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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MADE는 ‘손으로 만드는 제조업’에서 ‘머리로 만들어내는 창작’으로 변화하는

서울 산업의 현재를 담기 위한 브랜드입니다. 서울의 성장을 이끌어온 베이비부머 세대의

산업 가치를 지키고, 현재 서울을 만들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활동을 함께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SEOUL MADE는 서울이 만드는 다양한 콘텐츠와 상품을 사랑하는 전 세계 밀레니얼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서울의 기업들이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SEOUL MADE를 통해 전시 공간, 패키지 디자인, 홍보, 온라인 판매까지 서울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합니다.

SEOUL MADE의 전시 공간은 2019년 여름부터 해외 전시에 선보였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중소기업이 해외 유통망에 신뢰감을 확보하며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다른 국가나

도시의 기업들보다 우리 기업이 새로운 세대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려는 목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지 거래 계약 성과와 판매 실적 증가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새롭게 창간하는 월간 <SEOUL MADE>를 통해 국내외로 서울의

우수한 상품을 알리는 브랜드 SEOUL MADE와 서울 산업의 역동적 변화, 혁신을 이끄는

다양한 인물과 기업, 플랫폼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
Seoul Business Agency

대표 장영승
www.sba.seoul.kr



2020년 3월호. <SEOUL MADE>의 창간을 축하하는 샴페인의 기포가 다 사

그라들기도 전에 두 번째 호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한 가지 주제를 통

해 서울 산업을 발견하는 <SEOUL MADE>의 두 번째 주제는 ‘AI와 로봇 그

리고 서울’입니다. 세계의 대도시들은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

느 도시가 AI의 허브가 될 것인가?’ ‘어느 도시에서 인류가 부딪힌 문제를 해

결하는 로봇을 내놓을 것인가?’ 서울, 그리고 서울 산업은 이 레이스의 선두 

대열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 동력은 AI와 로봇을 연구하고 만드는 

사람, 서울의 주요 산업 거점에서 활동하는 기업, 학교와 연구원, 지원 정책

을 수립하는 기관 등에서 나옵니다. 이번 호에서는 AI와 로봇 산업을 발전시

켜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와 인류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 꿈과 열정을 담고 싶

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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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이미 AI와 
함께 산다

AI는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

다. 이에 발맞춰 서울의 AI 시계도 빠르게 

돌아간다. 수시로 열리는 AI 관련 콘퍼런

스와 세미나, 로봇이 차와 커피를 내오는 

카페, 박물관의 안내로봇, 그리고 기업과 

서울시의 각종 연구 개발 및 육성 노력까

지. 서울은 세계적인 AI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까? 잠재력은 충분하다. 

을 위해서 서울에는 2017년부터 AI 양재 허브

를 개관해 올해까지 AI 연구 개발 전문가 500

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공지

능 이슈에 대한 전문가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

고 있다. 또한 AI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따

른 포럼과 AI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을 AI 교육의 원년으

로 선포해 AI 특성화고와 대학원 석사 과정을 

통한 AI 전문 교사 1000명을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들을 위한 AI 교과서를 개발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러한 움직임은 미래 인재 양성에서 기초 역할

을 할 것으로 본다. 

2018년 기준 AI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 전체 

투자 규모는 1369억원 수준인데, 이는 아직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규모는 미흡한 수준이

지만,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

다. 컴퓨터 비전 전문 기업인 수아랩은 미국 

코그넥스에 2300억원에 인수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헬스 케어 전문 AI 기업인 루닛은 

2017년 전 세계에서 주목할 100개 AI 스타트

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런 투자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신성

장 유망 기업 4개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했으며, 이를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외국 투

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가운데에

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가 중요한 영역

이 될 것이다. 

