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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ainlike Computing 모델1)

끊임없는 발전과 성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개념적

으로 컴퓨터는 여전히 50년 전의 계산모델과 프로그래

밍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

여 인간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컴퓨터로서 1.5 
리터의 음료수 병 정도의 공간에서 20 와트의 전구 정

도의 에너지만을 소모하여 불확실성하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고 안정되게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엄
청난 속도로 밀려오는 스트림 데이터의 의미를 실시

간에 파악하는 일은 지금의 대형 컴퓨터에서는 큰 도

전인데 반해서 뇌는 이러한 다차원의 스트림 데이터를 

아주 자연스럽게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 뇌라는 인

지컴퓨터는 경험으로부터 동적인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가설을 세우고 예측하고 의사결정하고 결과를 기억하

며 끊임없이 학습한다[1,2]. 본 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루는 연구에 대해서 살펴본다.

∙뇌는 어떻게 변화하는 입력을 그렇게 빠르고, 유
연하며, 안정적으로 계산해 내는가?
∙뇌의 정보처리 구조와 조직의 특징은 무엇이며 

계산 방식의 원리는 무엇인가?
∙뇌처럼 불확실성하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컴퓨

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뇌와 컴퓨터의 특성을 비교할 때 간과하기 쉬운 근

본적인 차이 중의 하나는 뇌는 다양한 센서에 연결되

어 있는데 반해서 컴퓨터는 이러한 센서가 결여되어 있

다는 점이다. 사람의 뇌는 다양한 센서로부터 전달받은 

불확실한 정보에 기반해서 안정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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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내부 정보처리구조가 진화해 온데 반해서[3,4] 컴퓨터

는 모든 정보를 디지털 코드 형태의 확실한 데이터로

부터 이를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다. 센서 데이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정

성의 위협은 뇌가 진화와 학습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

하였으며, 신뢰도 높은 디지털 데이터만을 입력 받아

온 컴퓨터는 이러한 진화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

하였다.
현재의 컴퓨팅 모델은 원리적으로는 어떤 작업이든

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복잡한 실세계 문제는 사람의 프로그래밍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뇌 구조의 발달과 

학습 과정을 보면 물리적인 제약조건하에서 신경계 가

소성에 기반하여 자기조직을 통해서 문제해결 전략을 

습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프로그래밍 방식

의 문제해결 전략과는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뇌처럼 불

확실성하에서도 빠르고 안정되게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려면 그 조직 원리와 정보처리 구조를 닮

은 컴퓨팅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5,6].
Marr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구분하였다[7].

∙계산 단계: 시스템이 무엇을 수행하는가? 무슨 문

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알고리즘/표상 단계: 수행하는 일을 어떻게 수행

하는가? 어떤 표상을 이용하며 이 표상을 구성하

고 조작할 때 무슨 과정을 거치는가?
∙구현 단계: 이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실현

되는가? 어떤 신경계의 구조와 활동이 그 과정을 

구현하는가?

위의 구분은 자연계의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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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사고의 틀이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컴퓨터 기술

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알고리즘 단

계와 구현 단계를 구분함으로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

어가 상대방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로 독립적으로 발

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체화된 인지이론에 따르면 이

러한 분리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연구

의 방향을 잘못 인도할 수도 있다. 즉, 하드웨어의 제

약조건이 표상과 알고리즘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를 분리함으로써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특집호의 제

1부의 글에서 살펴본 Gibson의 행동적합성(affordance)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특정 하드웨어가 특정한 종류의 

정보처리를 아주 쉽게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법

의 계산 모델들이 연구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표상 

수준에서의 모델들이다. 그러나 구현 수준에서 디지털 

컴퓨팅 방식과는 다른 계산 모델에 기반한 소위 Uncon-
ventional Computing 방식의 Physical Computing Model 
도 연구되고 있다. 본 고는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도 유

연하면서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뇌를 닮

은 인지컴퓨팅 기술을 다룬다. 이 글은 Cognitive Com-
puting 특집호의 제3부로서, 제1부의 지각과 행동 지능

[8]과 제2부의 시각언어 학습[9]에 이은 것이다. 2절에

서는 이러한 뇌를 닮은 인지컴퓨팅 (brainlike cognitive 
computing) 방식에 대한 연구배경을 분석한다. 3절에

서는 뇌를 닮은 인지컴퓨팅 모델과 관련된 국내외 연

구사례를 살펴본다. 4절에서는 외국의 대형 연구 프로

그램의 예로서 MIT의 Intelligence Initiative (I2) 프로

그램을 소개한다. 5절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미래유망 연구개발 주제를 하나 제안한다. 6절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Brainlike Cognitive Computing 연구배경

본 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인지컴퓨팅 모델을 살펴

본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인공지능, 인지과학, 신경과

학, 계산이론 등 다른 분야에서 연구되었으나 여기서는 

뇌를 닮은 인지컴퓨팅 (brainlike cognitive computing) 
관점에서 토론하며 비교한다. 기술되는 모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Rule-based System Models
∙Connectionist Network Models
∙Population Coding Models
∙Dynamic System Models

∙Bayesian Brain Models
∙Physical Computing Models

Marr의 3단계로 구분하자면 처음 세 개의 모델(rule- 
based systems, connectionist networks, population coding) 
은 알고리즘/표상 단계의 모델들이다. 그 다음 두 개의 

모델(dynamic systems, Bayesian brain)은 계산 단계의 모

델들이다. 마지막(physical computing models)은 구현되

는 물질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한 구현 단계의 계산 

모델이다.

