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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자컴퓨터전문가

1

영화 속 모든것을 현실로 미래의 양자컴퓨터
- 주제 1 :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법은?
- 주제 2 : 게임으로 알아보는 양자비트
- 주제 3 : 양자컴퓨터와 우리의 미래

2 미래인공지능전문가
마음과 만나서, 행복한 우리
- 주제 1 : 여러분의 선택은 컴퓨터? 사람?
- 주제 2 : 컴퓨터는 어떻게 학습할까?
- 주제 3 :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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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전문가

영화 속 모든것을 현실로
미래의 양자컴퓨터
프롤로그
주제 1 :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법은?
주제 2 : 게임으로 알아보는 양자비트
주제 3 : 양자컴퓨터와 우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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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컴퓨터 전문가 되기

영화 속 모든 것을 현실로
미래의 양자컴퓨터
주제 1 :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법은?

너와 나, 우리의 감성에 눈뜨기
- 카드게임을 통해 2진수 이해하기

- 나의 이름을 2진수로 바꿔보기

양자컴퓨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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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컴퓨터와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 아래는 영화 ‘빅히어로’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과 로봇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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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만화의 내용을 확인해봅시다.
1) 만화에 나오는 로봇은 어떤 로봇인가요?

2) 로봇은 남자 주인공에게 무엇을 해주었나요?

3) 남자 주인공은 마지막에 로봇과 무엇이 통한다고 이야기하였을까요?

2. 평소에 여러분은 컴퓨터와 어떻게

□□

하나요?

3. 어른들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사용할 때 어떻게

□□ 하나요?

양자컴퓨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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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시
컴퓨터랑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생각 열기
1. 앞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로봇이나 컴퓨터들이 어떻게 우리가 말하거나 입력하는
것을 이해하는지 게임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2진카드 게임방법>
① 5장의 카드를 받습니다. 각 카드에는 스티커가 , 2, 4, 8, 16개 붙어있습니다.
② 카드는 아래와 같이 가장 오른쪽은 16 카드를 놓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서 마지
막에는 1카드를 놓습니다.

③ 모든 카드의 스티커가 안 보이는 뒷장으로 펼처 놓으면 총 숫자는 0이 됩니다.

④ 스티커가 보이게 카드를 놓으면 그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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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장 이상의 카드의 앞장이 펼쳐지면 스티커의 수를 모두 합친 것이 그 숫자가 됩니다.

= 2 + 1 = 3

= 8 + 2 + 1 = 11

⑥ 앞장이 펼쳐진 카드는 1이라고 읽고, 뒷장은 0이라고 읽습니다.

0

0

0

1

1

0

1

0

1

1

⑦ 학습지에 스티커를 합친 수와 0과 1로 바꾼 수를 적어보세요. 단, 0과 1로 바꾼 수
로 적을 때에는 맨 뒤에

(2)

를 꼭 붙여주세요

3 = 11(2)

11 = 1011(2)

2. 선생님이 불러주는 숫자를 듣고 2진 카드를 이용해서 0과 1로만으로 표현해보세요

선생님이 불러준 숫자
5

2진카드로 바꾼 숫자
=

0 0 1 0 1

(2)

=

(2)

=

(2)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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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컴퓨터가 사용하는 숫자를 알아봅시다.
1) 여러분은 평소에 숫자를 쓸 때 어떤 숫자를 사용하나요? 아래 적어보세요
(단, 15는 1과 5 숫자 2개를 사용한 것입니다)

2) 모두 몇 개의 숫자로 평소에 모든 숫자를 만들어서 쓰나요?
개
3) 방금 공부한 2진카드를 이용해서 만들 때 사용한 숫자는 모두 몇 개인가요?
개
4. 왜 컴퓨터는 숫자를 □개 뿐 이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힌트 : 컴퓨터는 전기를 이용해서 작동합니다.)

Q. 전기신호의 세기에 따라서 10가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10진수로 사용
할 수 없을까요?
A. 가능하지만 전기 신호가 멀리까지 이동하면서 그 세기가 약해지면 신호가 중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신호의 세기가 1.5V 는 숫자 “5”라고 한 경우
중간에 전기신호가 약해져서 1.2V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컴퓨터는 켜고 끄는 2가지 신호만 이용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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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럼 글자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래 표와 예시를 보고 자신의 이름을 2진
수로 바꿔봅시다.

글자

10진수

2진수

글자

10진수

2진수

ㅣ

1

00001

ㅂ

10

01010

․

2

00010

ㅍ

11

01011

ㅡ

3

00011

ㅅ

12

01100

ㄱ

4

00100

ㅎ

13

01101

ㅋ

5

00101

ㅈ

14

01110

ㄴ

6

00110

ㅊ

15

01111

ㄹ

7

00111

ㅇ

16

10000

ㄷ

8

01000

ㅁ

17

10001

ㅌ

9

01001

띄어쓰기

18

10010

이름 : 홍길동
글자를 분해 : ㅎ ․ ㅡ ㅇ ㄱ ㅣ ㄹ ㄷ ․ ㅡ ㅇ
2진수로 변환
01101, 00010, 00011, 10000, 00100, 00001, 00111, 01000,
00010, 00011, 10000
이름 :
글자를 분해 :
2진수로 변환

양자컴퓨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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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실제 컴퓨터가 인식하는 2진코드인 아스키 코드
2진수
0100000
0100001
0100010
0100011
0100100
0100101
0100110
0100111
0101000
0101001
0101010
0101011
0101100
0101101
0101110
0101111
0110000
0110001
0110010
0110011
0110100
0110101
0110110
0110111
0111000
0111001
0111010
0111011
0111100
0111101
0111110
0111111

10

십진수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모양
␠
!
"
#
$
%
&
'
(
)
*
+
,
.
/
0
1
2
3
4
5
6
7
8
9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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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수
1000000
1000001
1000010
1000011
1000100
1000101
1000110
1000111
1001000
1001001
1001010
1001011
1001100
1001101
1001110
1001111
1010000
1010001
1010010
1010011
1010100
1010101
1010110
1010111
1011000
1011001
1011010
1011011
1011100
1011101
1011110
1011111

십진수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모양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
_

2진수
1100000
1100001
1100010
1100011
1100100
1100101
1100110
1100111
1101000
1101001
1101010
1101011
1101100
1101101
1101110
1101111
1110000
1110001
1110010
1110011
1110100
1110101
1110110
1110111
1111000
1111001
1111010
1111011
1111100
1111101
1111110

십진수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모양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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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 2진수로 저장하기
컴퓨터는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2진수를 사용합니다. 2진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용되
는 숫자의 갯수가 0과 1로 2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10진수는 0에서 9
까지 10개의 숫자를 사용합니다. 컴퓨터가 2진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10진수보다 실수
없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진수에서 0이나 1의 숫자는 각각 비트(bit)라고 불
립니다. bit는 binary digit의 약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 5개
의 숫자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 5비트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
로 컴퓨터에서 숫자와 알파벳은 8비트, 한글 글자는 16비트로 표현됩니다.
데이터가 전화선이나 라디오전파를 통해 전달될 때에는 높은 음과 낮은 음의 소리가 각
각 1와 0으로 표현됩니다. 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하드디스크나 신용카드에서는 자기장
의 s극, n극의 방향에 따라서 비트를 표현합니다.