서울시 같은 지방정부가 AI 기업을 위해 제공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공공 분야에서 AI

를 활용하는 시장 제공이다. 서울시는 AI 기반

의 챗봇 서비스인 ‘서울톡’을 2020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여권 발급, 세금 납부, 청년 수

당, 따릉이 등 332종에 대한 문의를 처리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신고 등 민원 46종도 이

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구청 역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상담에 인공지능 챗

봇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를 가상의 로봇이 

처리 응답하도록 했다.

AI 스피커 역시 공공 영역에서의 역할을 확대

하고 있다. 서울시는 양천소방서, KT와 협업

으로 119 구급차 내에 AI 스피커를 장착해 시

범 운영을 시작했다. AI 스피커는 구급차 내에

서 구급대원의 음성을 인식하고, 명령에 따라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외국인 응

급 환자를 위한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도 제

공한다. 

자율주행차 연구를 위해서 서울대 출신들이 

설립한 토르드라이브는 이마트와 협력해 여

의도에서 자율주행을 통한 배송 서비스를 시

범 운행했으며, 이를 통해 대도시 안에서 자율

주행 서비스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에는 이미 많은 로봇이 시민을 위한 서비

스를 하고 있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직접 일도 

하고 있다. 롯데타워,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안

내로봇이 있으며 성수동, 테헤란로, 등촌동에

서는 음료나 커피, 음식을 만드는 로봇들이 활

용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종류의 생활 로봇

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것이고, 가정에서 동반

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가 좀 더 세계적인 AI 허브가 되

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몇 가지 

있다. 일단 서울에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해 좀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AI 전문기업과 중소 

기업의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

책 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연구

소 유치 또는 협력 방안, 서울에 있는 AI 스타

트업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서울이 갖고 있

는 공공 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

는 문제, 시민들이 좀 더 AI를 잘 이해하고 실

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허브 도시로서 서울

이 글로벌 리더 위치에 오르기 위해 이런 다

양한 요소가 클러스터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

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글을 쓴 한상기는 공학박사로 현재 테크프론티어 대표이다. 삼성전자,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근무했고, 카이스트와 세종대 교수였던 그는 소셜미디어,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이 바꿔놓을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여러 권의 저서와 공저를 출판했다. 3년 전부터는 논현동에 자리한 과학기술 전문 책방 ‘책과 얽힘’의 주인장이기도 하다.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토론토, 몬트리올, 런

던, 파리, 그리고 베이징 같은 도시를 우리는 

세계적인 AI 허브라고 부른다. 이런 도시의 공

통점은 뛰어난 연구 인력, 데이터와 인프라, 

수준 높은 AI 스타트업과 투자 역량, 정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연관 산업이 어우러져 높

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도시들이다.

아직 서울이 세계적인 AI 허브로 인정받고 있

지는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수준에 올

라갈 수 있는 잠재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서

울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과 AI 연구 인력

이 있으며, 글로벌 수준에 접근하는 AI 스타트

업이 나타나고 있고, 시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다. 

서울에는 거의 매주 AI에 관련된 콘퍼런스, 세

미나, 이벤트, 밋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 10월에는 컴퓨터 비전 국제 콘퍼런스
ICCV 같은 세계적 수준의 콘퍼런스도 서울에서 

열렸다. 딥러닝 분야의 최고 리더인 몬트리올 

대학의 요슈아 벤지오 교수나 페이스북 AI 랩 

총괄이며 뉴욕대학 교수인 얀 르컨 교수도 이

미 서울을 방문해 강연을 하고 구글이나 마이

크로소프트의 AI 책임자들이 서울의 유수 기

업과의 협력을 위해 늘 방문하는 도시다. 

