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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지능과 기계지능 - 인지주의 인공지능

서울대학교  장병탁

1. 서 론

1950년대에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탄생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지난 60여년 동안 두 가

지의 큰 패러다임을 탐구하였다. 초기 30년 동안

(1960-1990)의 제1기 기호주의 인공지능 (Symbolic 

AI) 패러다임은 철학적으로 합리론(Rationalism)에 기

초하며 지식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지능을 구현하고자 

하였다(Charniak, 1985). 후기 30년 동안(1990-현재) 

제2기의 연결주의 인공지능 (Connectionist AI) 패러다

임은 철학적으로 경험론(Empiricism)에 기초하여 데이

터로부터 학습함으로써 지능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

을 취하였다(Mitchell, 1997). 후기 패러다임은 특히 

최근 몇년 사이에 딥러닝을 통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딥러닝은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장점은 있

으나 많은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모델의 해석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기호주의 인공

지능 모델들은 해석은 쉬우나 학습을 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제는 제1기의 기호주의 AI와 제2기의 연결주의 

AI 패러다임의 교훈을 바탕으로 그 장점을 살리고 한

계를 극복하는 제3기의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을 

열어갈 때이다. 다가 오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는 IoT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와 서비

스가 등장하고 컴퓨팅 환경 및 정보 인프라가 다시 

한번 크게 변화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 드론, 로봇과 

같은 자율주행체들과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물리 세계

로부터 자동으로 생성되는 센서 데이터는 지금까지 

사람이 컴퓨터에 입력하던 데이터와는 그 종류와 규

모와 속도 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대하고 빠를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

라 질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요구한다. 

본 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제3의 인공지능 패러다

임은 뇌를 닮은 인지시스템으로서의 인공지능이 되어

야 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러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야말로 

뇌를 닮은 인간수준의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과거의 제1,  2기 인공지능 패러다임의 특

성을 리뷰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제3의 새로운 인공

지능 패러다임으로서 인지주의 인공지능(Cognitive AI)

을 제안할 것이다. 인지주의 AI는 합리론(기호주의 

AI)에서 강조한 지능의 선험적 요소와 경험론(연결주

의 AI)에서 강조한 지능의 환경적 영향이 따로가 아

니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달되어 간다고 

보는 구성주의 철학(Constructivism)에 기초한 인공지

능 패러다임이다. 이는  과거의 인공지능이 책벌레형 

지능(book smarts)을 추구하였다면 이에 반해서 일상

생활형 지능(street smarts)을 추구한다. 닫혀 있는 가

상세계에서 생각만 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실세계

에서 센서를 통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인간과 교

감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체(Embodied 

AI)를 연구하는 것이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지능의 본

질을 살펴보고 기계와 인간의 지능의 차이를 비교 분

석함으로써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갖추어야 할 조

건들을 살펴본다. 이에 비추어 과거의 기호주의 AI, 

연결주의 AI 패러다임은 그 장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를 짚어본다. 제3절에서는 제3의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 인지주의 AI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사실 이러한 

방향의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다양한 학

문 분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연구가 산발적으

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 철학, 심리

학, 언어학, 신경과학, 로보틱스 연구에서의 관련 연

구 동향을 살펴볼 것이며, 이들이 인지주의 인공지능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할 것이다. 제4

절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뇌인지시스템

에 기반한 구성주의적 자율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논의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론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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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서울대학교의 바이오지능 연구실과 인지로봇 인

공지능 센터(CRAIC)에서 수행해 오고 있는 프로젝트

를 몇 가지 소개한다. 제5절에서는 뇌인지시스템에 

기반한 인지주의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환경과 상호작

용하는 “실세계 인공지능”의 과학기술적 중요성과 산

업경제적 효용성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그 연구개발 

추진 전략에 대해서 제언한다. 