CD-ROM이
나 DVD는 광학적으로 비트를 저장합니다. CD의 표면을 레이저로 깍아 낸 후 표면에
빛을 비추어서 빛이 반사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읽어서 비트를 표현합니다.

하나의 비트만으로는 많은 정보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8개를 묶어서 사
용합니다. 그러면 0에서 255까지 총 256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8개
의 비트를 묶은 것을 바이트(Byte)라고 합니다. 비트와 바이트는 컴퓨터가 숫자, 문자,
음악 등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됩니다.

양자컴퓨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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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컴퓨터 전문가 되기

영화 속 모든 것을 현실로
미래의 양자컴퓨터
주제 2 : 게임으로 알아보는 양자비트

양자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양자비트
- 숫자맞추기 게임하기

- 양자카드1과 함께하는 숫자맞추기 게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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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시
게임으로 알아보는 양자비트
생각 다지기
※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가 정보를 0과 1로만 표현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0과 1이외의 숫자나 정보도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기술인 양자비
트를 게임을 통해 알아봅시다.
1.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해 봅시다
◇ 준비물 : 숫자 맞추기 게임 카드
- 숫자카드 × 24 : 숫자 0부터 11까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흰색과 검은색 카드 각각
두 장씩
0

1

2

3

4

5

6

7

8

9

10

11

0

1

2

3

4

5

6

7

8

9

10

11

- 조커카드 × 2 : 숫자가 없는 카드 흰색과 검은색 한 장씩
(빼서 해도 됩니다. 섞을 경우 난이도 상승)

① 각자 조커카드를 뺀 나머지 카드를 잘 섞고 4장씩 가져오고 자신만 봅니다.
(4명이 게임을 할 경우에는 3장씩만)
② 받은 카드는 왼쪽에 가장 작은 숫자를 놓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숫자를 놓습니다.
(같은 숫자라면 검은색이 왼쪽, 조커는 놓고 싶은 곳에 놓습니다.)

양자컴퓨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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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1

11

→

1

4

7

11

③ 가위, 바위, 보를 하고 이긴 사람의 오른쪽으로 순서가 돌아갑니다.
④ 자기 차례에서는 뒤집혀있는 카드 중 한 장을 가져와서 가장 오른쪽에 뒤집어 놓습
니다.
⑤ 상대방의 뒤집혀진 카드를 가리키며 그 카드에 어떤 숫자가 적혀있는지 맞힙니다.
(조커카드를 섞은 경우에는 조커카드라고 맞혀야합니다.)
⑥ 카드의 숫자가 맞으면 상대방은 그 카드를 펼쳐놓습니다.
⑦ 카드를 맞춘 사람은 계속해서 상대방들의 카드를 추리해도 되고 순서를 넘겨도 괜찮
습니다.
⑧ 순서를 넘길 때에는 자기 차례가 될 때 가져온 카드를 펼칩니다.
⑨ 자신의 카드는 지키면서 상대방들의 카드 번호를 모두 펼쳐서 맞히면 승리합니다.
2. 게임을 2번 진행하고 난 뒤 물음에 답하여봅시다.
1) 상대방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2) 상대방에서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몇 개 인가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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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자카드와 함께하는 숫자 맞추기 게임
- 기본 게임 방법은 숫자 맞추기 게임과 같습니다.
- 이번 게임에서는 양자카드라는 특수 능력카드 6장이 추가됩니다.
- 양자카드의 능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더블 캐스팅 숫자 2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맞으면 카드를
펼칩니다.

- 더블 캐스팅 -

- 트리플 캐스팅 -

숫자 2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맞으면 카드를
펼칩니다.

숫자 3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맞으면 카드를
펼칩니다.

- 1타 2피 숫자 1개를 가지고
2장의 카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2장의 카드 중 맞는
숫자가 있으면
펼칩니다

- 1타 2피 숫자 1개를 가지고
2장의 카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2장의 카드 중 맞는
숫자가 있으면
펼칩니다

- 1타 3피 숫자 1개를 가지고
3장의 카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3장의 카드 중 맞는
숫자가 있으면
펼칩니다

- 양자카드는 바닥에 있는 다른 카드와 섞어서 사용합니다. 자기 차례에서 양자카드가
나오면 특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양자컴퓨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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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자카드와 함께 숫자 맞추기 게임을 진행한 뒤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1) 양자카드를 사용했을 때에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몇 개가 되었나요?
개

2) 양자카드를 이용해서 게임을 할 때와 이용하지 않을 때의 차이점에는 어떤 점이 있
었나요?

5. 양자카드의 정체는?
일반 컴퓨터는 한 번에 0 또는 1이라는 정보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
던 양자카드가 없이 했던 게임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양자컴퓨터는 0 또는 1 이외에 여
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컴퓨터가 0이나
1이라고 정보를 전달할 때 양자컴퓨터는 0, 1, 2, 3 ... 1,000,000 중 하나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더 빨리 끝낼 수 있거나,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게 해준 양자
카드와 같은 녀석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가장 핵심기술인 양자비트입니다. 다른 말로는
전자스핀, Q비트라고도 부릅니다.
이 양자비트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면서 양자컴퓨터는 일반컴퓨터, 슈퍼컴
퓨터와 다르게 엄청난 속도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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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 최초의 양자 컴퓨터 D-Wave
2013년 7월 구글과 NASA는 세계 최초의 공인 양자컴퓨터 ‘D-WAVE 2’를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양자컴퓨터를 이용해 외계인 연구나 인공지능 역할을 할 거대한 검색엔
진 연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양자컴퓨터는 ‘512큐빗 베수비우스’ 칩으로 연말
까지 미 항공우주국(NASA) 에임스센터 우주연구협회센터 안에 설치된다.
전세계 물리학자들은 양자컴퓨터가 열어줄 세상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엄청나게 빠
른 속도로 계산하는 양자컴퓨터를 활용하면 기상이변, 우주 현상, 유전정보 등을 훨씬
빠르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검색엔진을 만
들겠다고 공언했다. 양자컴퓨터가 무엇이기에 과학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
일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
양자컴퓨터란 한 마디로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컴퓨터다. 양자컴퓨터는 종전의 컴
퓨터와 달리 1개의 처리장치로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정보처리량과 속
도에서 월등히 앞선다. 양자컴퓨터가 실용화되면 지금의 슈퍼컴퓨터가 150년에 걸쳐
계산해야 할 것을 4분 만에 끝낼 수 있게 된다.
암호해독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열쇠였다. 과거에는 사람이
수학 지식을 동원해 암호를 직접 풀어냈다. 하지만 암호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사
람의 머리로 암호를 푸는 데는 한계가 왔다. 이 때문에 컴퓨터를 암호해독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됐는데, 이것이 바로 양자컴퓨터의 출발이었다.
양자컴퓨터라는 개념은 1982년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처음 만들었고
1985년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도이치가 구체적인 양자컴퓨터의 개념을
정리했다. 그 뒤 1994년 미국 벨전화연구소의 피터 쇼어가 커다란 수의 소인수분해 알
고리즘을 발견했다. 이 연구를 활용해 1997년, IBM의 아이작 추앙이 2비트 양자컴퓨
터를 처음 만들었다. 1999년에는 일본의 NEC가 양자컴퓨터용 고체 회로 소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2003년에는 일본 NEC와 이화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양자 비트 2개를 결합
한 고체 논리 연산회로로 동작하는 양자컴퓨터 제작에 성공했다.

