칙을 주는 것

이 효과적으로 로봇을 학습시키는 것인지 등에 대한 연

구가 중요하다.

3. 인지로봇 연구개발 사례

인지로봇 연구는 행동뿐만 아니라 지각 능력과 실시

간 학습 및 예측 능력을 로봇에 부여하려는 점에서 주

목할 만하다[28,29]. 특히 체화된 인지 관점에서 로봇

은 기본적으로 몸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인지기능을 

부여할 경우 체화된 인지를 실현하는 통합 플랫폼의 역

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각과 행동 능력을 갖춘 

인지로봇에 대한 국내외 연구 사례를 살펴본다.

3.1 Personal Robots

Willow Garage에서 개발한 Personal Robot PR2는 로

보틱스 개발 플랫폼으로서 2010년 말부터 시판되었다. 
PR2는 두 개의 팔을 가지고 있으며 바퀴로 이동하는 

인간 크기의 자율이동로봇이다(그림 4). 머리에는 레이

저 스캐너를 장착하고 있어서 거리를 측정한다. 로봇

베이스에는 각각 24 기가바이트의 8-core 서버 역할을 

하는 두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PR2에는 오픈소스 로봇운영체제인 ROS (Robot Op-

erating System)가 개발되어 로봇 응용 개발자를 위한 라

이브러리와 툴을 제공하고 있다(www.ros.org). ROS는 

코드를 공유하고 오픈소스 로보틱스 개발을 증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코드를 공유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다른 

그룹의 결과를 재현하고 확장하게 함으로써 로봇 커뮤

니티를 돕고 발전을 가속화한다. ROS는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로봇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쉽게 한다[30].
PR2를 이용한 로봇 연구의 예는 다양하며 YouTube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사무실의 문을 여는 

시범과 전기 소켓에 전원 코드를 꽂는 데모로 시작해서 

그림 4 개인용 로봇 PR2 (Willow Garage)



80 특집원고 II Cognitive Computing I: Multisensory Perceptual Intelligence - 실세계 지각행동 지능

냉장고로 이동해서 문을 열고 맥주를 꺼내서 병따개로 

병을 열어서 사용자에게 주는데 성공하였다. 음료수를 

가져와서 식탁에 서비스 하거나 당구를 치는 PR2를 데

모한 사례가 있다.

3.2 Cognitive Technical Systems

CoTeSys는 Cognitive Technical Systems를 연구하는 

독일연구재단(DFG)의 우수연구클러스터로서 뮌헨공대

에서 뮌헨대학, 독일육군사관학교, 독일항공우주국 및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31]. 이 

프로젝트에서는 환경을 인식하고 학습하며 새로운 상

황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인지기능을 갖춘 서비스 로봇

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서가 부착되고 

팔에는 물건을 잡거나 조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어 있

다(그림 5). 로봇 외에도 이 프로젝트에서는 자동차나 

공장을 인지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스템에 인지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상호작용과 협력

이 더욱 용이하고 더욱 안정되고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된다.
Michael Beetz 교수의 지능형자율시스템 연구실에서

는 부엌환경에서 작업하는 Kitchen Robot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32]. 최근에 이 연구실에서는 로봇으로 

하여금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 와서 아침식사를 만

드는 작업을 사람의 도움 없이 수행하도록 하는데 성

공하였다. 흥미있는 점 중의 하나는 이러한 작업 수행 

시에 로봇이 웹의 wikihow.com을 접근하여 요리법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그룹에서 연

구하고 있는 또 다른 주제는 사람의 행동을 학습하여 

이를 로봇에게 이식시키는 새로운 로봇 프로그래밍 방

식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 식탁을 차리기 위해서 찬장

에서 컵을 꺼내서 식탁 위에 놓는 작업을 사람이 수행

하게 한 다음 이를 비디오로 촬영한다. 촬영된 비디오

를 컴퓨터로 분석하여 관절의 움직임 좌표로 변환한 후 

그림 5 Kuka 로봇 Rosie(뮌헨공대)

이를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이 행동을 재현하는 프

로그램을 만든다. 이 행동 생성 프로그램을 로봇에 이

식함으로써 로봇이 사람의 움직임 패턴을 모사하는 행

동을 생성하게 된다[33]. 이 연구는 뮌헨공대와 서울대

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3.3 BigDog

BigDog은 동적으로 안정적인 4족 로봇이다. 2005년
에 미국방성(DARPA)의 지원으로 Boston Dynamics (www. 
bostondynamics.com)가 JPL, 하바드 대학교 등과 공동 