2. 인간의 지능과 기계의 지능

인간의 지능은 인공지능의 이상이자 모범이다. 물

론 인공지능이 꼭 인간 지능을 닮아야 하는가라는 질

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의  인공

지능 기술을 보면 그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전히 인간의 지능은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적

어도 인공지능이 모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표 시

스템이 하나 있다면 인간 지능은 그 목표 시스템으로

서 손색이 없다. 인간의 지능은 결국 뇌를 중심으로 

한 인지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지능의 본

질에 관한 질문은 결국 인간의 뇌인지시스템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될 수 있다. 

지능의 생성 과정과 그 본질을 좀 더 이해하기 위

해서 먼저 뇌의 기본 기능을 살펴보자. 뇌는 왜 존재

하는가? 뇌의 핵심 기능은 무엇인가? 생물학적으로 

모든 개체는 생존과 번식을 추구하며 뇌는 이를 위해

서 신체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기능이

다. 즉 뇌는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지각, 행동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뇌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환경에서 살아남

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물체를 알아보고, 상대를 인

식하며, 적을 피하고, 먹이를 포획하고, 짝짓기 상대

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많은 고등 동물들에

서는 시각, 청각, 기억, 선택적 집중 등과 같은 인지 

기능이 발달하였고 인간에게는 여기에 언어, 사고와 

같은 고등 인지 기능이 추가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뇌가 기억, 학습, 판단, 사고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본적인 딜레마에 봉착하게 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불확실하지만 빠른 판단 (A1) vs. 확실하지만 느

린 판단 (A2)

∙암묵적 기억 (B1) vs. 명시적 연산 (B2)에 대한 

의존도

∙직관적 감성 (C1) vs. 분석적 이성 (C2)에 대한 

균형성

사람의 지능을 판별할 때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관여한다는 것은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떤 사

람은 오래 생각하여 문제를 잘 푸는가 하면 어떤 사

람을 아주 빠른 시간에 문제를 푸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상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은 위의 여러 관점들을 상

황에 맞게 최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연구는 이러한 인지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

고 구현할 수 있는(학습 또는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즉 어떻게 뇌인지 구조를 발견

/설계하고 어떻게 이 구조를 학습하는 알고리듬을 개

발하거나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제공할 것인가를 연

구해야 한다. 

1950년대부터 초기 30여년간 연구된 제1기의 기호

주의 인공지능 패러다임은 합리론적 방법론을 취하였

다(Nilsson, 1982; Charniak, 1985). 지능의 선험적인 

요소를 강조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계에

게 주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식을 기

호로 형식화해서 기계에 표현하고 이를 넣어 주는 방

법들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논리와 규칙기반의 

지식 표현 방법과 추론 방법이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전문가 시스템으로 활용되었다. 뇌

의 근본적인 딜레마 관점에서 합리론적 기호주의 인공

지능은 뇌가 봉착하는 세가지 딜레마에서 A1, B1, C1

의 특성 보다는 A2, B2, C2의 특성이 강하다. 즉 

기호주의 인공지능

∙A1 << A2

∙B1 << B2

∙C1 << C2

여기서A1 << A2 표시는 A1의 특성 보다는 A2의 

특성이 훨씬 강하다는 뜻이다. 기호주의 인공지능의 

장점은 존재하는 지식을 주입함으로써 동작하는 시스

템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은 주입할 

지식이 존재하고 이를 기호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문제의 경우 문제 해결 지식을 

알기 어렵고 또한 문제의 복잡도가 커지면 넣어주는 

지식간에 상호 간섭에 의해서 오동작이 발생하고 이

를 교정하는 것이 어렵다. 

제 2기의 연결주의 인공지능 패러다임은 경험론적 

방법론을 취하였다. 사람이 가진 지식에 의존하기 보

다는 관측되는 데이터에 의존하려는 시도이다

(Mitchell, 1997; Nilsson, 1998; Russell, 2010). 이를 위

해서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일반적

인 방법론과 기술을 연구하였다. 신경망, 의사결정 트

리, 베이지안넷과 같은 머신러닝 방법들은 이러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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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결과물이며 딥러닝으로 발전하였다(장병탁, 