양자컴퓨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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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선 2001년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연구팀이 병렬 처리 3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에 성공했다. 2010년에는 양자컴
퓨터의 핵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KAIST 연구팀은
양자컴퓨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전자스핀 수명을 종전 대비 100만배나 늘렸다. 전자스
핀은 양자컴퓨터의 기본 연산자 역할을 한다. 전자스핀 수명이 길면 길수록 양자컴퓨터
개발이 쉬워진다.
<연산 처리에 ‘비트’가 아닌 ‘Q비트’을 활용>
기존 컴퓨터는 0과1로 표시되는 2진법 논리를 사용한다. 우리가 쓰는 데스크톱PC는 스
위치를 켜거나(1) 끄는(0) 방식으로 2진법을 구현한다. 0과1이라는 정보를 활용해 각
종 계산 작업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한 비트에 하나의 정보가 저장되니, 천 개의 정보를
저장하려면 최소한 천 비트, 만 개의 정보를 저장하려면 최소 만 비트가 필요하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와 전혀 다른 원리를 이용한다. 양자역학에서는 다른 상태가
가능한 입자의 상태는 '가능한 여러 가지 상태의 중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응용
한 게 바로 양자컴퓨터다. 양자컴퓨터는 2진법이 아닌 ‘큐빗(qubit, 큐비트)’이라 부르는
양자 비트 하나로 0과 1의 두 상태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큐빗 2개로는
00.01.10.11의 22=4개의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큐빗 n개로는 2의 n제곱만
큼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큐빗 수가 늘어날수록 처리 가능한 정보량도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더 놀라운 점은 양자컴퓨터가 어떤 연산을 하면 중첩된 상태는
모두 한꺼번에 독립적으로 연산이 된다는 것이다.
기존 컴퓨터도 연산을 빠르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병렬처리라는 방법을 써서 연산을 한다.
양자컴퓨터에서 중첩된 상태가 한꺼번에 연산되는 것은 기존 컴퓨터의 병렬처리와 비슷
한 면이 있다. 하지만 그 차원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기존 컴퓨터가 10비트의 연산을 하
고 싶다면 1개의 연산장치가 10번의 연산을 하던지, 10개의 연산장치를 동원해서 병렬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양자컴퓨터가 10개의 큐비트를 쓴다면 한꺼번에 10개의 연
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210개 즉, 1024개의 연산이 된다.
출처 :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22&contents_id=3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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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자료 : 양자컴퓨터 전문가

물리학 이론 증명, 전자기장 연구… 양자 컴퓨터 개발해 다양한 문제 해결
양자 컴퓨터는 원자 이하의 차원에서 입자의 움직임에 기반을 두고 계산이 수행되는 컴
퓨터예요. 이야기만 들어도 엄청나게 일 처리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러
한 컴퓨터가 개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 전문가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물
리학 이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양자 컴퓨터가 가진 전자기장이나 물리적 움직
임 또는 작은 방전에 영향을 받는 장애를 극복하는 연구를 하며, 상당 시간 동안 반응하
는 입자를 얻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거예요.
양자 컴퓨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공학, 전자공학, 원자력공학, 통신공학 등을
전공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적 사고 능력과 새로운 기술을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해요. 원만한 인간 관계와 정밀 부품을 다루기 때문에 꼼꼼한 성격
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해요.
☞활동 분야: 기업, 연구소
☞임금 수준: 높음
☞업무 환경: 매우 안전
☞전망: 매우 좋음
출처 : 소년조선일보(20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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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컴퓨터 전문가 되기

영화 속 모든 것을 현실로
미래의 양자컴퓨터
주제 3 : 양자컴퓨터와 우리의 미래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 양자카드2와 함께하는 숫자맞추기 게임

- 양자컴퓨터와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 생각해보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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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시
양자컴퓨터와 우리의 미래
생각 다지기
1. 앞에서 했던 양자카드에 이번에는 다른 추가카드를 함께 넣어 게임을 해봅시다.
- 기본 게임 방법은 숫자 맞추기 게임과 같습니다.
- 이번 게임에서는 양자카드에 아래 4장의 카드가 추가됩니다.
- 아래 카드는 카드를 얻은 경우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이 양자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발
동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 추가카드의 능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어카드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의 양자카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방어카드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의 양자카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혼란카드 상대방이 양자카드를
사용한 경우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혼란카드 상대방이 양자카드를
사용한 경우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자컴퓨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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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카드와 게임을 한 뒤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1) 추가 카드를 사용한 게임은 일반 게임이나 양자카드를 추가했을 때와 어떤 다른 점
이 있었나요?

2) 방어카드는 여러분의 숫자를 지켜주었습니다. 평소에 인터넷이나 컴퓨터에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여러분은 평소에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때 비밀번호를 사용할 겁니다. 그 비밀
번호는 안전한가요? 한번 안전한지 확인해봅시다.

https://howsecureismypassword.net/
위 사이트를 접속하여 자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 비밀번호를 해킹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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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사이트의 결과는 일반컴퓨터로 해킹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양자컴
퓨터가 해킹에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
떻게 해야 할까요?

5) 컴퓨터를 하다가 혼란카드와 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면 적어봅시다.
(컴퓨터의 화면이 멈춰본 적은 없나요? 한글과 영어가 원하는 대로 써지지 않은 적은
없나요? 등등)

양자컴퓨터의 핵심기술인 Q비트는 아주 작은 입자인 양자를 다뤄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 힘들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온도가 떨어지거나 흔들리게 된다면 Q비트에 이상
이 생겨서 엉뚱한 정보가 전달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마치 혼란카드와 같습니다.