개발하였다. 거친 지형을 걷고, 달리고, 오르고, 짐을 운

반할 수 있는 로봇이다. 길이 0.9 m, 높이 0.76 m이며 

무게는 110 kg로서 큰 개 또는 작은 당나귀 정도의 크기

이다. 시속 6.4 km로 달릴 수 있으며 150 kg의 짐을 운

반할 수 있고 35도 각도의 경사면을 오를 수 있다. Big-
Dog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나 동물이 갈 수 있

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다.
후속 연구로 BigDog 보다 작은 크기의 연구용 로봇

인 LittleDog이 개발되었다. 이 4족 로봇은 운동 학습, 
동적 제어, 환경 지각, 거친 지형 이동에 대한 기초 연

구가 MIT, Stanford, CMU 등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진

행되고 있다. Boston Dynamics에서는 또한 4족 걷기 

로봇 LS3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로봇은 컴퓨터비젼 

기술을 사용하여 리더를 따라서 자동으로 주행하거나 

GPS를 사용하여 지정된 목표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약 180 kg 무게의 짐을 싣고 32 km의 거리를 이동하

며 24 시간 계속되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다.

3.4 Self-driving Cars

2010년 10월에 Google은 자율주행 자동차인 Google 
Car를 선보였다(그림 6). 이 자동차는 캘리포니아의 도

로를 350 마일 자동 주행하였다. 비디오 카메라와 레

이더 센서 및 레이져 측정기를 장착하고 있어서 주변이 

교통 상황을 파악하며 운전자들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담은 지도를 가지고 있다. Google Car가 수집한 데이터

들은 구글 데이터센터에 보내져서 지형도를 만들며 무

인으로 주행을 하게 된다.

그림 6 Self-driving Cars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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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차 또는 로봇 자동차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

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1993년에 CMU의 Pomerleau 
가 개발한 ALVINN이라는 시스템은 신경망을 이용하

여 사람의 주행 패턴을 학습하여 시속 90 km의 속도로 

다양한 길을 주행하는데 성공하였다[34]. 2004년에는 

DARPA에서 처음으로 아리조나의 사막 환경에서 주행

하는 로봇 자동차 대회 Grand Challenge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 첫 대회에서는 완주에 성공한 팀이 하나도 

없었다. 2005년에 개최된 제2회 Grand Challenge에서는 

130마일 정도의 거리를 여러 팀이 완주에 성공했으며, 
Stanford 대학 인공지능연구소의 Sebastian Thrun 교수 

팀이 우승하였다[35]. 이 우승한 파란색의 Volkswagen 
자동차 Stanley는 현재 미국 워싱톤의 Smithsonian 역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2007년에는 DARPA에서 Urban Challenge를 개최하여 

도시 환경에서 로봇 자동차 주행 대회가 개최되었다. 
85 km를 주행하는 결승전에서 CMU의 Boss 자동차가 

우승하였다. Boss는 GPS, 레이져, 레이다, 카메라를 

장착하고 다른 자동차를 추적하고, 장애물을 인식하며, 
교통지도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다[36].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된 계획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미션, 
행동, 모션 수준의 운전 계획을 수행한다. Urban Chal-
lenge에서는 일반적인 교통 상황과 더욱 유사하며 차선

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교차로에서는 상대방 차나 신

호등을 기다리며 제시된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주행하

여야 한다.

3.5 Mobile & Service Robots

모바일 서비스 로봇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특
히 집안일을 도와주는 Domestic Robot들은 상용화를 

목표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청소 로봇이

다. iRobot사의 Roomba를 시작으로 국내의 LG, 삼성

에서도 청소로봇을 시판하고 있다. 한 분류에 의하면 

Domestic Robot의 종류는 로봇청소기, 다림질 로봇, 애
완동물, 수건 접는 로봇, 수영장 청소 로봇, 잔디 깎는 

로봇, 장난감 로봇, 파트너 로봇, 환자를 돌보는 로봇 

등 아주 다양하다. 특히 Sony사의 Aibo는 로봇 애완동

물로서 1999년에 처음 선보여 2006년까지 판매되었다

(그림 7). Aibo는 RoboCup 로봇 축구 대회에서도 사

용되었다.
자율이동로봇 연구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발하게 

시작된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는 1992년에 제12회 세

계 인공지능 학술대회에서 개최된 1992 AAAI Robot 
Exhibition and Competition이다[37]. 이 대회에서는 3
일 동안에 12개의 참가팀이 겨루었다. 1994년의 제3회 