2017). 뇌의 세가지 근본적인 딜레마 관점에서 연결주

의 인공지능은 A1, B1, C1의 특성이 강하고 대신 A2, 

B2, C2의 특성이 약하다. 즉 

연결주의 인공지능

∙A1 >> A2

∙B1 >> B2

∙C1 >> C2

연결주의 인공지능은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자동으

로 생성함으로써 제1기의 기호주의 인공지능 시스템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가 많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 습득에 한계가 있다. 또한 

학습되는 지식이 명시적이기 보다는 암묵적인 지식 

구조여서 결과로 생성된 모델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 인지주의 인공지능과 뇌인지 구조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3기 

인공지능은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뇌의 근본적인 딜

레마에서 왼쪽 특성(특성 A1, B1, C1)과 오른쪽 특성

(특성 A2, B2, C2)간의 최적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추구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리 

주어진 것을 가정하기 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과 학습을 통해서 형성되어 나가는 구성

주의적 방법론에 기초한다. 그러한 시스템의 이상적

인 모델은 인간의 뇌인지 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발달과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구조이다. 이 “인지주의” 인공지능 (Cognitive AI) 패

러다임은 환경에 처해서 끊임없이 지식을 구성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처한 상황에서 빠르고 유연하고 안정적

으로 행동하는데 적합하다. 

인지주의 인공지능

∙A1 > < A2

∙B1 > < B2

∙C1 > < C2

인지주의 인공지능은 초기의 간단한 구조와 기본 

지식에서 출발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관측하여 발달 학습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모

델 구성요소들을 만들고 이를 재조립하면서 보다 고

차의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발달 적응 과정에

서는 새로운 모듈이 만들어 질 뿐만 아니라 기 존재

하는 모듈이 삭제되기도 한다. 이는 진화의 원리가 뇌

인지 시스템의 발달 과정에서도 적용되는 것과 같다.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개체의 번영에 도움이 되는 인

지구조는 더욱 번성하고 그렇지 못한 인지 구조는 퇴

화하는 것이다. 

인지주의 AI의 철학적 기반이 되는 구성주의 이론

은 심리학과 언어학 등 인지과학 분야에서는 벌써 오

래전부터 주장되어온 이론이다. 구성주의를 뒷바침하

는 대표적인 인지이론으로는 브루너의 개념 학습 이

론(Bruner, 1973),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Piaget, 

1954), 비고츠키의 문화 인지 이론(Vygotzky, 1934)이 

있다. 

뇌인지과학에서도 구성주의를 지지하는 이론들이 

다수 존재한다. 에이전트가 신체를 가지고 환경과 상

호작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체화된 인지시스템 이론

(Varela, 1991, Barsalou, 2010)과 인지가 환경에 대한 

행동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 지각행동 시스템 이론

들(Stewart, 2010; Prinz, 2013)은 구성주의 철학과 맥

을 같이한다. 즉 인간의 마음은 선험적으로 주어지거

나, 아니면 경험적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의 동적 상호작용에 의한 행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간다고 본다. 이 관점의 연장선 상에서 보면 

자유 의지(free will)와 자아(self)의 개념도 환경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

는 것으로 해석된다(Prinz, 2012).  

그림 1 카네만의 듀얼 시스템 특성 (시스템 1과 시스템  2)

인지주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뇌인지구조의 발달과 

학습을 통하여 듀얼시스템 인지 구조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지심리학자 카네만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구성되어 있다(Kahneman, 

2011). 시스템 1은 빠르고,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반면에 시스템 2는 느리고, 분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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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성적인 의사 결정을 수행한다(그림 1). 심리

학과 경제학의 많은 연구 결과가 시스템 2의 중요성

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 1에 의

해 의사결정을 하며 이 또한 시스템 2보다 더욱 좋을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 시스템 2는 제1기의 합리

론적 기호주의 인공지능 패러다임과 유사하고, 시스

템 1은 제2기의 경험론적 연결주의 인공지능 패러다

임과 맥을 같이 한다. 시스템 2는 합리주의적 인공지

능 시스템처럼 의식적이고, 논리적이며, 많은 노력과 

통제가 관련되고, 의도적인 사고 과정에 관여한다. 시

스템 1은 무의식적이고, 가설적이며, 노력없이 자동적

으로 일어나고, 무의도적인 사고 과정을 지배한다. 시

스템 1은 사람과 동물에 공히 나타나지만 시스템 2는 

주로 사람들이 보유한 인지 능력이다.