생각 되돌아보기
3. 미래의 양자 컴퓨터는 엄청난 속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사용한다
면 현재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암호를
해킹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곳에 사용된다면 너무나 무서운 미
래가 되기도 하겠죠. 미래에 사용하는 양자컴퓨터는 어떤 미래를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 마인드맵으로
표현해주세요

양자컴퓨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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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를 바꿀
양자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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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 양자암호통신

국내 이동통신회사, ‘양자암호통신’ 美 국회의사당 시연
현존하는 암호화 기술 중 가장 보안이 뛰어나다고 평가 받는 ‘양자암호통신’ 기술 관련
세계 각국의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SK텔레콤이 정보보안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기술 시연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올렸다.
SK텔레콤은 美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內 의원회관에서 美 국회의원, 정부기관 관계
자, 언론을 대상으로 차세대 통신보안기술인 ‘양자암호통신’ 시스템을 전시하고 도 감청
실시간 탐지 등 핵심기능을 시연했다.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통신 보안 기술로 ‘불확정성’과 ‘비복제성’
이라는 양자역학 원리를 활용해 전송중인 데이터 해킹을 원천 차단한다. 이 기술이 적
용되면 국방 행정 등 주요 정보가 오가는 국가기간망이나 금융망, 의료망 등 다양한 산
업 보안 분야에 신기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안 기술 선진국인 미국은 기존 암호체계를 대신할 차세대 암호체계로 양자암호통신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텔
레콤은 이번 시연에서 ‘양자암호통신’ 기술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도 손색 없는 기술력을
선보여 호응을 받았다.
이번 시연은 美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조 윌슨(Joe Wilson, 공화당), 월터 존스
(Walter Jones, 공화당) 의원과 하원 예결위원회 소속인 로버트 애더홀트(Robert
Aderholt, 공화당) 의원의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美 국방부, 에너지부, 교통부 등 다양
한 분야의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양자암호통신 기술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표
명했다.
시연회에 참가한 조 윌슨 의원은 “기술이 발전 할수록 사이버보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
한 시대에 SK텔레콤의 양자암호화 기술에 대해 많이 배워서 영광”이라며, “SK텔레콤이
하는 일은 세상에 변화를 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윌슨 의원은 “한국과 미국 같은 동맹적인 관계에서, 양자암호통신을 통한 사
이버보안 관련 기술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양자컴퓨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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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SK텔레콤은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연구기관인 美
‘ITIC(International Transportation Innovation Center)’와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동차 해킹방지 기술 개발 및 표준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커넥티드카를 비롯한 각종 ICT 시스템의 보안 체계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슈퍼 컴퓨터를 보유한 해커가 패턴을 판독하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존재한다.
SK텔레콤은 현재 개발 중인 양자암호통신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 스위스 제네바 대학 및 관련 분야 선도 기업인
‘IDQ’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은 “지난 MWC에 이은 이번 미국 국회의사당 시연은
SK텔레콤의 양자암호통신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SK텔레콤은 양자
암호통신을 통해 기존 보안 체계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국방 행정 전력 의료 등 국내외
주요 기간망의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2011년 양자암호통신 기술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현재 핵심 기술
로 꼽히는 ‘단일광자검출기술’, ‘간섭계기술’, ‘후처리기술’ 등을 확보한 상태이다. SK텔레
콤은 선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3년부터 국내 산학연 20여 개 기관이 모여 발족
한 ‘양자정보통신연구조합’의 의장을 맡고 있다.
출처 : 브레이크뉴스(20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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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람을 꿈꾸다
프롤로그
주제 1 : 여러분의 선택은 컴퓨터? 사람?
주제 2 : 컴퓨터는 어떻게 학습할까?
주제 3 :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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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문가 되기

컴퓨터 사람을 꿈꾸다
주제 1 : 여러분의 선택은 컴퓨터? 사람?

튜링 테스트와 유진구스트만

- 왓슨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인가요?

- 여러분의 선택은 컴퓨터? 사람?(튜링테스트 체험하기)

미래인공지능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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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왓슨! 퀴즈쇼의 승자가 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왓슨과 같은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인공지능이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인공지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 살펴봅시다.

<프롤로그 1> 1999년에 제작된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의 장면입니다. 동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동영상 보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
v=B320zb2H8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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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 로봇(앤드류)는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을 더 잘하게 되었나요?

2) 어떻게 인공지능 로봇에게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봅
시다.

<프롤로그 2> '왓슨'은 지난 2011년 미국의 인기 퀴즈쇼를 통해 공개된 미국 IBM
사의 초고성능 슈퍼 컴퓨터입니다.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동영상 보기
주소: http://goo.gl/huJh96

<QR코드>

미래인공지능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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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왓슨은 어떤 컴퓨터인가요?

2) 왓슨이 퀴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퀴즈 문제를 푸는 것과 무
엇이 다르다고 생각 하나요 ?

3) 왓슨이 사람보다 뛰어난 점은 무엇인가요?

4) 왓슨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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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 시
튜링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생각 열기
(생각해보기 1)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면 생각한다
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기 2) <프롤로그 1>의 인공지능 로봇 앤드류는 영화 속에서 자신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인공지능 로봇 앤드류는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래인공지능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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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로봇 '소타·코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하는 스마트폰이나 로봇이 요즘에는 엄청나게 신기
하거나 놀라운 존재는 아닙니다. 음성인식 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질문에는
대답하고, 감정 상태에 관련된 단어를 인식하면 그에 맞는 반응을 보여주도록 만들
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것은 말로는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 많은 데
이터가 필요한 어려운 기술 중 하나입니다.

1월 20일 일본 오사카대 기초공학연구과 이시구로 히로시 교수와 요시카와 유이
치로 교수는 로봇 전문 기업인 브이스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커뮤니케이션 로봇’
을 공개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시선처리와 목소리를 통해 로봇끼리 대화는 물론 인
간이 중간에 끼어들어도 ‘실제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졌
습니다.
두 로봇은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사람이나 로봇이 끼어들면 대화를 중단하고 그 사
람을 바라봅니다. 말을 하고 있는 로봇에는 LED가 켜져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시연 영상을 보면 날씨나 일상적인 인사는 물론 영어 회화 학습 보조 기능, 사
람의 동작을 인식해 다른 반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두 로봇이 이야기를
나누다 사람이 끼어들면 방해하지 말라고 제지하기도 합니다.
*출처: http://www.cnet.co.kr/view/125918