2.1 Rule-Based System Models

규칙기반 시스템(rule-based systems)은 지능적인 행

동에 필요한 지식을 if <condition> then <action>과 같

은 형태의 규칙들의 집합이나 논리식 형태로 표현한다. 
문제 해결 또는 지능적인 정보처리 과정은 이러한 규

칙 집합에서 규칙들을 연쇄하여 추론하는 과정으로 형

식화한다. 이러한 형식화된 모델은 Post Systems, Re-
write Rules, Production Systems, If-Then Rules, Pattern- 
Directed Inference Systems, Rule-Based Systems 등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며 1980년대까지 인공지

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핵심 아키텍쳐로 사용되었다. 규
칙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시스템 OPS-5나 Prolog 추론

엔진, 인지아키텍쳐 Soar나 ACT-R 등은 이러한 체계

에 기반을 둔 지능형 계산구조들이다.
규칙 형태의 표현 구조는 사람이 이해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아는 지식을 시스템에 주입하기가 쉽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지식에 해당하는 규칙을 프

로그래머가 끊임없이 추가 변경 수정해 주지 않으면 변

화되어 가는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는데 한계가 

있다. 즉 지식 습득과 확장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

법이 개발되지 않으면 시스템의 적응성과 확장성에 한

계가 있다. 그리고 기호 및 논리 기반의 표현 방식의 특

성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다루는 데에 어려

운 점이 있다. 규칙기반 시스템은 순차적인 추론을 모

사하는 데는 적합하다. 반면에 분산 병렬적으로 이루어

지는 계산 방식을 모델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잡음이 많이 섞인 하위단계의 센서 신호를 직접 처리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2.2 Connectionist Network Models

뇌에서는 많은 수의 뉴런들이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

고 그들 간에 신호를 전달하며 분산 병렬적으로 활성

화되는 정도의 차이로 정보를 처리한다. 1943년에 Mc-
Clloch와 Pitts는 실제 생물학적인 뉴런들이 논리게이트

와 같은 연산을 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신경망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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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소자로 쓰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959년에 

신경과학자 Hebb은 상호 연결된 뉴런들이 같이 발화하

면 후에 상호연결강도가 증가한다는 Hebbian Learning 
을 제안하였다. 같은 시기에 공학자인 Rosenblatt은 이

러한 인공뉴런이 패턴인식을 수행할 수 있는 Perceptron 
모델과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단순한 

뉴런에 의한 계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Minsky와 

Papert의 이론적 지적에도 불구하고 신경망 모델은 Ko-
honen, Grossberg, Amari 등의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1970년대에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1981년에 Parallel Mo-
dels of Associative Memory이 출간되고[11], 1982년에 Fe-
ldman & Ballard 및 Hopfield의 논문 발표에 이어서[12, 
13], 1986년에 다층신경망(multilayer perceptrons)을 학

습하는 Backpropagation 학습 알고리즘이 발표됨으로써

[14] 신경망 연구는 다시 활성화되었다. 신경망 연구는 

1990년대에 Support Vector Machines, Bayesian Networks 
등 더욱 폭넓은 기계학습 연구로 이어졌다[15-17]. 

인지과학 분야에서는 신경망 모델이 연결론적 인지

정보처리 모델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기존의 기호기반 

정보처리 모델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특히 이미지 등 

센서 기반의 지각 모델링 등 하위 수준의 인지모델링에

서는 연결론적 인지처리 패러다임이 설득력을 얻고 있

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연결론적 인지모델

은 특히 인지 발달과 의미 인지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 대표적인 관련 연구로는 Elman (1996)의 

Rethinking Innateness: A Connectionist Perspective on De-
velopment와 Rogers와 McClelland (2006)의  Semantic 
Cognition: A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Approach
가 있다.