제안하는 구성적 인지주의 인공지능 패러다임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이 통합된 뇌인지구조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추구한다(표 1). 이러한 시스템

은 기존의 기호주의 AI와 연결주의 AI의 장점을 결

합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기호주의와 

연결주의가 각각 개체와 환경의 한쪽을 과다하게 

강조한 반면 다른 쪽을 놓쳤다면, 인지주의 AI는 개

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핵심에 둠으로써 “실세계”

에서 문제를 푸는데 적합하다. 또한 기호주의와 연

결주의가 각각 추론이나 학습의 한쪽 능력에 집중

한 반면에 다른 쪽의 능력을 무시하였다면, 인지주

의 AI는 추론과 학습이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반복

되는 실시간 온라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인공지능 

패러다임이다.

인지주의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고자 하는 뇌인지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뇌에 관해서 밝혀

진 특성들을 좀 더 살펴보자. 뇌를 컴퓨터의 일종으로 

본다면, 뇌는 현재의 디지털 컴퓨터와는 상당히 다르

다. 먼저 i) 뇌는 프로그래밍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지

기 보다는 조직화됨으로써 구조화된다. 컴퓨터처럼 

명령에 의하기 보다는 ii) 뇌는 환경에서 가르쳐진다. 

컴퓨터가 계산에 의해서 물체를 잘 인식하고 분석한

다면 iii) 뇌는 생성하고 합성하는 일을 잘 한다. 또한 

컴퓨터는 계산을 잘 수행하지만 iv) 뇌는 구성하는 일

을 잘 한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뇌라는 컴퓨터는 평생

학습하는 시스템이고, 성장하는 기계이며, 미래를 예

측하는 시스템이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기계이며, 의

도를 가진 시스템이다. 이러한 특성은 현재의 디지털 

컴퓨터가 가지지 못한 특성이며, 구성주의에 기반한 

인지주의 인공지능이 모사해야 할 이상적인 지능시스

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뇌인지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뇌의 특성을 구조

적, 조직적,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구조적 측

면에서 뇌는 계층적, 초병렬적, 조립적, 복합적, 희소 

구조를 갖는다(HiMACS, 그림 2). 또한 뇌는 조직적

으로 볼 때 발달에 의해, 사상을 하도록, 점진적으로, 

비평형상태에서, 조합적으로 형성된다(DevMIND, 그

림 3). 뇌는 기능적으로는 상당히 동적이고, 장기적이

며, 통합적이고, 예지적이며, 창발적으로 활동한다

(DynaLIFE, 그림 4). 

• Hierarchical
– Layers, multiscale, deep

• Molecular
– Chemical switch, distributed, 
– Massive associative

• Aggregate
– Assemblies, microcircuits, cascades

• Complex
– Heterogeneous, hubs, recurrent, convolutional

• Sparse
– Distributed, modular, sparse population coding

Structural Principles

  

그림 2 뇌의 구조적 원리와 특성

표 1 기호주의, 연결주의, 인지주의 인공지능 패러다임의 특성 비교 

기호주의 AI

(Symbolic)

연결주의 AI

(Connectionist)

인지주의 AI

(Cognitive)

철학적 기반
합리론

(Rationalism)

경험론

(Empiricism)

구성론

(Constructivism)

개체-환경 관계 개체 중심 환경 중심 개체와 환경의 동적 상호작용

추론-학습 관계 추론 중심 학습 중심
행동을 통한 학습과 추론의 

순환적 반복

시스템 구조 기호규칙 집합 고정적 망 구조
동적 재구성 다층망 구조

(뇌인지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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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al
– Growing, self-reproducing, adaptive

• Mapping
– Topology-preserving map, transformation

• Incremental
– Continual change, online, plastic

• Nonequilibratory
– Far from equilibrium, edge of chaos, asynchronous

• Decompositional
– Disassembly, reassembly, reorganization

Organizational Principles

  