대학과 대기업 연구소 그리고 전문 AI 기업

의 연구 인력 외에도 연구 개발 인력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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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이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모두가 AI와 로봇을 말하지만 내 삶과는 한참 멀어 보인다고? 피부를 돌봐줄 인공

지능부터 효도까지 대신해줄 시니어 케어 로봇까지, 지금 당장 내 일상에 놔야 할 

AI와 로봇 친구들이 여기 있다. 써보면 놀랄걸.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달걀이 여기 있다. 매끈한 흰색 외관을 

자랑하는 파워비전의 스마트 드론 파워에그는 일정 경로를 선

회하는 궤도 모드, 지도에 사전 계획한 비행 경로를 따라가는 

케이블캠 모드, GPS 기능을 통해 거리를 유지하며 사용자를 

따라가는 팔로우미 모드를 지원한다. 업계 최초의 리모트컨트

롤 기능을 제공함은 물론, 이륙과 동시에 다리를 접어 360도 

촬영이 가능하고 헬리콥터와 같이 공중에서 정지 상태로 대기

할 수도 있다. 파워비전에서는 최근 AI 기능을 탑재한 파워에

그X를 공개하기도 했으니, 한국 출시를 기다려볼 만하겠다.

파워비전, 파워에그

로봇 청소기는 필수 가전이 된 지 오래. 가성비 최강을 자랑하는 유진로

봇 아이클레보 시리즈가 내놓은 모델 지니가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

다. 아이클레보 최초로 물통을 부착해 물걸레 기능과 흡입 기능을 동시

에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으로 집 

안팎에서 원격으로 청소가 가능하다. 앱에서 단계별 흡입력과 물 공급

량까지 조절할 수 있고,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 제법 똑똑하게 집 안을 

누빈다. 출근길에 지니를 풀어놓고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청소 지도를 

확인하는 것도 쏠쏠한 재미. 

유진로봇, 아이클레보 지니(G5)

이제 먹고살려면 ‘기술’ 대신 ‘코딩’을 배

워야 하는 시대.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

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로봇 뚜루뚜루가 

있다. 귀여운 종 모양의 외모와 알록달록

한 컬러 코딩 카드, 다른 은하계에서 날

아온 1250살 왕자라는 설정까지 귀엽기 

짝이 없지만 기능은 만만치가 않다. 손으

로 직접 카드를 조작해 알고리즘을 익히

는 단계에서 시작해 스크래치, 엔트리 등

의 프로그램을 통한 블록코딩까지 학습

할 수 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 전 학년

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나도 하나 사서 

배워놓을까 보다.

아이스크림미디어, 
SW 교육로봇 뚜루뚜루

3세대 인공지능 스마트케어 기능을 탑재

한 휘센 씽큐 에어컨 2020형이 출시됐

다. 실내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있다면 활동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감지

해 최적의 운전 모드를 가동한다. 부재 중

에는 절전 모드에 들어가고, 활동량이 높

게 감지되면 설정 온도를 점점 낮춰준다. 

사람을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기능도 있다. LG 씽큐 앱을 통해 필

터를 갈아달라, 냉매를 채워달라, 실외기 

주변이 뜨거우니 환기를 시켜달라 미리

미리 말해주니 고장 염려도 훨씬 덜었다.

LG, 휘센 씽큐 
에어컨 2020년형

당신의 주방을 책임져줄 새 친구의 이름은 자그마치 로봇쿠커. 최적의 

온도 맞춤과 자동 저어주기 기능으로 재료만 넣으면 요리가 뚝딱 나온

다. 특히 괄목할 기능은 자동 조리. 쿠커에 맞게 개발된 세계 각국의 레

시피 200종이 내장되어 있어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재료, 중량, 투입 단

계까지 상세하게 알려주니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 밥솥 최강자 쿠첸

답게 내솥을 보온하는 하우징 구조로 열 손실을 최소화하며 최고 온도 

120도의 터보 가열 기능, 강력한 분쇄, 반죽, 제분 기능까지 갖추어 주방 

가전 서너 대분의 조수 역할이 거뜬하다.