그림 7 애완동물로봇 Aibo (Sony)

대회에는 15개의 팀이 참가하였으며 실내환경 자율이

동 로봇으로서 사무실에서의 심부름과 사무실 청소 상

황을 다루고 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동, 
물체 인식, 조작의 기능을 필요로 한다[38]. 이러한 자

율이동로봇 기술은 후에 Museum Tour-Guide Robot으
로 발전하여 독일국립박물관(Bonn)과 스미스소니언 

박물관(Washington, DC)을 안내하는 로봇으로 발전하

였다[39].
2011년의 제20회 AAAI Annual Robotics Program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Robotics Exhibition, Challenges, and Workshop
∙Embodied Intelligence: The AAAI Robotics Workshop
∙Learning by Demonstration Challenge
∙Small Scale Robotics Challgenge: Robotic Chess
∙Robotics Education Track

특히 이번 Challenge 프로그램은 음식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물건 들어 올리기, 조작하

기 등의 하위수준의 기능 뿐만 아니라 상위의 추론 능

력 등을 필요로 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피자 만드는 

로봇(이태리 IITA 연구소), 장기를 두는 로봇, 시리얼을 

만드는 로봇(PR2), 하늘을 나는 탐사 로봇 등이 선을 

보였다. 

3.6 Humanoid Robots

인간형 로봇은 일반적으로 머리, 두 팔과 두 다리 및 

몸통을 가지고 있으며 눈, 입, 얼굴을 가지기도 한다

(wikipedia.org). 인간형 로봇은 보통 환경이나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며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는 자율 학습 기

능을 가진다[40].
Asimo는 2000년도 혼다에서 개발한 인간형 도우미 

로봇이다. 키는 1.3 m, 몸무게 54 kg, 시속 6 km로 두발

로 달릴 수 있다(www.en.wikipedia.org/wiki/ASIMO). 움
직이는 물체와 자세, 제스처, 주변 환경, 소리, 얼굴을 

인식하고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머리에 달린 두 

개의 카메라 눈을 통해서 다수의 물체의 움직임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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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인간형로봇 Nao

출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다가오는 사람

을 향하게 할 수 있다. 명령어 소리와 사람의 손 움직

임을 이해하고 악수를 청하거나 손을 흔들면 이를 인

식하고 이에 반응한다. 사람의 음성을 다른 소리와 구

별함으로써 친구를 알아볼 수 있다. 자기 이름을 부르

면 반응하고 낙하하는 물체나 충돌 소리를 인식한다. 
이를 통해서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하거나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질문에 대

해서 고개를 움직이거나 말로 대꾸하기도 한다. 10명
의 얼굴을 인식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다.

Nao 로봇은 키 58 cm, 몸무게 4.3 kg, 자유도 25의 

작은 인간형 로봇이다(그림 8). 2004년에 처음 제작되

어 2007년에는 소니의 Aibo를 대신해서 RoboCup 로봇 

축구 대회 표준 플랫폼으로 사용되었다. 관성 측정 장

치와 초고주파 센서를 장착하고 있어서 공간상에서 안

정성을 유지하며 학습을 통해서 이 능력은 더욱 강화

될 수 있다[40]. 멀티미디어 시스템, 마이크와 두 개의 

스피커, 두 대의 CMOS 카메라, 음성합성장치, 소리 위

치 탐지 장치, 얼굴 및 모양 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다. 
국내회사인 로보티즈에서도 최근 Darwin II를 시판하

였다. 크기나 기능 등은 Nao와 유사하다.

3.7 iCub Child Robot

iCub은 1미터 정도 크기의 인간형 로봇으로서 인간

의 인지 및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개발되었다(wikipedia.org). 유럽의 여러 대학들로 구성

된 RobotCup 컨소시엄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현재는 

ITALK 과제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 오픈소스 개념

으로 개발되며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와 문서는 

GPL 라이센스에 따라서 공개된다. EU의 FP7 (Seventh 
Framework Programme)의 Unit E5-Cognitive Systems 
and Robotics에서 지원되었으며 초기 연구비는 850만 유

로(약 150억원)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진행되는 과제이다(www.icub.org).
인간형 로봇으로 설계하게 된 배경에는 체화된 인지 

가설 즉 인간같은 조작이 인간 인지 발달에 아주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아기는 손과 발 

그림 9 어린아이 로봇 iCub (IITA)