그림 3 뇌의 조직적 원리와 특성

• Dynamic
– Perception-action cycle, 
– interaction, feedback

• Long
– Learning continually over time

• Integrative
– Spatiotemporal integration, multisensors

• Futuristic
– Anticipatory, internal model, goal, desire

• Emergent
– Collective, population decoding

Functional Principles

그림 4 뇌의 기능적 원리와 특성

Brain

1011 Cells

Cell

>106 Molecules ∞  Memory

MindMolecule

Brain-Like Learning
Brain-Like

Intelligence
Brain-Like

Computation

Scientific Understanding Technical Construction

그림 5 뇌인지 시스템 기반의 인공지능

뇌는 아주 많은 수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동

적으로 재조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이 점은 앞에서 살펴본 뇌의 

세가지 딜레마를 해결하여 빠르고, 유연하고, 안정적

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의 

한가지 단점은 시스템 구조를 계속 재구성하고 재조

직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뇌는 오랜 진화 과정을 통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뇌의 구조와 기능 및 그 

조직의 원리를 모방한 계산과 학습을 수행하는 뇌인

지 시스템에 기반한 인공지능(그림 5)이 인간수준의 

인공지능에 도달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4. 인지주의 인공지능 연구 방법론

지금까지 인지주의 인공지능 패러다임을 정의하고 그 

연구의 역사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패러다임은 인간

의 뇌인지 시스템을 이상적인 인공지능 모델로 본다. 

이 접근 방법의 한가지 어려운 점은 우리가 아직 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피해가면서 인지주의적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방

법을 제시한다. 기본적인 전략은 가설적인 뇌인지구조에 

기반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를 역공학적으로 

분석(reverse-engineering)하는 것이다. 즉 인지주의에 의

하면 뇌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므로 

인공적인 뇌인지 시스템을 만들어 봄으로써 뇌를 이해하

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즉 뇌과학과 인공지능 연구는 

서로 상대방에게 기여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까지의 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 뇌인지 구조를 

만들고 이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적으로 

학습시킨 후, 그 결과로 만들어진 뇌인지 시스템을 역공

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뇌인지 구조에 대한 가설을 검증

하거나 다시 수정하는 것이다(그림 6). 

역공학적 방법은 또한 과학자들이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는 베이지안 추론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사

전 확률분포로부터 가설(이론)을 세운 후, 실험을 통

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경험적 확률분포(우도함수)를 

추정한다. 이 둘을 결합하여 사후 확률분포를 계산함

으로써 가설(이론)을 검증한다. 수정된 사후 확률분포는 

가설 수정을 반복함으로써 현상(데이터)을 보다 잘 

Reverse Engineering the Brain

그림 6 인지주의 인공지능과 뇌인지구조의 역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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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에서의 사전 확률분포로 사용되고 실험과 

설명하는 가설(이론)에 도달한다. 베이지안 추론으로 

설명하자면, 제1기의 합리론적 기호주의 인공지능은 

선험적 지식(사전 확률분포)에 많은 믿음을 주는 방법

이고, 제2기의 경험론적 연결주의 인공지능은 실험 데

이터로부터 획득한 경험적 지식(우도함수)에 많은 믿

음을 주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인지주의 

인공지능은 반복적인 베이지안 추론을 통하여 선험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을  결합하는 연구 방법이다.  

역공학적 방법을 사용한 인지주의 인공지능 연구의 

사례를 살펴보자. 아래에서는 먼저 만화영화 비디오 

데이터를 실세계 센싱 데이터의 대체 데이터로 사용

한 인지시스템 모델링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구글 글래스를 착용한 사람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수

집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사람의 행동과 판단

을 모델링 하는 인지시스템 모델링 연구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센서와 모터를 갖춘 완전히 체화된 인지 

시스템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환경에서 이동하며 학습

함으로써 인지시스템 모델링을 한 실험을 소개한다.  