그림 1 Semantic Cognition[10]

2.3 Population Coding Models

군집코딩(population coding)은 여러 개의 뉴런의 공

통 활성화값을 이용하여 자극을 표현하는 방법이다(wi-
kipedia.org). 각각의 뉴런은 여러 입력에 대해서 분산되

어 반응하며 많은 수의 뉴런의 반응은 결합되어 입력

의 값을 결정한다. 다양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군집코

딩 패러다임은 특히 뇌의 센서 모터 영역에서 폭 넓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시각 MT (mi-
ddle temporal) 영역에서는 뉴런들이 움직임의 방향에 

맞추어 반응하는데,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물

체에 대해서 MT 영역의 많은 뉴런들이 잡음 섞인 벨 

모양의 활성화 패턴으로 발화한다. 물체의 움직임의 방

향은 각각 한 개의 뉴런 신호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

고 이 군집코드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군집코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뉴런의 다양

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많은 수의 다

양한 자극치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군
집코딩은 또한 비율코딩(rate coding)에 비해서 훨씬 빠

르며 거의 순간적으로 자극의 조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군집내의 개개의 뉴런은 서로 다르지만 겹치는 

선택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개의 뉴런이 하나의 주어

진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군집코드는 보통 희소코드

(sparse code)와도 관련된다. 희소코드는 각 자극항목

이 상대적으로 작은 수의 뉴런들의 강한 활성화 값으

로 표현되는 코드이다. 서로 다른 자극항목은 전체 가

용 뉴런들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집합으로 표현된다.
최근 들어, 군집코딩으로 확률분포를 표현하는 모

델이 제안되었다. 이 확률적 군집코딩 방식에 의하면 군

집에 속한 뉴런들의 값으로 평균값만을 계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분산까지도 표현할 수 있어서 신뢰도까지

도 군집코드가 표현하는 방식이다[18,19]. 이러한 연구

는 아직 실험적으로는 더욱 검증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나 뇌에서의 확률적인 정보처리가 일어난

다는 베이지안 뇌(Bayesian brain) 모델과 관련시켜 볼 

때 아주 흥미있는 이론적인 결과이다.

그림 2 Population Code를 이용한 확률분포추론[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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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ynamic System Models

동력학 시스템 모델은 사람의 정보처리를 동력학적 

시스템으로 본다. 표상 단계를 고려하지 않으며 구현에

도 독립적인 모델로서 Marr의 3단계 구분으로 보면 계

산 모델에 속한다. 동력학 시스템 모델에서는 정보처리 

과정이 미분방정식으로 기술되며 초기 상태에서 에너

지가 최저 상태가 되는 최종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을 

인지과정으로 본다. 이 모델은 특히 행동과 관련되는 

인지과제에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Port & van Ge-
lder (1995)의 Mind as Motion: Explorations in the Dy-
namics of Cognition와  Kelso (1995)의 Dynamic Patterns: 
The Self-Organization of Brain and Behavior이 이러한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연구결과에 속한다[20,21]. Kelso 
는 Coordination Pattern이 어떻게 형성되고 지속되고 적

응하고 변화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Coordination Dy-
namics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이 뉴런부터 마음에 이르

기까지의 모든 패턴화된 행동의 생성과 진화는 자기조

직의 동적 과정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주장한다. 뇌에서

의 뉴런들의 조정(coordination)과 사람과 동물들의 조

정된 행동이 공통의 수학적인 동력학 구조를 통해 연

결되어 있다고 본다. 마음을 동적인 시스템으로 보는 

최근의 연구 서적으로는 Spivey (2007) The Continuity of 
Mind를 들 수 있다[22].

2.5 Bayesian Brain Models

베이지안 뇌 모델은 뇌에서의 정보처리 과정을 확률

적인 추론 과정으로 본다. 즉 사전확률분포로부터 데이

터를 관측함으로써 사후확률분포를 계산하는 Bayes 정
리에 의한 확률추정 과정으로 뇌의 활동을 기술한다. 
신경과학적인 연구에서 비롯된 이러한 모델은 특히 시

지각, 다중센서 감각의 통합, 다중감각 지각, 센서모터 

학습 등의 모델로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람의 시지

각 모델링에 베이지안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제

안된 바 있으며[23,24], 최근에는 뉴럴코드 수준에서 베

이지안 추론에 기반한 계산신경과학적인 모델들이 제

안되었다[25,26]. 
뉴럴코드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물리학적인 지

각행동 모델로서도 베이지안 통계학이 사용된다. 시각

과 촉각을 이용하여 물건을 잡는 운동이나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을 베이지안 추론 모

델로서 설명함으로써 뇌가 베이지안 계산을 수행한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25,27,28]. 이러한 모델은 또한 다중

감각의 통합 모델로서 사용된다[29]. 
행동심리학적인 실험의 모델링에도 베이지안 모델

이 사용된다. 추상적인 인지 계산 모델로서 확률적인 모

델이 사용되며 이는 특히 시각, 언어처리, 의사결정 모

델로도 활용된다[30,31]. 최근에는 논리와 확률을 결합

하는 모델이 시도되고 있다[32].