및 센서를 통해서 환경 및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지 기술을 습득하며 결과적으로 

세계에 대한 내부 모델은 인간의 몸의 형태에 의해서 

상당히 결정된다는 것이다. iCub은 이 가설을 테스트

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으며 인지학습 시나리오가 유아

들의 지각 및 행동 시스템의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고안

되었다.
iCub은 3.5살 아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인지 및 인

공지능 연구용 로봇이다(그림 9). 총 53개의 자유도를 

가지며(각 팔에 7, 각 손에 9, 머리에 6, 몸통에 3, 다
리마다 6). 머리에는 스테레오 카메라와 측면에 마이

크가 설치되어 있고 눈동자가 사람을 향해서 움직인다. 
기거나 걸을 수 있으며, 손에는 촉각 센서가 장착될 

수 있고 센서 피부도 개발 중에 있다. 소프트웨어 라이

브러리는 C++와 YARP로 작성되어 있으며 외부와의 

통신은 Gigabit Ethernet으로 이루어진다. 고차 기능은 

RobotCup 컨소시엄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다. iCub은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데모한 바 

있다. 즉 바닥 위에 놓인 광학 마커에 의한 시각적 유

도에 의한 기어가기, 활쏘기 및 과녁의 중심에 맞추기 

학습, 감성을 표현하도록 표정 짓기, 센서에 의해 힘의 

세기 조절하기, 공이나 플라스틱 병과 같은 작은 물체 

잡기를 할 수 있다.

4. EU FP7 Cognitive Systems & Robotics 

EU에서는 Framework Programme 7 (FP7)의 ICT (In-
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프로그램

에서 인지로봇에 관한 연구를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2007~2012년까지 5년 사이에 Call 1부터 Call 9까지를 

통해서 총 536 M€ (약 8000억원)의 연구비가 지속적

으로 투자되었다(그림 11). FP7은 FP6에 이은 것으로 

이미 FP6에서도 인지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대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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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서 이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기반 기술과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EU FP7 Cognitive Systems & Robotics 

프로그램의 제안서요청 일정 및 연구개발 목표와 내

용을 개괄적으로 기술한다.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리스

트 및 내용은 http://cordis.europa.eu/fp7/ict/cognition/ 에
서 볼 수 있다.

4.1 프로그램 개요

EU FP7 Cognitive Systems & Robotics 프로그램의 

목적은 인지시스템과 로봇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Systems that perceive, understand and act”
를 핵심 모토로 한다. 이 시스템은 주변 세계와 그 내

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적인 실세계 환경에서 동작

하며 일상 작업에서 사람을 보조한다. 과학적, 산업적,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복합 활동을 통해서 Digital 
Agenda for Europe에 기여한다.

그림 10은 EU FP7 연구 프로그램의 연구 주제를 보

여주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학습: 견인성, 자율성, 적응성, 실세계 활동

∙지각: 촉각, 시각, 청각, 분산센싱, 고급센싱

∙이해: 인식, 이해, 적응, 계획, 모델링, 인지아키텍쳐

∙행동: 조작, 이동, 상호작용, 협력, 감시

∙응용 영역: 육지, 수중, 산업, 제조, 업무, 가사, 
의료, 재활, 감시, 조사

Cognitive Systems, Interaction and Robotics in FP7

FP6의 다양한 전략적 목표하에서 분리되어 진행되어

오던(예를 들면, Cognitive Systems, Multimodal Inter-
faces, Advanced Robotics) 여러 방향의 R&D가 2009 
년도 FP7의 ICT Work Programme의 Challenge 2로 통

합되었다.

그림 10 EU FP7 연구 프로그램 개요

∙인공인지시스템의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핵심 문

제에 대한 이해 및 해결 방법

∙로봇에게 지각과 행동 능력을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

∙위의 문제와 관련된 장기적인 목표를 도달하는 방

법 연구와 이 연구를 수행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

해서 기반이 되는 완전한 로봇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새로운 방법.
∙통신, 제어, 인지능력을 통합하는 과학적으로 견실

한 시스템 아키텍쳐

∙로보틱스에서 학계와 산업계 연구간의 교류를 촉

진하는 프레임워크

제안서요청(CFP) 시기

∙FP7 ICT Call 9: 2012.1.18일 개시, 2012.4.17일 

종료

∙FP7 ICT Call 7: 2011.1.18일 종료

∙FP7 ICT Call 6: 2010.4.13일 종료

∙FP7 ICT Call 4: 2009.4.1일 종료

∙FP7 ICT Call 3: 2008.4.8일 종료

∙FP7 ICT Call 1: 2007.5.8일 종료

Cognitive Systems and Robotics: Call 9

FP7 ICT Call 9

FP7 (7th Framework Programme)의 ICT Call 9은 

2012년 1월 18일에 공개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은 2012 
년 4월 17일이다. Call 9의 Objective 2.1 (Cognitive 
Systems and Robotics)의 총 예산은 82 M€이다. 과제 

제안자는 예비제안서를 infos-challenge-2-1@ec.europa. 
eu로 제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예비제안서는 2~ 
3페이지 분량이어야 한다.