첫번째로, 만화영화 비디오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

이들의 뇌인지 구조를 역공학적으로 모델링한 실험을 

살펴보자(Zhang, 2012). 비디오 데이터는 텍스트만의 

데이터에 비해서 영상과 소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실세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체화된 인

지시스템을 연구하는데 더욱 적합하다. 또한 에피소

드의 스토리가 시간에 따라서 순서대로 전개되기 때

문에 실세계의 일상생활을 반영하는 데이터로 쓰일 

수 있다. 실험에서는 뽀로로 만화 영화 전집을 학습하

였으며 아이들이 만화영화를 보면서 개념을 학습하여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인지발달 과정을 모사하였다. 

그림 7은 만화 비디오 학습이 수행된 후 만들어진 인

지적 개념망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8은 개념망을 

구현하는 신경망의 구조로서 이 방법에서는 딥하이퍼

넷 구조를 사용하였다(Ha, 2015; Kim, 2017). 역공학

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기에 설계한 딥하이퍼넷 구조

는 모델링하고자 하는 뇌인지시스템의 가설에 해당한

다. 실험과 연구가 진행되면서 더욱 좋은 성능을 내는 

딥하이퍼넷 구조가 발견되면 주어진 현상 즉 비디오 

데이터를 더욱 잘 설명하는 모델로 볼 수 있다. 

그림 9는 이렇게 모델링된 인지 시스템을 로봇에 

이식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체화된 버전을 보여준다. 로

봇은 센서와 모터 및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방 사람

과 말을 하고 그림을 보여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기 

버전 뽀로로봇(Pororobot)은 그러나 카메라는 사용하지 

않았다. 즉 아직 환경과 상대방을 시각적으로 인식하

지는 못한다. 그림 10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람을 시

각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한 단계 더 체화된 캠봇

(Cambot)을 보여준다. 캠봇이 장착된 뽀로로봇은 말로 

소통하고 그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 물체를 

인식하고 이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할 수 있다

(Kim, 2016). 이러한 시각질의응답(Visual QA) 시스템은 

언어만을 사용하는 챗봇에 비하여 한단계 더 진화한 

대화형 인공지능이다. 

Image 개수 : 
Word  개수 : 

Episode 개수 : 

Learning from Cartoon Videos
300
50
350
80
400
110
450
140
500
170
550
210
600
240
650
270
700
300
750
330
800
360
850
390
900
420
950
4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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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510
1100
540
1150
570
1200
600
1250
630
1300
660
1400
690
1500
720
1600
750
1700
780
1800
810
1900
830
2000
850
3000
1600
4000
1700
7000
1800
10000
1900
2500
1000
18315010080757065605550454035302520151051

[Ha et al.,  AAAI-2015]

그림 7 체화된 뇌인지시스템의 개념적 구조

Deep Hypernets for Visual Dialogue

1. K.-M. Kim, C.-J. Nan, J.-W. Ha, Y.-J. Heo, and B.-T. Zhang, “Pororobot: A Deep Learning Robot That Plays Video Q&A Games”, AAAI 2015 Fall Symposium on AI for Human-Robot Interaction (AI-HRI 2015), 2015.
2. J.-W. Ha, K.-M. Kim, B.-T. Zhang, Automated Visual-Lingusitc Knowledge Construction via Concept Learning from Cartoon Videos,” In Proceedings of the Twenty-Ninth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AAI 2015), 2015.
3. B.-T. Zhang, J.-W. Ha, M. Kang, Sparse Population Code Models of Word Learning in Concept Drift, In Proceedings of Annual Meeting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Cogsc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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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체화된 뇌인지시스템의 기구적 구조

Pororobot (SNU)

[Ha et al., AAAI-2015]

그림 9 체화된 인지시스템으로서 뽀로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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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ot (SNU)

[Kim et al., NIPS-2016]

그림 10 시각대화 능력을 갖는 체화된 인지시스템으로서 캠봇

Hierarchical Learning Framework

Sensory Level

Feature Level

Context Level

[CY Lee]

그림 11 구글 글래스로 수집한 센서 데이터 기반의 체화된 

인지시스템

뽀로로봇과 캠봇 실험은 에이전트가 센서와 모터를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하지만 실제로 이동은 하지 않