2.6 Physical Computing Models

앞에서 살펴본 모델들은 마음과 뇌의 정보처리 과정

에 대한 이론적인 모델들이었다. 이와 같은 모델들은 

현재의 컴퓨터 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석되거

나 분석된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물리적으로 다른 

매체를 사용하여 기존의 계산 방식에서 벗어나는 Un-
conventional Computing 모델들도 연구되고 있다. 대표

적인 예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Quantum Computing
∙Chemical Computing
∙Molecular Computing

양자컴퓨터(quantum computer)는 중첩이나 얽힘 등

과 같은 양자역학적 현상을 직접 이용하여 데이터에 

연산을 수행하는 계산 장치이다(wikipedia.org). 양자컴

퓨터는 트랜지스터에 기반한 기존의 컴퓨터와는 다르

며 양자 현상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표현하고 이 데이

터에 연산을 수행한다[33]. 시스템의 상태가 이론적으

로 한 개 이상의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

적인 컴퓨터이다. 정수 소인수분해 문제와 같은 특정 

문제들에 대해서는 Shor’s Algorithm과 같은 양자 알

고리즘이 알려져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기존의 고전 컴

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다. 고전 컴퓨

터에서 메모리는 0 또는 1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양
자 컴퓨터에서는 큐빗(qubit)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개

의 큐빗은 0, 1, 또는 이들의 양자중첩을 표현한다. 두 

그림 3 DNA 컴퓨팅 기반 연상언어처리모델[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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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큐빗은 4개의 상태의 양자중첩의 어떤 상태에도 

존재할 수 있다. 양자컴퓨터는 양자논리게이트의 순열

을 가지고 큐빗을 조작함으로써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을 수행하는 게이트의 순서열을 양자 알고리즘이라 한

다.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의 잘 정립된 이론적인 배경

에 기반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험적으로 큰 규모

의 양자컴퓨터를 만드는데 성공한 사례가 없어 그 실

현가능성이 불확실하다.
화학컴퓨터(chemical computer)는 반응확산 컴퓨터 또

는 Belousov-Zhabotinsky (BZ) 컴퓨터라고도 하며 화학

물질들의 농도를 변화함으로써 데이터를 표현하는 반

고체 방식의 비전형적인 컴퓨터이다. 계산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아직 실험

적으로 초기 상태이나 계산모델이 흥미롭다. 비유하자

면 고전적인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비트 정보는 도시

에서 자동차와 같이 움직인다. 즉 특정 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에 걸리면 천천기 가거나 

멈추어서 다른 차들을 보내주어야 한다. 반면에 BZ 용
액상에서는 파가 모든 가능한 차원으로 움직임으로써 

연산을 수행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화학컴퓨터는 

전통적인 컴퓨터보다 수십억배 빨리 병렬처리할 수 있

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잡한 패턴을 처리하는 반응확산 

컴퓨터 실험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분자컴퓨터(molecular computer)는 DNA 분자를 사용

하여 정보처리를 수행한다. DNA 구조를 이용하여 튜

링머신을 구현하는 이론적인 모델이 1980년대 초에 제

안된 바 있다[35]. 그러나 실험적으로 DNA를 사용하

여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1994년에 Science지에 실

린 논문에서 처음 밝혀졌다[36]. 이를 출발로 DNA 기
반의 분자컴퓨팅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94년부터 매

년 국제 DNA 컴퓨팅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2011 
년에는 제17회 International Meeting on DNA Computing 
and Molecular Programming (DNA17) 학술회의가 Cal-
tech에서 개최되었다. 초기의 Adleman 방식의 조합문

제 해결을 위한 DNA 컴퓨팅 방식뿐만 아니라 DNA를 

나노구조로 이용하여 자기조립 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DNA 구조물을 만드는 Algorithmic Assembly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뇌를 닮은 인지컴퓨터 관점에

서 더욱 관련 있는 연구는 DNA를 이용하여 연상메모리

를 구성하고 이를 분자수준에서 학습하는 연구이다[37]. 
이러한 학습 모델은 분자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기반한 자기조직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정보처리

모델이다[34]. 최근에는 분자컴퓨팅을 이용하여 언어를 

생성하는 Assembly Model이 제안되었다[34].

3. Brainlike Cognitive Computing 
연구개발 사례

3.1 IBM Cognitive Computing Project

IBM에서는 DARPA의 지원을 받아서 인지컴퓨팅 프

로젝트인 SyNAPSE (Systems of Neuromorphic Adaptive 
Plastic Scalable Electronics)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제는 

포유류의 뇌의 형태, 기능, 구조를 닮은 신경모사 전자

기술 기반의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으로 

쥐, 고양이, 사람의 지능을 흉내 내는 로봇에 사용할 인

공 두뇌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8년 11월에 

55억원($4.9 million)을 DARPA로부터 지원받아 시작하

였으며 그 후 추가로 약 176억원($16.1 million)을 지원

받았다. 2011년에는 다시 230억원($21 million) 추가로 

지원받았다(wikipedia.org).
반세기 이상 컴퓨터는 끊임없이 발전하였으나 결국

은 개념적으로는 저장구조와 프로그래밍 가능한 메모

리를 가진 계산기 보다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 이와 비

교하여 인간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컴퓨터로서 

1.5 리터의 음료수 병 정도의 공간에서 20 와트의 전구

만한 에너지만을 소모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복잡한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다.
엄청난 속도로 밀려오는 입력 데이터의 의미를 실