그림 11 FP7 Cognitive Systems and Robotics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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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FP7 Challenge 2 ICT Call 9의 내용

Call 9는 크게 STREP, IP, CA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STREP은 새로운 길을 여는 고위험 큰 보상을 추구하

는 연구이며 특정 영역에서 요소기술 연구도 가능하

다. IP는 연구개발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포함하는 시

스템 지향의 연구로서 필요에 따라서 연구 주제를 포

함할 수 있다. CA는 명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목적

지향적인 경쟁을 통해서 스마트 로봇을 향한 발전을 

가속화하는 연구이며 행사, 보급, 대중에의 홍보도 포

함한다. 총 예산은 82 M€이다. 이 중에서 40-56 M€ 
은 IP에, 24-30 M€은 STREP에 배정되며, 2 M€은 

CA 프로그램에 사용 예정이다. Call 9의 주요 목표는 

현재의 ICT Work Programme 2011-2012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

이다. 

∙Target b: 복잡 시스템에서의 인지와 제어

∙Target c: 학계와 산업계의 로봇연구 간의 연계 

및 교류 가속화

∙Target e: 목적지향적인 경쟁을 통해서 스마트 로

봇을 향한 진전을 가속화

Target (b) - IP/STREP의 복잡 시스템에서의 인지와 제

어에 대한 연구의 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인지능력의 습득 및 응용에 기반하여 수단이 되는 

기술(예, 센서데이터로부터 패턴 검출, 분류, 개

념화, 추론, 계획)
∙복잡한 다중요소 및 다중자유도 인공 시스템의 성

능을 향상하고 인지시스템과 제어공학시스템간의 

시너지를 구축

Target (b)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다양한 물리적인 실현 하에서 인지시스템을 엔지

니어링했을 때 통합되고 견실한 과학적 기반

∙인지능력의 통합을 통한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 및 

에너지 소모, 사용성, 서비스의 지속성 관점에서 

상당한 증가

∙인지 능력의 통합을 통한 다양한 응용 도메인에서

의 혁신 능력

Target (c) - IP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산업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통한 각각의 연구 주제

의 시너지

∙공유하는 연구 인프라

∙산업 플랫폼을 활용한 소중규모의 실험

∙성능 비교 및 평가 방법과 도구의 구현

Target c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 시장과 신생 시장에서의 로봇 산업의 경쟁력 

향상

∙제조업분야: 업무 및 가사 서비스, 보조 및 협력

작업, 생산, 운송, 배달, 건설, 유지보수, 수선, 탐
색 및 구조, 탐험 및 조사, 시스템 감시 및 제어, 
소비자 로봇, 교육 및 오락

∙산업계와 학계간의 연결 강화. 특정한 표준의 필

요성에 대한 더욱 폭넓게 수용되는 벤치마크에 대

한 산업계의 합의

5. 미래 연구개발 주제

지금까지 지각행동 지능에 대한 인지과학적 기반과 

정보기술적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2절과 3절). 고전

적인 Physical Symbol System에 기반한 기호적 지능 시

스템에서 Perceptual Symbol System에 기반한 체화된 

인지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변

화의 중심에 인지로봇 연구가 있으며(3절),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EU Framework Programme FP6와 FP7
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Cognitive Systems and Robotics 
프로그램이다(4절).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동향

을 파악할 수 있다.

∙Disembodiment에서 Embodied Cognition으로

∙기호중심 지능에서 센서기반 지능으로

∙Perception-Action 분리에서 통합시스템으로

이러한 연구개발 동향을 기반으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하나 제안한다.