34

차세대컴퓨터전문가

2015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생각 펼치기
※ 튜링테스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튜링테스트를 체험해 봅시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앨런 튜링(Alan Turing)은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생각할 줄 아는 걸로
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사람이 대화 상대가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구
분할 수 없다면 그 컴퓨터가 지능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튜링 테스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미래인공지능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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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튜링테스트의 내용을 살펴 보고 직접 체험해 봅시다.
￭ 튜링테스트에서는 컴퓨터와 사람이 함께 판정관(컴퓨터인지 사람인지 판정하기
하는 사람)에게서 질문을 받고 답합니다. 지금부터 심심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
켜 대화를 나눠보고, 내가 대화하는 상대가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 여러분과 대화를 나눈 상대가 컴퓨터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나의 대화 상대가 ( 사람, 컴퓨터 )(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 다음은 ‘ㄷ’신문 기자가 실제 튜링 테스트에 참여했던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상대와 이
야기를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질문을 받은 대상>
이름: 유진 구스트만
사는 곳: 우크라이나
나이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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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의 대화 상대가 ( 사람, 컴퓨터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다른 친구들은 무엇을 사람이라고 선택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 우리반 학생수: (

)명

사람이라고 선택한 학생수

컴퓨터라고 선택한 학생수

￭ 대화 속 유진 구스트만은 실제로 ( 컴퓨터 , 사람 ) 입니다.
유진 구스트만을 우리반 학생 전체학생 (

)명 중 (

)명의 학생이

사람이라고 선택하였습니다.
￭ 친구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래인공지능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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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튜링테스트에 대한 다음 2개의 신문기사를 읽어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13세 인공지능’ 탄생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인공지능(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학습, 언어, 이해능력
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현실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13세 청소년과 같은 지능
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세계 최초로 탄생했습니다.
영국 레딩대학교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나왔다
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튜링 테스트는 인공지능 판정 테스트로 기계가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화할 수 있는지 사고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이번에 테스트를 통과한 프로그램은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슈퍼컴퓨터에서 움
직이는 ‘유진’. 유진은 5분 정도 길이의 대화 테스트를 통과했다. 심사위원 가운데
33% 이상은 유진을 ‘실제 인간과 비슷하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유진에게 “어디에 사느냐”고 물으면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살고 있다”고 답합
니다. “한국에 대해 아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을 초청해 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연구진들은 “유진은 철저하게 사람을 모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며 “앞으로도
개선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어린이동아(2014.06.11.)

￭ 유진 구스트만이 튜링테스트에서 통과한 까닭은 무엇인지 밑줄을 그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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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구스트만’, 단순한 채팅 로봇인가, 아니면 ‘생각하는’ 인공
지능인가?

유진 구스트만(Eugene Goostman)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인공 지능 판별 테스트인
‘튜링 테스트(Turing Test)’를 통과해서 화제다. 그러나 과연 유진이 진정으로
‘생각할 줄 아는’ 기계의 반열에 오른 것인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
분합니다.
7일, 레딩 대학 시스템공학부와 로봇기술 법제 기관인 ‘로보로(Roboro)’가 공
동으로 주최한 튜링 테스트가 영국 런던의 왕립학회에서 열렸습니다. 자신을
‘우크라이나에 사는 13세 소년’으로 소개한 유진 구스트만은 심사위원들과 5분
간 대화를 했고, 그 결과 심사단의 33%는 유진이 컴퓨터가 아닌 진짜 인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64년 전, 튜링 테스트를 고안한 앨런 튜링이 설정한 30%의 벽을 사상 최초
로 뛰어넘은 사례입니다. 레딩 대학 사이버네틱스과 교환 교수 케빈 워윅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유진이 컴퓨터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에서 유진의 쾌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한편, io9.co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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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매체는 유진 구스트만이 인공지능이 아닌 단순한 ‘채팅 로봇’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즉, 개발자들이 13세 소년에 맞춰 프로그램한 대화 로봇일 뿐, ‘인간처럼 사고
하는’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워윅 교수는 “일부 언론에서 몇 개의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이어 “대중에게 공개돼 진행된 이
번 튜링 테스트는 버밍험 대학의 존 반덴이 이끄는 AI 연구팀의 감시 아래 엄격하
게 진행됐다”고 설명하며, “튜링 테스트는 그 동안 너무나 난이도가 높아 64년
동안이나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있었습니다. 그 만큼 신뢰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유진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앞으로 수많은
인공 지능 연구에서 인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http://www.itworld.co.kr/news/87899

￭ 위 기사의 내용 중 유진 구스트만을 인공지능이 아닌 단순한 채팅로봇이라고 한
까닭을 찾아 밑줄을 그어 봅시다.

생각 다지기
￭ 튜링 테스트에 통과한 ‘유진구스트만’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나요? 단순한 채
팅로봇이라고 생각하나요?
유진 구스트만은 ( 인공지능입니다. / 채팅로봇에 불과합니다. )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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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문가 되기

컴퓨터 사람을 꿈꾸다
주제 2 : 컴퓨터는 어떻게 학습할까?

컴퓨터도 학습할 수 있다!

- 컴퓨터가 사람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 컴퓨터가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체험해보기
- 컴퓨터가 학습을 하게 되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질까?

미래인공지능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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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 시
컴퓨터는 어떻게 학습할까?
생각 열기
※ 1차시 <컴퓨터랑 대화하는 방법 알아보기>를 통해 컴퓨터가 입력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부하였습니다. 컴퓨터는 사람에 의해서 프로그램 된 정보를 활용해
컴퓨터에게 들어온 정보를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하고, 출력장치를 통해 보여주게 됩
니다.
컴퓨터와 관련한 기술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엄청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
게 되면서 컴퓨터는 그동안 사람에 의해서 프로그램화 된 정보만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학습을 어떻게 하는 지 간단한 활
동을 통해 이해해보고, 컴퓨터의 학습이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1.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컴퓨터가 학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봅시다.

아이언맨 수트, 레이저 한방에 수리 끝
-‘어벤져스2’ 속 과학기술,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어벤져스2는 영웅들이 힘을 모아 지구를 위협하는 외계세력과 맞서 싸우는 내
용을 담은 영화 ‘어벤져스’(2012)의 후속편. 영화에는 아이언맨, 헐크, 캡틴아
메리카, 토르 등 각기 다른 능력과 성격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나옵니다. 슈퍼히
어로들은 인류를 멸종시키려는 인공지능(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학습, 언어, 이해
능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인 ‘울트론’에 맞서 싸웁니다. 어벤져스2
에 등장하는 과학기술들은 지금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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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물체 구별
울트론은 아이언맨 슈트를 만든 토니 스타크가 지구를 지키고자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울트론은 인터넷에 접속해 지구의 모든 정보를 흡수합니다. 그 과
정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갈등을 알게 되고, 세상의 갈등이 인류로부터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류의 평화를 위해 인류를 멸종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어벤져스와 대립합니다.
현재 개발된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
울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에
서 들어온 정보를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예를 들어 딥러닝이 적용된 로봇에게 요크셔테리어 강아지 이미지를 보여주
면, 로봇은 요크셔테리어의 다양한 특징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
으로 다음에 또 같은 강아지를 봤을 땐 그 강아지가 ‘요크셔테리어’라는 결론
을 내립니다.
<중략>
* 출처: 어린이동아(2015. 5. 12)
￭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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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컴퓨터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일부의 분야에서는 컴퓨터가 사람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사람처럼 사고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을까요? 다음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보기>
① 12345×6789 계산하기

② 새로운 발명품 만들기

③ 집에서 학교까지 움직여서 가기

④ 체스하기

⑤ 100개의 영어단어 기억하기

⑥ 60초에 한번씩 벨 울리기

⑦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라는 것 알기

⑧ 엄마의 향수냄새 맡기

⑨ 아주 작은 부품을 정확하게 조립하기

⑩ 말하는 소리를 듣고 누구인지 알기

￭ <보기>에서 현재의 컴퓨터가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인지 골라 봅시다.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라고 생각해서 물음에 답해 봅시다.)