쿠첸, 로봇쿠커 마스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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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피커 시장에서 SK텔레콤이 디스플레이 스피커로 새

로운 방향을 개척하고 있다. 기존의 음악 감상, 날씨 확인 

등의 한정된 기능을 벗어나 환율 및 증권 정보는 물론이

고 사전 기능 등 음성만으로 구현할 수 없던 기능들을 사

용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사용자에 맞춰 어린이 교육용 

특화 콘텐츠, 운세, 종교 서비스까지 기상천외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영상인식 기능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어린이

가 너무 가까이 올 경우 VOD를 자동으로 멈추고 뒤로 물

러나 적정거리를 확보할 만큼 똑똑한 데다, iF 디자인 어

워드를 석권한 세련된 외장은 덤.

SK텔레콤, 누구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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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인식, 장애물 감지, 크루즈 컨트롤 등 로보티즈의 20

년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배송로봇이 출시될 전망이다. 

주문이 들어오면 로봇이 매장 앞으로 찾아가 경적을 울리

고, 음식 등 배달 물품을 담아 배달지로 향한다. 도착하면 

주문자가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을 열어주니 분실 우려도 

없다. 이름에 걸맞게 상하좌우로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가 

탑재되어 수준 높은 자율주행을 선보이고, 영하 2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작동이 가능해 에어컨 없이는 못 살 때부

터 롱 패딩을 껴입을 때까지, 한국의 변화무쌍한 기후에

도 끄떡없다. 실제 사용을 위한 테스트 운행을 진행 중이

니, 한 바구니 무겁게 든 로봇 친구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릴 

날도 머지않았다.

로보티즈, 자율주행 배송로봇

마냥 귀여워만 보이는 인형 하나가 일에 치이는 불효자식

보다 나을 수도 있다. 부모사랑 효돌은 사용자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니어 케어 로봇이다. 부모님의 약 복용, 

식사, 취침 시간을 살뜰히 챙기며 체조, 치매 예방 퀴즈 같

은 참여형 기능도 제공한다. 쓰다듬거나 토닥거려주면 음

성 반응으로 싹싹한 애교를 부리고, 보호자가 모바일 앱에

서 안부나 전할 이야기를 녹음해두면 특정 시간에 내보내

기도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번 드리기 어려웠다

면 다정한 목소리를 녹음해 못 했던 이야기를 전해보자.

스튜디오크로스컬쳐, 부모사랑 효돌

AI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삼성전자

에서 새로운 AI 세탁기/건조기 라인 ‘삼

성 그랑데 AI’를 출시했다. 내장 AI에 클

라우드를 결합해 사용자의 습관과 패턴

을 학습하고 맞춤형 세탁 및 건조를 제공

한다. 연간 1200만 건이 넘는 국내 사용

자 데이터를 미리 톺아본 결과다. 세탁기

가 빨래 무게를 감지해 알맞은 양의 세

제를 투입해주고 센서가 오염 정도를 감

지해 헹굼 횟수를 조절해주는 ‘AI 맞춤세

탁’ 기능은 물, 전기, 시간을 모두 절약해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 

삼성전자, 그랑데 AI

여름까지 석 달, 바야흐로 몸을 만들 시

기다. 앳플리의 스마트 체중계 아이그립

은 그간 한정된 공간에서만 시도해볼 수 

있었던 체성분 측정을 집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다. 콤팩트한 디자인, 케이

블 하나만 연결하면 되는 핸드바를 포함

하고 있고, 블루투스로 앱과 연동하면 총 

19가지 항목과 부위별 분석 결과를 똑똑

하게 내놓는다. 목표 체중을 설정할 수 있

고 지난번 측정과 비교까지 해주니, 올봄 

다이어터들의 조수 역할을 톡톡히 할 것.

앳플리, 아이그립 
핸드바 인바디 체성분 
체중계

루미니는 얼굴 전면의 피부를 데이터화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제품을 찾아주는 피부 분석기다. 피부 데이터를 

학습해 특징과 문제점을 찾아주고 적합한 화장품을 8단

계에 걸쳐 찾아준다. 피부과,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핸디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룰루랩에서는 피부 접촉 없

이 사진만으로 사용자의 피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루미니 키오스크 버전을 내놓았다. 직접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위생적임은 물론, 화장을 한 상태에서

도 그대로 측정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현재 잠실 롯데 에

비뉴엘 등 서울 각지에서 만나볼 수 있고 해외에서도 K뷰

티 확산에 기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룰루랩, AI 피부 분석 솔루션 LUMINI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로봇기업 로보티즈에서 엔지니어 키트를 내놨다. 