최종연구목표

센서와 머니퓰레이터를 갖추고 이동하며 지각행동

을 하는 지능엔진으로서 Wiener-Fuster Machine을 개

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파티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자율

성과 손재주가 뛰어난 Party Service Robot을 개발한

다. 여기서 Wiener-Fuster Machine은 사이버네틱스의 창

시자 Wiener와 뇌에서의 Perception-Action Cycle 이론

을 제시한 Fuster의 이름에 기인한다[41,42]. Fuster의 

Perception-Action Cycle은 뇌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각

각 행동과 지각에 관여하며 작업메모리를 통하여 항

상 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글로벌 뇌정보처리이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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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I: Perception-Action Cycle 기반 지각행동

지능엔진 Wiener-Fuster Machine 개발

∙Eyetracking 기술을 이용한 사람의 지각행동 패턴 

분석

∙Multisensor 기반 Developmental Learning 알고리즘 

연구

∙Humanoid Child Robot (예, Darwin II) 기반 Per-
ception-Action Cycle 아키텍쳐 구축

❏ Phase II: Wiener-Fuster Machine 기반 Multisen-

sory Personal Robotics 플랫폼 구축 

∙사람행동 패턴을 모사학습 하는 유연한 행동 및 

표현 생성 알고리즘 개발

∙Common Coding Theory 기반 다중감각 지각행동을 

위한 Skillset 자동학습

∙Kitchen Robot 시나리오 실험(예: ROS 기반 PR2)

❏ Phase III: Party Service Robot 시나리오 시연 및 

평가

∙Autonomous & Dexterous Party Service Robot 플
랫폼 구축

∙Skillset 재조립기반 순차적 행동의 계획과 협조 능

력 학습 방법 개발

∙실세계 환경에서 실시간에 유연한 지각행동을 하

도록 끊임없는 자기감독학습 실현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본 고의 서두에서 지적하였던 

인지정보시스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

을 추구할 수 있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열린 정보 시스템은 어떤 특

성을 필요로 하는가?
∙정보시스템이 다양한 센서를 보유함으로써 가지는 

장점과 도전은 무엇인가?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기존

의 형식체계로서의 정보시스템과 다른 점은 무엇

인가?
∙지각행동 중심적인 정보시스템은 기존의 정보시

스템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원리적으로 다른 어떤 

구조와 어떤 조직 원리를 필요로 하는가?

컴퓨터과학은 지금까지 형식화된 정보시스템만을 주

로 다루었다. 즉 실세계의 데이터를 형식화하여 기호

로 변환한 후 이를 프로그래밍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실리콘 하드웨어 수준에서 형식적으로 

조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센서와 모터

를 장착하고 지각, 행동하는 체화된 인지체계로서의 정

보시스템은 기존 방식의 정보시스템과는 다른 특성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엄격하게 구분하였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벽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며 형식체계라

기 보다는 동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정보시스템의 새로

운 개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인지로

봇개발과 같은 실세계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러한 신기술을 뒷받침

하는 “체화된 정보이론”과 같은 새로운 이론이 개발됨

으로 컴퓨터과학 전반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틀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인지정보처리기술과 인지컴퓨팅을 정의하고 지각과 

행동 지능과 관련되는 인지컴퓨팅 연구를 살펴보았다. 
특히 생태학적 발달이론과 체화된 인지이론과 그 공

학적인 응용에 속하는 인지로봇 기술의 국내외 연구개

발 동향을 살펴보았다.
인지시스템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열린 시스

템이고 환경을 지각하고 환경에 대해 행동하는 특성

이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인지컴퓨팅 기

술은 동적 처리 능력, 다양한 센서통합 능력, 순차적 

행동생성 능력 등의 새로운 특성을 요구한다. 인지로

봇은 이러한 연구의 플랫폼으로 대표적이며, 따라서 

Personal Robots, Cognitive Technical Systems, Self-driving 
Cars, Domestic Robots, Humanoid Robots 등 인지로보

틱스 분야의 최근 연구개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 조사를 기반으로 미래에 유망한 연구개발 

주제로서 체화된 인지이론에 기반한 지각행동사이클 

모델의 아키텍쳐를 갖는 다중센서기반 지각행동지능 

엔진을 설계하여 파티서비스수행 인지로봇에 활용하

는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인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

만 아니라, 가사, 교육, 오락, 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

지로봇 개발에 기반이 되는 인지행동지능 기술은 기존

의 고전적 인공지능에서와 같이 형식적인 기호조작만

으로 지능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실세계에서 채취

되는 다중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에 처리하고 즉시 행

동으로 옮겨야 하는 동적이고 유연한 새로운 지능기술

의 개발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인지정보처리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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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보기술이 새롭게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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