시간에 파악하는 일은 지금의 대형 컴퓨터에서는 큰 도

전인데 반해서 뇌를 닮은 시스템에서는 아주 자연스럽

게 처리될 수 있는 일이다. 고급 알고리즘과 실리콘 회

로를 이용하여 인지 컴퓨터는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가설을 세우고 결과를 기억하고 

학습한다. 예를 들어, 인지컴퓨팅 시스템은 온도, 압력, 
파고, 소리, 조수간만과 같은 데이터를 끊임없이 기록

하고 보고하는 센서와 작동기의 망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의 물의 공급을 감시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의사 

결정을 통해서 쓰나미 경고를 낼 수도 있다.
센서 입력을 받아서 서로 연결하고 적응하여 모터 출

력을 전달하는 뇌의 구조와 아키텍쳐를 모사함으로써 

SyNAPSE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래밍하지 않고 뇌의 

그림 4 SyNAPSE: IBM Cognitive Comput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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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효율성, 크기, 전기소모량을 흉내낸다. 이 과제는 

나노과학, 신경과학, 수퍼컴퓨팅의 원리를 결합하여 인

지컴퓨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제2단계에서는 IBM
이 Columbia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and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과 협력하여 연구하고 있다.

3.2 Deep Network Architectures

신경망 연구의 초기에는 다층구조의 네트워크 연구

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오류역전파 알고리즘에 의해서 

학습시 은닉층을 추가함으로써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

는데 반해서 상대적인 효과는 적은 것으로 판명됨에 따

라서 90년대 이후에는 Deep 구조에 대한 연구 보다는 

Shallow 한 구조에서 건설적인 방법으로 최적 구조를 

학습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38]. 후에 Shallow한 구

조의 Support Vector Machines이 등장하여 아주 빠른 

학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Deep한 구조 보다는 

Shallow한 구조의 학습 방법이 전반적으로 널리 활용하

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방향에 반대되는 즉 De-
ep 구조가 중요하다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Deep Belief Network (DBN)은 그러한 예로서, 이미

지 처리나 텍스트 처리와 같이 고차원의 데이터를 학

습하는 경우에는 다층의 은닉구조를 사용하되 무감독 

학습으로 학습시킨 후 최종적으로 감독학습을 추가함

으로써 기존의 감독학습기반의 Shallow한 구조의 MLP 
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보

여주었다[39]. DBN은 다층의 확률적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구성된 확률적 생성모델이다. 은닉 변수들

은 전형적으로 이진값을 갖고 은닉변수 또는 특징 검

출기라고도 한다. 최상위의 두 층은 무방향성의 대칭 

그림 5 Deep Belief Networks: 얼굴의 Orientation 

인식하는 다층 네트워크 구조[39]

연결구조를 갖고 연상 메모리를 구성한다. 아래의 두 

층은 위로부터의 하향의 방향성을 갖는 연결 구조를 

갖는다. 최하층의 유닛의 상태는 데이터 벡터를 표현

한다. DBN은 추론된 한 층의 잠재 변수의 값을 다음 

층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간주함으로써 한 번에 한 개

의 층씩 순차적으로 학습한다. 이 효율적이고 greedy한 

방법에 이어서 마지막에는 전체 네트워크의 생성 또는 

변별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전체 가중치를 세부 조정

하는 학습 절차를 거친다. 변별적 세부조정은 원하는 

출력을 표시하는 변수들의 층을 하나 추가하고 에러 

역전파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수행된다. 여러 층의 은닉 

변수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이미지와 같이 고도로 복

잡한 구조의 입력 데이터에 적용될 때, 에러 역전파 방

법은 DBN에 의해서 초기화된 은닉층의 특징 검출기를 

가지고 초기화될 때 성능이 훨씬 우수하다.
Deep Network에 대한 연구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통하여 LeCun 등이 문자인식 성능을 향상하

기 위해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었으며[40], DBN의 결

과는 이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였

다. 한편 다른 맥락에서, 계층적인 구조가 강조된 연상

메모리 구조의 신경망 모델인 HTM이 제시되었다. HTM 
(Hierarchical Temporal Memory)은 뇌의 대뇌신피질의 

구조적 알고리즘적 특성을 모델링한 계층구조의 메모

리 모델이다. 뇌기능의 기억예측 이론에 기반한 바이오

모사 모델로서 Palm Pilot의 창업자인 Jeff Hawkins가 

그의 책 On Intelligence에서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설명하였다[41]. 이 모델은 관측된 입력 패턴과 순열에 

대한 고차의 원인을 발견하고 추론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 세계에 대한 점점 복잡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이 방법은 베이지안망, 시공간적 클러스터

링 알고리즘을 트리형태의 계층적 구조로 결합하고 확

장함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들을 뇌를 모사하

는 새로운 설계 방법으로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

고 있다. 한편 보다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어온 

계층적인 신경망 구조로서 Dynamic Hierarchical Net-
work가 있다[42].