답:

￭ 만약 컴퓨터가 <보기>의 일들을 모두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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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앞을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가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사람의 뇌는 이
런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지요. 하지만, 컴퓨터가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라고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계산
과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컴퓨터는 고양이의 아주 일
부분만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아니라 다른 동물이라
고 생각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가 학습을
하면서 물체를 인식하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나를 개라고 하는 거지?
컴퓨터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컴퓨터가 스스로 훈련하면서 규칙을 찾아내 분류하는 기술적 방
식을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는 많은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
주면 비슷한 것들끼리 분류해서 개를 개로, 고양이를 고양이로 알게 하
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더욱 발전해 최근에는 수많은 정보가
없어도 “이런 사진은 고양이군.”(딥러닝)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
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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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 여러분이 컴퓨터가 되어 컴퓨터가 학습하는 방법을 체험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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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의 조각을 맞추면 1개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20개의 조각이 모이
면 어떤 그림이 될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선생님의 지시 없이 다른 친구들의 조각 그림을 보거나 낱말카드를 보
지 않도록 합시다.)
<활동 1> 20개의 조각 그림 중 1개를 선택합니다. 내가 고른 그림이 무엇일지 생
각해보면서 아래의 10개 카드에 그림과 관련된 낱말을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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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2명이 1조가 됩니다. 친구와 나의 그림 조각과 <활동 1>에서 작성한
10개의 카드를 확인해보면서 나의 카드 중에서 그림과 관련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8개의 카드만 골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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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4명이 1조가 됩니다. 친구들과 나의 그림조각과 카드를 확인해보면서 <활동
2>의 8개의 카드 중 그림과 관련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4개의 카드만 골라 보도록
합니다.

<활동 4> 지금부터는 4개의 카드만을 가지고 반 전체 친구들과 3분 동안 자신이
쓴 카드의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분 후에 자리로 돌아와서
그림 조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답을 정리해 봅시다.

나의 조각그림

이 그림은 무엇일까?
나의 예상: (
정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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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조각 그림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개의 조각을 맞추면 1개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20개의 조각이 모이면 어떤 그림이 될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선생님의 지시 없이 다른 친구들의 조각 그림을 보거나 낱말카드를 보
지 않도록 합시다.)
<활동 1> 20개의 조각 그림 중 1개를 선택합니다. 내가 고른 그림이 무엇일지 생
각해보면서 아래의 10개 카드에 그림과 관련된 낱말을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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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2명이 1조가 됩니다. 친구와 나의 그림 조각과 <활동 1>에서 작성한
10개의 카드를 확인해보면서 나의 카드 중에서 그림과 관련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8개의 카드만 골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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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4명이 1조가 됩니다. 친구들과 나의 그림조각과 카드를 확인해보면서 <활동
2>의 8개의 카드 중 그림과 관련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4개의 카드만 골라 보도록
합니다.

<활동 4> 그림 조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답을 정리해 봅시다.

나의 조각그림

이 그림은 무엇일까?
나의 예상: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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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조각 그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정답: (

)

※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공지능 컴퓨터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활동을 통해 알아보았습
니다. 다음 동영상을 시청하며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동영상 보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S2hvU
oJMqhA
[사이언스 모션] 심층인공신경망으로
고양이를 ‘딥러닝’

비슷한 것으로 정보를 골라내는 과정(유추)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각그림을 보고, ‘이
사진은 ∼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컴퓨터가
학습한다(딥러닝)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학습은
목소리나 사물을 사람처럼 인식하는 수준에서 더욱 발
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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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하면서 뇌에서 많은 정보를 처리하
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딥러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청난 정보처리와 분석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딥러
닝을 통해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읽을거리 :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학자들은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눕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사람과 똑같은 지능을 갖고 있지 못해 어떤 문제를 실제로 생
각할 수는 없지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똑똑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에 도움을 준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아침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죠?‘라고 자연스럽게 아
침 인사를 건넬 줄은 모르지만, 사람과 체스를 둔다거나 복잡한 컴퓨터 부품을 배치하
고 스팸메일과 전자메일을 구분하는 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영화 속 로봇들처럼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생각할 수 있
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진 계산만 빨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규칙을 발견하고, 새
로운 풀이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과
대화하고 함께 생활하는 데 장벽이 없게 될 것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이 불가능할 것
이라는 의견에서 딥러닝이 실현되면서 현재는 앞으로 강한 인공지능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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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문가 되기

컴퓨터 사람을 꿈꾸다
주제 3 :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까?

인공지능의 빛과 그늘

- 현재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
- 인공지능으로 변화될 미래 상상하기
- 인공지능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미래인공지능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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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 시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 열기
※ 페이스북, 구글, IBM, 애플, 바이두와 같은 세계적인 컴퓨터 기업에서는 인공지
능의 기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이나 프로그램을 출시하
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개인비서 서비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앱들이 출시되었습니
다. 이는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비서 서비스로 사용자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해석하고 스마트 기기
에 설치된 앱을 이용해 검색을 합니다. 그
리고 그 결과를 보여 주거나 앱을 실행시
켜 줍니다. 또, 미리 알림 등을 등록해 두
면, 기계가 시간에 맞춰 그 내용을 알려
주기도 합니다.
• 애플: siri(시리)
• 구글: Now(나우)
• 마이크로소프트: Cortana(코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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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식 서비스>
성별, 나이, 표정 등 최근의 얼굴인식 기술은 매우 발달하여 한장의 사진
에서 매우 높은 정확도로 정보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을 구분
하여 개인적인 서비스(예- 집주인의 얼굴을 인식할 때만 문이 열리게 하
기) 또한 가능하게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바로 얼굴인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서비스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높은 정확도와 편리한
사용성, 성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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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운전하는 무인 로봇 자동차>
단순히 차 안에 사람이 없다는 뜻의 '무인(無人)'이 아니라 실제 주행을 사
람이 아닌 컴퓨터가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PS 정밀 지도와 전면 레이
더, 입체 카메라를 연결해 차선을 유지하고, 충돌을 피하며, 속도를 일정하
게 유지시키거나 줄이는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의 사례 외에도 현재 범죄자의 감시가 가능한
지능형 CCTV,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조절하는 스
마트신호등, 자폐증을 치료하는 로봇, 비행기교통
통제 서비스 등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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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보다 새롭고 편리하게 바꿔나가고 있는 동영상을 시청한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가정용 로봇-지보 이야기>
￭