는 고정형의 체화된 인지시스템 실험이었다. 그러나 

체화된 인지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지능이 환경과의 

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행동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

다. 다음 실험은, 이동하는 개체에서 지각 행동에 기

반한 인지시스템을 다루었다. 이번에는 만화영화 비

디오 대신에 실제로 사람이 구글 글래스 웨어러블 장

치를 착용하고 생활하면서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지시스템 구조를 모델링 하였다. 이 실험

에서는 3명이 2주 동안 매일 일상생활을 촬영하였으

며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인지시스템의 구조를 역공

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그림 11). 여기

서는 하이퍼넷 구조와 딥컨볼루션넷 구조를 갖는 두 

층의 신경망 구조를 적층한 듀얼 메모리망 구조

(DMA)를 뇌인지 시스템의 가설 구조로 설정하였다

(Lee et al., Neural Networks, 2017). 

DMA 아키텍쳐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상위층 학습에

서는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하위층에서는 표상학습을 

통해서 느린 변화에 적응한다. 이 방법 또한 뇌인지구

조의 역공학적 모델링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뇌과

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에서 해마와 대뇌피질이 빠

른 학습과 느린 학습을 담당하는 상보적인 특성이 있다

고 알려져 있으며 두 층의 신경망 구조가 각각 해마와 

대뇌피질의 기능을 한다고 볼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온라인 평생학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멸적인 망

각(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으로 모멘트 매칭에 기반한 동적인 전이학습 방법

을 도입하였다(Lee et al., NIPS-2017).

마지막으로, 완전히 체화된 인지시스템의 뇌인지 구

조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AUPAIR 

(Autonomous Personal AI Robot)를 이용한 실험을 하였

다(그림 12). AUPAIR는 가정 환경으로 꾸며진 실험실

을 돌아다니며 공간에 대한 지도를 학습하고 환경의 물

체를 학습하여 인식하고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홈로봇이

다. 집안에서 아이들의 보모와 가정 교사 역할을 하는 

미션을 수행하였다(Lee et al., AAAI-2018). 보모 역할을

Aupair: Home Robot for Childcare
A Cognitive Robotics Research Platform for Home Service Robots

Aupiar 1

Aupiar 2

그림 12 체화된 인지시스템AUPAIR 홈로봇 

AUPAIR: Autonomous Personal AI 
Robot

AUPAIR (SNU & Surromind Robotics)
Winning the RoboCup@Home 2017

http://mnews.joins.com/article/21823070#homehttps://www.youtube.com/watch?v=a2ZJTpbMWsQ

그림 13 자율주행 퍼스널 인공지능 로봇 AU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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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해서 아이와 엄마들의 대화를 학습하였으

며, 가정 교사 역할을 위해서는 만화영화를 학습하여 

뽀로로봇의 기능을 갖추었다. SoftBank Robotics 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Pepper에 구현된 AUPAIR  인공지

능 시스템은 2017년도 RoboCup@Home 국제대회에 나

가서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그림 13).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지주의 인공지능 연

구의 이상적인 연구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아직 

AUPAIR에서 사용된 인지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체계

적인 설명을 하거나 이론적인 기반을 부여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후속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과 자연스

럽게 상호작용하고 행동하며 홈 서비스를 수행하는 

AUPAIR를 만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튜링 테스트”

를 통과한다면 이는 인간수준의 인공지능에 한발 더 

다가가는 성과일 것이다. 다른 한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 로봇의 뇌인지시스템 구조를 역공학

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이는 인간 지능에 대한 뇌인지

과학적 이해에도 기여할 것이다. 

5. 맺음말

현재까지 시도된 두 가지 인공지능 패러다임을 비

교 분석하고 그 강점을 살리고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서 인지주의 인공지능을 제안하였다. 