3.3 Probabilistic Programming Language

확률그래프모델(probabilistic graphical models)은 모

델링을 위한 공통 언어로서 기계학습과 통계학 뿐만 아

니라 로봇공학, 컴퓨터 비젼, 생물학, 신경과학, 인공

지능과 인지과학 연구의 방법론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

였다(www.probabilistic-programming.org/wiki/). 그러나 

인공지능, 기계학습, 통계학 분야에서 발표된 확률모

델들은 보통 재사용이 어렵다. 이 특수 목적의 일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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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추론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확률프로그래밍 언어는 범용 프로그래밍과 확률모

델링을 통합함으로써 상위 수준의 표현 방법을 제공하

고 독립성, 추상화, 재귀성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 특성

을 제공하고자 한다. 확률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결합분포로부터 샘플을 생성하는 코드를 작

성함으로써 확률모델을 기술하면 이로부터 추론은 자

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언어는 복잡한 분포를 기술하는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을 모두 제공하며, 모델 

라이브러리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대화형의 모델

링과 형식적인 검증을 지원하며, 보편적인 모델 클래스

에서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추론을 장려하는 추상화를 

제공한다.
확률프로그래밍 언어적인 인공지능 접근방법은 확률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평가하고 응용

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접근 방법은 인공지능 내에서 지난 10년 이상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노력은 기계학습, 전산통계학, 시스

템생물학, 확률인공지능 뿐 아니라 수학적 논리, 이론

컴퓨터과학, 형식방법, 프로그래밍 언어의 다양한 영

역에 걸쳐서 지난 40년 이상 축적된 연구에 기반을 두

고 있다(wikipedia.org).
현재 Church와 BLOG 등 다양한 확률프로그래밍 언

어가 존재한다. BLOG (Bayesian Logic)는 1차 술어 확

률모델링 언어이다. 이것은 관측된 데이터에 대응되는 

실세계 개체들에 대한 추론을 위해서 설계되었다. 예
를 들어, 비디오 동영상에서 여러 명의 사람을 추적하

거나 텍스트 문서 집합에서 사람이나 기관을 반복적으

로 언급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BLOG는 개체의 

수나 개체와 관측간의 사상관계 등에 대해 불확실성

을 표현하는 것을 비교적 쉽게 해준다. Church는 재귀적 

생성모델에 적합한 보편적 확률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이는 프로그래밍언어 Scheme이 확률적 시맨틱스를 갖

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도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NIPS) 학술대회에서 확률프로그래

밍에 대한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3.4. Parallel Distributed Machine Learning

웹수준의 데이터집합, 대규모 생물학 및 천문학, 다
중언어 기계번역 시대에 있어서 현재의 데이터집합은 

더 이상 한 대의 컴퓨터에 맞지 않으며 전통적인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종종 시간이 너무 걸려서 수행이 불가

능하다. 병렬분산 기계학습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필요악이 되었다. 더욱이 산업계의 선두주자들이 클라

우드가 미래의 컴퓨팅임을 선언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림 6 Distributed Machine Learning 구현을 위한 

Windows Azure와 Amazon EC2 

의 Azure나 아마존의 EC2 등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이 

분산 컴퓨팅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기계학습 연구분야에서는 이러한 컴퓨팅 추세의 중요

한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2010년 12 
월에 열린 NIPS 2010 학회에서 Workshop: Learning on 
Cores, Clusters, and Clouds을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하

여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몇몇 병렬분산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이미 존재하나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분산 학습 알

고리즘은 노드의 결함이나 네트워크의 지연에 강건해

야 하며, 비동기적 갱신 능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

야 한다. Convex Optimization이나 수치해석적 선형대

수 등과 같이 일부 이러한 이슈는 분산 컴퓨팅 등에서 

이미 시도되었으며 기계학습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성공

과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다. 분산 학습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online/batch, synchronous/asyn-
chronous, cloud/cluster/multicore 등과 같은 것을 결정하

는 방법과 성능을 비교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다.

4. MIT Intelligence Initiative (I2) Program

MIT는 2009년부터 새로운 혁신적인 연구 + 교육 프

로그램으로 Intelligence Initiative 즉 I2 프로그램을 추진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5월 3~5일에는 MIT 개교 150
주년 기념 행사의 일부로 Minds, Brains, and Machines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Marvin Minsky, 
Noam Chomsky, and Sydney Brenner 등이 참석하고 

그림 7 MIT Intelligence Initiative (I2)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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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 Pinker가 사회를 본 “Golden Age” 패널토론이 포

함되어 있었다. 본 세션은 다음의 6개의 세션으로 구성

되었다.

- Vision
- Language
- Learning and Genetics
- Action and Navigation
- Social Cognition and Development
- Integrative Intelligence.