동영상 보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_F
9GnkYycy0

<인공지능 로봇이 미래의 삶을 바꾼다 / YTN 사이언스 >

￭

동영상 보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P
U9Hi7JYoig

1. 다음의 여러 생산 활동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 인공지능전문가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나요? 인공지능 전문가가 그 분야에서 어떻게 미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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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 활동의 종류
•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직접 얻는 생산 활동
•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생산 활동
•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 주는 생산 활동
2.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직접 얻는 생산 활동의 

3.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생산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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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 주는 생산 활동의 

2.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각 평가내용별로 가장 잘한 친구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
며,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평가내용

친구이름

이유

1. 다른 친구가 생각하지 못한 기
발한 생각을 한 사람은?
2. 가장 실현이 될 것 같은 의견
을 제시한 사람은?
3. 여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분
야를 잘 선택한 사람은?

3. 가장 좋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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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 앞에서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으로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그려 봅
시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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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 인공지능에 대해 경고하는 다음의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스티븐 호킹박사, 100년 이내에 인공지능은 인간을 넘어선다고 경고
영국에서 열린 과학자들의 회의에서 스티븐호킹 박사와 많은 학자들은 미래의 인
간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등장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뉴스 인터뷰를 통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달해 인류의
종말을 부를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뿐
만 아니라 빌게이츠, 일론 머스크 등 컴퓨터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들도 함께 인공지
능의 발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서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
되거나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 만약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 ‘사람들은 지구의 환경을 파괴시키고, 전쟁을 좋아
하는 위험한 존재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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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처럼 생각하는 ‘강한 인공지능’의 개발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3.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꼭 개발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지 정리해봅시다.

읽을거리: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까?
자동운전 등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
로봇과 '일자리 경쟁' 등 갈등 구체화
"인간지능 뛰어넘는 시기 곧 올 것"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로봇들이 인류를 지배하는 공상과학영화 같은 일이 과연 일어
날 수 있을까요?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는 지난 2월 25일(이하 현지 시각) 세계적인 로봇과학자들이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베이에서 미국 인공지능학회(AAAI) 주최의 비공개 세미나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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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가능성과 대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발적으로 인명을 해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미 개발됐거나 곧 가능해질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인류를 멸망시킬 ‘수퍼지능’의 출현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 입니다.
▶로봇 다스릴 윤리규범 필요= 참석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일하는 로봇’이 가져올 사회·
경제적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자동운전장치, 가사도우미로봇 등의 등장이 인간과의 ‘일
자리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인간의 음성을 흉내 내거나 스마트폰에서 개
인정보를 뽑아내는 등 인공지능 로봇을 통한 범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에릭 호비츠
AAAI 회장은 “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 연구에도 사회발전을 도울 수 있는 규범을 마
련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로봇에 대한 큰 의존은 위험= 과학자들은 로봇에 대한 인간의 지나친 의존 또한 경계
합니다. 인간이 로봇의 역할에 기대는 정도가 클수록 자칫 그들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로봇이 모든 생산활동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이 점차 인간은 창조적으
로 사고하는 고유의 본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는 그래서 나옵니다.
▶‘수퍼지능’ 등장 여부는 인간의 몫= 로봇시대의 윤리 문제를 넘어 “로봇이 인간의 인
지능력을 넘어서는 시기가 머지않은 미래에 올 것”이라 보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들
은 로봇의 지능이 인간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면 자기복제 능력을 통해 인간을 따라잡는
건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김문상 KIST 지능로봇사업단장은 “로봇기술이 아무리 발전하
더라도 인간만이 가지는 학습과 창조의 기능은 로봇에 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로봇의 전원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습
니다.
출처:
http://kid.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27/20090727011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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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설계하기
*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해서 소개한 신문기사를 읽어 봅시다.

사람처럼 생각・행동하는 능력,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
[미래직업 탐방] 인공지능 전문가
인공지능이란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
으로 실현한 기술이에요. 가장 가깝게는 인공지능 로봇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인공지
능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집 안 청소며, 세탁, 마당 손질까지 완벽하게 해 줄 날도 머지않
았어요. 지금도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청소기, 인공지능 컴퓨터 등 여러 분야에서 인공
지능 기술이 사용되고 있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떠올려봐요. 컴퓨터 게임에서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해서 대응해요. 게임을 할 때마다 쉽게 이겨 버리면 재미가 없을 테니 인공지능이 높
은 컴퓨터와 게임을 하는 게 더 흥미로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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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공학에서는 사람이 해야 하는 지능적인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는데 사람보다 빨리
어려운 문제를 척척 풀어내기도 하고, 매우 위험한 일을 사람 대신 해내기도 해요.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청소하는 로봇이 있는가 하면 무인 우주선을 타고 사람 대신 우주를 연구하
는 일을 해내기도 하지요.
2011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키보'를
선보였어요. 키 120㎝ 무게 48㎏ 의 '키보'는 사람처럼 울거나 웃고 찡그리기도 하고, 천
장과 바닥에 장착된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 등을 이용해 사용자의 얼굴과 위치, 움직이는
물체, 음성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으며, 사람을 인식하면서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건네고,
물건을 전달하거나 포옹도 할 수 있게 만들어졌대요. 정말 대단하지요?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 수리논리학, 기초과학, 심리학, 프로그래밍 등
을 공부해야 하고, 무엇보다 창의력이 뛰어나야 해요.
☞활동 분야: 기업, 연구소
☞임금 수준: 높음
☞업무 환경: 매우 안전
☞전망: 매우 좋음
고래가숨쉬는도서관 제공 | 미래직업, 어디까지 아니?(글 박영숙·그림 에스더)
출처: http://kid.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5/20150915023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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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인공지능 전문가와의 인터뷰