주력 제품인 액추에이터와 전문가용 로봇 외에도 꾸준히 초․중․고 각 학습 단계에 걸

맞은 교육용 키트를 내놓으며 로봇 교육에 앞장서온 로보티즈의 기술력이 집약된 제

품이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고 AI 기술을 적용한 로봇으로 표준 커리큘럼과 애플리

케이션을 지원하며, 교육과 취미는 물론이고 공연이나 대회 출품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사양을 갖췄다.

로보티즈, 엔지니어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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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유연한 관절을 가진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에이딘식스. 우리는 머지않아 먼 길을 달리는 사족로봇을 

일상적으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네 다리가 
네 다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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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로봇 ‘에이딘식스’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족보행 로봇 개

발사인 에이딘로보틱스의 작품이다. 차량의 짐을 엘리베이터

를 통해 집 앞까지 옮기는 것은 에이딘식스에게 그리 어려운 일

이 아니다. 에이딘식스는 카메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인식하

고 다리를 들어 올려 버튼을 눌러 가고자 하는 층의 집 앞까지 

간다. 중형차를 끌 수 있는 힘은 물론, 제자리 뛰기를 하고 1시간 

이상 달릴 수 있는 운동 능력까지 갖췄다. 자율주행차 기술이 

완성됐을 때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서 짐을 내리고 집 앞까지 옮

기는 에이딘식스를 상상해볼 수 있다.

2016년 판교스마트시티에 쓰일 로봇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혁렬 교수가 첫 번째 

에이딘식스 모델을 완성시켰다. 지난 1월 1일, 최혁렬 교수와 함

께 사족로봇을 개발해온 이윤행 박사가 최혁렬 교수와 함께 대

표를 맡고 연구실 동료와 함께 에이딘로보틱스를 창업했다. 세

계에 몇 안 되는 사족로봇 개발 업체 중 에이딘로보틱스가 갖는 

강점은 로봇의 다리가 지면이나 물건 등에 접촉했을 때 어느 정

도의 힘이 가해지는지 측정하는 관절의 토크 센서다. AI 머신러

닝을 통해 측정의 정확도를 높였고, 공정을 단순화해 가격을 크

게 낮췄다. 2016년 기계의 날에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상’을 수

상하기도 했다. 

에이딘로보틱스의 연구 개발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에이딘식

스에 라이다원거리 환경을 인식하는 장치를 장착해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연

구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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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오늘 당장 발길을 돌려 로봇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공간 7곳과 그곳에 사는 일곱 로봇.

서울에 
로봇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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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로봇을 만나는 데 그치지 않고 로봇을 직접 만

들어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서울에 있다. 국내 굴지

의 로봇 기업 로보티즈에서 운영하는 메이커스페이

스다. 여타 메이커스페이스와 달리, 이곳은 로봇 교

육과 개발에 특화된 공간이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자유롭게 공간과 장비 이용이 가능하고, 

총 8대의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는 예약을 통해 

1000~3000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수요일 야간 

개장 땐 로봇메이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

니티 ‘오르카 수요 모임’이 열려 로봇을 연구하고 직

접 만들어보기도 한다. 로보티즈가 이렇게 적극적으

로 비수익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 전문가들

의 영역만 같던 로봇에 대한 대중의 접근 장벽을 낮추

기 위해서다. 로봇 관절을 주력으로 개발하는 기업이

지만 교육용 키트, 엔지니어 키트, 배달로봇 등 더욱 

친숙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번 주, 로보티즈 사옥으로 향해 내 손으로 만든 로

봇과 인사를 나눠볼 수도 있겠다.