그 외에 “I2: why is it time to try again?” 패널에서는 

신경과학, 인지과학, 컴퓨터과학을 융합하여 새로운 인

공지능과 마음을 이해하는 미래 연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Looking in and out” 세션에서는 

지능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의 역할과 시장 및 연구에 

대한 패널 토의가 있었다.
아래에는 MIT I2 프로그램에 기술된 연구 동기 및 

내용을 번역 요약하는 수준에서 정리하기로 한다(www. 
isquared.mit.edu).

지능의 특성, 뇌가 지능을 생성하는 방법, 기계에 지

능을 복제하는 방법 등에 관한 지능의 문제는 현대 과

학에서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철
학자들은 지능에 대해서 수세기 동안 연구해 왔다. 그
러나 지난 몇 세기에 와서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핵

심 발전을 통해서 지능연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답이 가능한 질문을 던지게 하였다.

∙어떻게 마음은 센서 정보를 처리해서 지능적 행동

을 생성하는가?
∙어떻게 비슷하게 동작하는 지능형 컴퓨터 알고리

즘을 설계할 것인가?
∙인간 지식의 구조와 형태는 무엇인가? 어떻게 저

장되고 표현되고 조직되는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진화, 발달, 학습의 과정

으로부터 생기며 이들의 유전학적인 기원은 무엇

인가?
∙로봇, 마이크로, 나노장치와 이들의 네트워크 수

준의 다양한 스케일에서 어떻게 더욱 지능적인 합

성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 수준에서 군집 지능

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다양한 스케일과 시스템에 걸친 학습, 예측, 

결정, 계획에 대한 공통되는 원리가 존재하는가?

MIT I2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신선한 해결

책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마음을 연구하는 인지과학,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 지능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는 컴퓨터과학과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가 

새롭게 통합된 융합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들 연구 분

야는 1950년대에는 함께 성장하였으나 각각이 전문화

되면서 분리되어 나갔다. 21세기에는 이들이 다시 합쳐

지고 있는데 그것은 뇌와 마음이 지능적 인공물을 설

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에서 공학으로의 지식의 

흐름과 또한 반대로 공학에서 과학으로의 도구의 제공

에 의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새로운 도구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구들은 계산능력

의 급격한 증가, 대규모 멀티모달 데이터의 존재, 마음, 
뇌, 기계의 지능을 공통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학습, 추
론, 결정에 대한 통합적인 수학적인 틀의 발전 등을 포

함한다. 이들 연구 분야의 핵심 중에서도 이들 새로운 

도구에 의해서 추진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고도로 

학제적이라는 것이다.
전체 추진체계를 다음 세 개의 축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중에서 A의 마음-뇌-계산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A. Mind-Brain-Computation
B. Collective Intelligence
C. Physical or Molecular Intelligence

나머지 두 개의 B와 C는 보조축으로 삼고 있으며 B
는 사회과학, 경제학, 경영학, 미디어와 컴퓨터과학을 

포함하고, C는 생물학, 바이오공학, 전기공학, 컴퓨터

공학, 재로공학, 화학 및 물리가 포함된다.
MIT Intelligence Initiative (I2)는 지능을 주제로 다양

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인간 또는 동물의 지능

∙기계 또는 분자의 지능

∙문화 또는 군집의 지능

기존의 연구 지원 체계나 학교 조직 체계보다도 융

합적인 접근 방법을 장려하고 가능하게 하는 추진 체

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지능은 환경으로부

터의 학습과 유전적인 조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각, 
언어, 행동 및 사회적 이해를 아우르는 지식이 성장함

으로써 발달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연구는 좀처럼 이

러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군집 및 개인 지능의 연구도 더욱 단단하게 결합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 군집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욱 또는 적게 지능적인지가 개인의 마음의 능력에 대

한 지식에 근거를 두고 이해되어야 한다. 동시에 개인

의 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영향도 시장,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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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같은 군집적인 

상황 내에서만 드러날 수 있다. 이 점에서 I2는 Integrative 
Intelligence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능의 기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지적인 과학

적인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지능적인 인공물과 시

스템을 만들고 군집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

은 미래의 번영, 교육, 헬스, 안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

하다. Google, Wikipedia, YouTube 등의 인터넷 자원

은 우리로 하여금 “서치 엔진이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

자의 질문 뒤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비디오에서 전

개되는 장면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

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욱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최근의 재정위기

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 언제 우리의 지능 즉 개인 

트레이더, 기업가, 투자자의 마음과 경제나 법적 규제 

시스템의 메커니즘이 불능이 될지를 분석하게 만든

다. 그리고 재정 시장과 경제적 측면을 더욱 지능적으

로 설계하는 것을 고려하게 만든다. 미국공학한림원에

서 최근 14개의 Grand Challenge를 공시했다. 이들 중

의 반 이상이 I2와 프로젝트와 관련된다. 네 개는 마

음-뇌-계산에 관련되며, 즉 reverse engineer the brain, 
advance personalized learning, enhance virtual reality, 
and engineer the tools of scientific discovery, 세 개는 

계산학적, 물리적, 군집적 지능의 응용과 관련되는 ad-
vance health informatics, engineer better medicines, secure 
cyberspace 주제이다.