인공지능은 모든 일에 적용 가능한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Q)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 저는 독일 에어랑겐 대학, 미국 콜로라도 대학, 일본 뇌과학연구소에서 초빙교수를 지
냈습니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 뇌과학연구센터와 뇌과학기술응용공동연구개발센터
의 소장을 맡고 있지요. 또한 한국뇌공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제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해서 기계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Q) 인공지능전문가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 1980년대 중반은 인공지능의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
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지요. 공학자의 보람은 자신의 연구개발 결과가 사람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데, 인공지능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것
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Q)그간 인공지능을 공부해온 과정을 소개해주시겠어요?
-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전자물리 분야의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1984년 학위를 받았고, 1986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막연하게 사람
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화두로 떠올랐던 인공
지능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자물리 분야에서 연구를 할 때에는 단순
히 사람이 아닌 자연현상, 즉 사물에 대한 것을 컴퓨터를 활용해 이해하자는 것이 목표
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접하면서부터 사람의 내부 상태에 대한 이해로 궁극적인
목표가 확장됐습니다. 처음에는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에만 치우쳤지만 점점 뇌 시스템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부터 공학까지 모두를 연구하고 있
지요. 최근에는 뇌기능자기공명영상(fMRI), 뇌파나 눈동자 추적장치 등을 이용해 사람
의 감정이나 의도 등 내부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잘 이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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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 비해 지원이 많지 않아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 미국에 비해 백분의 일, 일본에 비해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인력과 예산으로, 1위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과학기술 세계에서 지난 날, 제가 제안한 연구 전략은 학제간
연구 협동과정(Multi-disciplinary Team)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물리학자, 생물학
자, 공학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 학자들이 머리를 모으는 공동 연구 전략이었지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권위자들이 모여 연구에 대한 이해와 합의점을 도출해야 했는
데, 인공지능이라는 동일한 화두는 가졌지만 각기 몸담고 있던 분야가 달라 충돌이 일
어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쉬운 예로 같은 화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그 분야에
서 쓰는 명칭이 달라 소통이 어려웠지요. 인공지능은 응용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총동
원해야 하는 융합학문입니다. 때문에 여러 분야 학자들 간의 협업은 필수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지만, 5년 정도 시간이 흐르자 어
느 정도 극복된 것 같습니다.
Q) 일하면서 경험했던 일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 앞서 이야기한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하면서 인공비서라는 결과물을 얻게 됐습니다. 인
공비서는 간단한 전화 받기, 일정 확인 등을 대신 해주는 로봇입니다. 눈썹도 만들어 감
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르기 쉽게 비서야’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작은 성
과지만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내딛었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
지요. 앞으로 인공비서를 더욱 발전시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방책을 마련할 계획입니
다.
Q) 미래의 인공지능전문가에게 선배로서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이 아직 잘 모르는 인체와 뇌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사람의 뇌에 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뿐인 인생을 남들이 밝혀 놓은 분야에 던질 것인지, 미지의 세계에 투신할 것인지
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하는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고 충분히 전망이 밝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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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뇌, 미지의 세계 등에 매력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되돌아보기
※ 학습한 내용을 평가해 봅시다.
￭ 학습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평가해봅시다.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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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 ☆ ☆ ☆ ☆

◆ 튜링테스트가 무엇인지 이해하였나요?

☆ ☆ ☆ ☆ ☆

◆ 컴퓨터가 학습한다는 것을 체험활동을 통해 이
해하였나요?

☆ ☆ ☆ ☆ ☆

◆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생각하
였나요?
◆ 인공지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까닭을 들어 잘 이야기하
였나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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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미래 학자들이 말하는 우리의 미래

◇ 인간을 닮은 로봇 - 휴머노이드(Humanoid)에서 안드로이드(Android)까지
• 와세다 대학 휴머노이드 연구소가 내놓은 ‘Wabian-2'는 자유로운 골반 움직임을
뽐내며 거리를 활보하였습니다.
• 오사카 대학은 생김새는 물론 부드러운 피부까지 인간을 쏙 배닮은 여성
안드로이드(인조인가) ‘Ripley-q1'을 개발하였습니다.

◇ 감정을 표현하고 인간과 교감하는 로봇
• 미국 MIT 미디어랩의 로잘린 피카드 연구팀은 물리적 관절이 있는 세계 최초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개발하였습니다.
• 신시아 브라질 교수 랩에서는 복잡한 얼굴을 가지고 인간처럼 다양한 표정을
구사하고 인간과 소통하는 로봇 'Kismet'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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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
• 스탠포드 인공지능연구소가 개발한 로봇자동차 ‘Stanley'는 운전자나 원격조종
없이 7시간 만에 모하비 사막 210km 코스를 달렸습니다.
• ‘06년 12월 독일에서 열린 인간 대 슈퍼컴퓨터 ’Deep Fritz'의 체스 대결에서
인간 체스 챔피언이 2무4패로 패하였습니다.

◇ 미래, 인간 그리고 로봇
• 영국 BT(British Telecom) 미래예측팀은 ‘21세기 말이 되면 기계들은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지능과, 매력적인 성격을 가질 것이고, 기계와 관계하는 것이
인간과 관계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출처: MBC 스페셜, ‘미래(Future), 로봇, 인간이 되다', 2007.1.14.

지금까지 차세대 컴퓨터(인공지능 전문가)와 관련된 내용
을 자세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차세대 컴퓨터의 발전과 기술
에 대해 공부해 보는 일은 정말 즐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게 될지 느
꼈으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이 엄청난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고 개
발할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즐거운 상상으로 이 분야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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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유진 구스트만과의 실제 대화 내용
판정관: 안녕?
유진: 안녕. 난 유진이라고 해. 햄버거와 사탕을 좋아해. 우크라이나에 살고, 올해
열 세살이야. 아빠는 산부인과 의사.
판정관: 반가워.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 지니라고 해. 기분이 어때?
유진: 나쁘지 않아. 특별한 것 없어. 다른 물어볼 거 없어?
판정관: 한국에 대해 알아?
유진: 나는 고작 13살이야. 너는 내가 모든 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너에 대해 말해줄래? 직업이 뭐야?
판정관: 나는 기자야.
유진: 나 신문 읽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파파라치는 싫어.
판정관: 나도 그래. 질문 하나 더 할게. 너는 꿈이 뭐야?
유진: 현재 가장 큰 바람은 부모님이 오토바이를 사주는 거야. 어… MP3도. 그리고
쓰레기 같은 이 500㎒ 짜리 컴퓨터 대신 새 컴퓨터도 있었으면 해. 너 지루한 것
같은데. 너는 어디에 사니? 사는 곳에 대해 말해줘.
판정관: 나는 서울에 살아. 한국의 수도.
유진: 너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것 말고 아는 게 없니?
판정관: 하하. 더 알고 싶어? 음… 서울은 매우 아름다운 도시야. 한강이 도시를 가
로질러 흐르지. 또 전통과 현대적인 건물들을 동시에 볼 수 있어.
유진: 이봐. 엉덩이를 들썩이며 웃었어! 당장 엉덩이를 제자리에 갖다 놔.
판정관: 할 수 있다면 너는 어디를 여행하고 싶어?
유진: 넌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나의 경우에는… 나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물론 끔찍하게 이상한 방법이겠지만. 근데 넌 어렸을 때부터 기자가 꿈이었어?
판정관: 난 23살 때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거든.
유진: 네가 23살 때 사회 문제들에 관심이 많았건 말았건 내 알 바 아닌데.
판정관: 알았어. 나 점심 먹어야 해. 안녕.
유진: 안녕. 또 만나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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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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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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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신분들
연구기관 : 제주대학교
연구책임자 : 교수 박남제 (제주대학교)

<집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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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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