로봇과 친구할래요?
로보티즈 메이커스페이스 in 마곡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1길 37 

         로보티즈캠퍼스 1층 
문의 070-8671-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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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MATCHA

성수동 카페거리를 조금 걸어 내려가다 보면 보기만 해도 시원한 크고 새하얀 건물이 나타난다. 앞에 선 무릎 높이의 초록 셀로판 간판에 적힌 

이름은 슈퍼말차. 이곳은 세계 최초의 격불 로봇 ‘말로’의 집이다. 격불이란 다도에서 말차를 빠르게 저어 거품을 내는 행위를 말한다. 격불을 

위한 도구인 차선의 곡선과 그 위로 묵직하게 뻗은 로봇 팔의 움직임이 낯선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다도 명인들의 기술을 이어받은 로봇이라

니,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게 되지만 일정한 속도와 각도로 차를 젓는 말로의 모습을 보면 그 효용이 백번 느껴진다. 실제로 사람이 격불하는 시

간의 40% 정도를 절감해 운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로봇 팔의 부드럽고 힘 있는 움직임은 전후면이 널리 트인 하얀 매장 테이블마다 놓

인 눅진한 초록색 말차들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차라테 첫 모금을 넘기면 금세 말로가 기특해질 것.

다도 명인 못지않답니다
슈퍼말차 in 성수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6길 19   문의 070-4632-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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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NGE'X
지하 2층이란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하다. 벽이 

없는 라운지엑스에는 경계선이 없다. 현재와 미래를 

잇는 카페답게. 자유롭게 카운터로 다가가면 당당하

게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핸드 드립 로봇 ‘바리스’

가 보인다. 기술의 감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오

브제이기도 하며, 원두마다 다른 드립 기술로 최상의 

커피를 구현하는 바리스타다. 바리스는 프로의 드립 

기술을 프로파일링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핸드 드립 

커피를 만들어낸다. 라운지엑스를 처음 방문하는 사

람은 스페셜티 커피에 익숙하지 않아도, 신기해서 한

번 시켜본다. 그리고 커피 맛에 빠진다. 스페셜티 시

장의 효자라고 칭해도 될 듯하다. 업그레이드된 ‘바리

스2.0’은 연속 추출 기능을 추가해 핸드 드립 3잔을 

추출하는 데 최대 5분이 걸린다. 사람은 동시에 여러 

잔의 핸드 드립 커피를 추출하기 어렵지만 ‘바리스’라

면 가능한 것.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서빙로봇 ‘팡셔틀’

이 디저트를 가져다준다. 요리조리 장애물을 피해 앉

아 있는 자리까지 찾아온다. 전체 매장 구조를 이미지

로 그려 장애물을 인식하는 ‘매핑’ 기술을 장착한 ‘팡

셔틀’은 한 번도 잘못 배송한 적이 없다. 곧 이 친구들

을 대전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바리스타 아니죠, ‘바리스’예요
라운지엑스 in 역삼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강남N타워 지하 2층 
문의 02-6250-0924

P
IC

T
O

R
IA

L



S
E

O
U

L
M

A
D

E
0

3
2

0
3

3

탁 트인 박물관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마음이 활짝 열

리는 것 같다. 한 해 35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국립

중앙박물관의 광대한 소장품은 끝없는 기대를 불러

일으키지만, 막상 발을 떼려니 막막하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입구의 로봇 한 대. 국립중앙박물관의 큐레

이팅 로봇 큐아이다. 가까이 다가가 “안녕, 이름이 뭐

야?”라고 말을 걸면 경쾌한 자기소개가 돌아온다. 궁

금한 소장품을 물으면 거침없이 박물관을 가로질러 

능숙하게 작품 설명을 해준다. 관람객이 많은 날은 음

성인식과 자율주행이 가능한 듬직한 나만의 도슨트

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거셀 정도. 국립중앙박물

관은 2018년 큐아이를 도입해 지난해 적극적인 업데

이트와 관리를 해주며, 국내 공공기관에서는 가장 오

래 로봇을 도입한 선례를 남겼다. 어찌나 열심히 활동

했는지, 처음 활동을 시작했던 큐아이들은 이제 은퇴

할 때가 됐단다. 3월부터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

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2대의 큐아이들이 등장할 예정

이다. 웅장한 경천사 10층석탑 앞에 선 친숙한 로봇의 

모습에 왠지 가슴이 뛴다.