5. 미래 연구개발 주제

현재의 컴퓨터와 대조적으로 뇌는 다음과 같은 정보

처리 원리를 갖는다.

∙Sparse population coding
∙Deep hierarchical structure
∙Dynamic coordination
∙Predictive coding

뇌는 동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불확실한 상황에

서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예측기

계이다. 이러한 기계를 만드는 것은 과학기술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는 근본적인 기술로서 다음과 같은 과제

를 제안한다[43].

최종 연구목표

Deep Dynamic Prediction을 수행하는 확률적 학습과 

추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병렬분산컴퓨팅으로 

구현하여 실시간에 동적 복잡계를 학습하고 모델링하

는 뇌를 닮은 인지컴퓨팅 플랫폼 즉 Bayes-Markov Ma-
chine을 개발한다.

단계별 연구 목표 및 내용

❏ Phase I: Multicore기반 Brainlike Bayes-Markov 

Machine 구현

∙Dynamic Deep Network 구조의 확률그래프모델 

설계

∙Monte Carlo 시뮬레이션 기반 병렬분산 확률적 학

습 방법 연구

∙Bayesian Filtering 기반 병렬분산 확률적 추론 알

고리즘 연구

❏ Phase II: Deep Bayes-Markov Machine 기반 

Multitarget Tracking 연구

∙Bayesian Programming Language 설계 및 실행 환경 

구축

∙Hierarchical Particle Filtering 기반 Deep Bayesian 
Prediction Machine 구현

∙Cognitive Interaction에서 Multitarget Tracking 문제 

적용 및 평가

❏ Phase III: Real-Time Dynamic Complex Systems 

환경 적용

∙Dynamic Simulation of Cognitive Brain Networks 
∙Social Dynamics & Mobile Lifelog Analysis and 

Modeling 
∙Complex Dynamic Financial Time Series Prediction

본 고는 서두에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

발하였다.

∙뇌는 어떻게 변화하는 입력을 그렇게 빠르고, 유
연하며, 안정적으로 계산해 내는가?

∙뇌의 정보처리 구조와 조직의 특징은 무엇이며 계

산 방식의 원리는 무엇인가?
∙뇌처럼 불확실성하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컴퓨터

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제안한 연구 과제가 이들 질문들을 어떻게 

답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하자. 첫째 질문에 

대해서 위의 Bayes-Markov Machine은 기본적으로 Po-
pulation Coding 방식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많은 

수의 신경단위가 상호 작용하면서 만들어 내는 자기조

직하는 복잡계의 공간은 유연성과 안정성의 기반이 된

다. 뇌는 다양하고 중첩된 분산 표현 방식을 사용함으

로써 불확실성이나 잡음에 대해서도 강인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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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런들의 망이 동적으로 형성되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복잡한 연산을 빨리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Popualtion Coding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으로 Bay-

sian Filter를 사용한 Monte Carlo Simulation을 수행한

다. 최신의 병렬분산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Bayes- 
Markov Machine을 구현함으로써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고난도 복잡도의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이러한 기술이 Brain Network과 같은 과학

적인 데이터 모델링 뿐만 아니라 Social Network이나 

Financial Time Series Prediction과 같은 비즈니스, 경제 

문제에 활용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임팩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6. 결 론

본 글에서는 인공지능 연구의 기반이 되는 뇌를 닮은 

인지컴퓨팅(brainlike cognitive computing) 모델 연구를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인공지능 관점에서 연구되어 

온 규칙기반 시스템, 연결망 구조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서 발전해 온 신경 군집코드 모

델, 동력학 시스템 모델, 베이지안 뇌 모델 등의 이론

적인 모델들을 살펴 보았으며, 분자컴퓨팅 등 비전형적

인 계산모델도 살펴보았다. 최근의 연구개발 동향으로 

IBM Cognitive Computing Project (SyNAPSE), Deep 
Neural Network 아키텍쳐 연구, 확률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 병렬분산 기계학습, MIT의 Intelligence Initiative 
(I2)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위의 연구 동향 조사를 기반으로 미래 연구개발 주제

로서 Deep Dynamic Prediction을 수행하는 확률적 학습

과 추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병렬분산컴퓨팅

으로 구현하여 대용량 고속 멀티미디어 데이터처리를 

지원하는 뇌를 닮은 인지컴퓨팅 플랫폼(Bayes-Markov 
Machine)을 개발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이
러한 과제는 신경과학 및 인지과학의 자연과학적 기반 

위에서 인지정보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을 한 단계 발전

시킬 수 있는 핵심 기반 기술과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

는 주제이며 다루어야 하는 데이터가 점차 복잡해지고 

시간적인 흐름으로 동적으로 들어오는 다차원 복잡 데

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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