인지주의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

동하는 기계를 만들려는 인공지능 본래의 문제를 되

돌아보고, 인간의 지능과 그 기반이 되는 뇌인지시스

템에 대한 최근 과학적 발견을 반영한 이론이다. 그러

나 이 글의 3절과 4절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인지

주의 인공지능은 완전히 새로운 주장이라기 보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다른 학문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연구되어오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종

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차세대 인공지능이 나아가야 할 연구 방향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패러다임을 지칭하

는데 있어서 “인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

해서는 여기서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

면 인지과학의 역사에서 보면 초기의 고전 인지과학

에서 사용한 ‘Cognitivism’ 또는 ‘Computationalism’을 

우리말로 인지주의라고 쓰기도 하기 때문이다(장병탁 

외 역, 2018). 본 글에서 사용한 ‘인지주의’는 현대 인

지과학에서 널리 받아들이는 ‘체화된 인지’로서의 ‘인

지’를 의미하며, 좀 더 엄 하게는 ‘신인지주의’ 또는 

‘Neo-Cognitivism’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나 

‘신(Neo)’를 생략하고 약칭하였다. 

차세대 인공지능 패러다임으로서 인지주의 인공지

능은 4차 산업혁명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인공지능은 4

차 산업혁명의 동력원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자체

도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혁신될 대상이다. 인지주

의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제1기의 기호주의 인공지

능 시대에는 사람의 머리로 인공지능을 개발하였다

면, 제2기의 연결주의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 

알고리듬을 데이터로부터 머신러닝에 의해 자동으로 

개발하였다. 제2기의 학습 방식은 주어진 데이터를 

기계가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 방

식으로는 도달할 수 있는 지능의 수준에 한계가 있다. 

최근에 알파고 제로가 사람의 도움없이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게

임과 같은 닫힌 세계에서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제한

된 것이며, 열린계인 실세계에서 살아가는 체화된 인

지시스템으로서의 인공지능에서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 제3기의 인지주의 인공지능은 기계가 센서와 

모터를 갖추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습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자율적 인지시스템이다. 이는 지

능 향상에 한계가 없음을 뜻하며 진정한 인간수준의 

인공지능(Human-Level Artificial Intelligence, HLAI) 

또는 범용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에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Mind (SW, Data)

Body
(HW, Device)

“Cognitive”
Smart 

Machines

그림 14 체화된 인지시스템으로서의 스마트 머신과 인지주

의 인공지능

산업적으로 볼때, 로봇, 자동차, 드론 등을 체화된 

인지시스템으로 보고 여기에 인공지능을 주입하는 스

마트머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이다. 그림 14는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머신들을 체화

된 인지시스템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가로축은 고전

적인 인공지능 관점에서의 지능의 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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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학 관점에서는 마음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성격이 강하다. 세로축은 체화된 정도를 표

시한다. 위로 갈수로 신체에 해당하며 하드웨어와 디

바이스 성격이 강하다. 고전적인 인공지능 관점에서

의 인공지능의 발전은 시리, 왓슨, 알파고를 통해서 

그 절정에 근접하였다. 반면에 구글 자율주행차와 보

스톤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은 하드웨어 관점에

서 절정을 보여준다. 그 중간에는 현재로서는 아직 상

상도 하기 어려운 다양한 새로운 종의 제품들이 탄생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를 선점해서 제품화하고 플

랫폼화 하는 기업과 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이다. 

인지주의 인공지능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산발적으로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앞에서 

이러한 방향의 연구에 대한 몇가지 실험 결과들을 소

개하였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에 상황이 바뀌고 있

다. 가상세계에만 숨어 있던 인공지능이 몸을 갖추고 

물리적 세계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자율주행 자

동차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자동차 주행 게임과 같은 

가상세계에 있는 AI가 신체를 가진 자동차에 장착되

어 자율주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예는 스마트 스

피커이다. 애플 시리는 스마트폰 안의 앱의 형태로 존

재했었으나, 아마존 에코를 통해서 말하는 스피커 디

바이스 형태의 가전 제품으로 등장하였다. 여기에 카

메라가 달리면 상대방을 보면서 말할 수 있는 시각대

화가 가능해진다. 점차 더 체화된 인지시스템으로 변

하고 있다. 머리를 움직이거나 손을 움직이거나 다리

나 바퀴로 이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것이다. 이미 지보와 같은 소셜로봇과 페퍼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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