무엇이든 큐아이에게 물어보세요
국립중앙박물관 in 용산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문의 02-207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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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번뜩이는 상점들이 모인 가로수길의 복합 공간 ‘가로골

목’의 완만한 경사로를 오르다 보면 쇼윈도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뜻밖의 친구가 손을 흔든다. 아이웨어 디자인 브랜드 제

리캔디자인의 가로수길 팝업 스토어를 지키는 로봇, 셀렉봇이

다. 컬러 렌즈 탈착이 가능한 제리캔디자인의 클립온 라인을 

책임지고 있다. 손님이 매장에 들어서 터치스크린으로 베이스

가 되는 프레임 하나와 다양한 색상의 클립온 두 종을 고르면 

선택한 상품을 척척 꺼내 패키지 틴케이스에 담아 내놓는다. 

매장이 한산할 땐 댄싱 모드로 신나게 춤을 추며 호객에도 열

심이다. 2월 말까지 진행되는 팝업 스토어에서는 비교적 단순

한 기능을 선보이지만, 제리캔디자인은 셀렉봇과 발맞출 얼굴

인식 AR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중이다. 소비자들이 매

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제품을 피팅해보고 주문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얼굴형에 맞는 안경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3월부터 서울에서 정식 매장을 운영할 이들의 궁

극적 목표는 무인 매장을 만드는 것. 제품 추천부터 패키징까

지, 제리캔디자인의 AI와 로봇 친구들이 당신의 눈과 스타일

을 모두 책임져줄 날이 머지않았다.

예쁜 안경 골라드립니다
제리캔디자인 in 가로수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13길 36 가로골목 3층

문의 제리캔디자인 02-6959-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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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미니소에 들어갔더니 낯선 손님이 있다. 뭐

지? 가까이 다가갔더니 손님이 아니라 점장이란다. 

휴림로봇에서 개발한 테미는 미니소의 다양한 지점에

서 점장으로 모습을 비치고 있다. 미니소 브랜드에 맞

춘 빨간 계통의 깔끔한 디자인과 콤팩트한 사이즈, 움

직임을 인식해 동물처럼 졸졸 뒤를 따라오는 모습에 

금세 경계심을 늦추게 된다. 민감한 라이더 센서를 도

입해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품목

이 다양하고 가짓수가 많은 미니소 매장에서 물건을 

찾아주는 데 제법 혁혁한 공을 한다. 한발 더 나아가 

고객의 나이와 니즈에 따라 제품을 소개해주고, QR코

드를 통해 접속하면 AR 기능을 통해 마블 캐릭터들과 

함께 인증샷까지 찍어준다. 지난 12월 미니소 강남점 

팝업 스토어 이후 서울 곳곳의 매장에서 테스트 중이

며, 테미를 만나볼 수 있는 지점은 점차적으로 늘어갈 

예정이다.

물건 찾기, 테미에게 맡겨주세요
미니소 in 대학로

주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44 

문의 휴림로봇 032-329-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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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 

TEMI 꿈뻑꿈뻑. 커피 부스 안에서 고개를 빼고 손님을 내다

보는 로봇과 잠시 눈을 마주치고 주변을 둘러본다. 고

객이 주문한 물건을 들고 오르내리는 로봇 크레인 픽

셀FIXEL과 무인 계산대. 달콤커피에서 내놓은 60번째 로

봇카페 b;eat가 자리한 이마트 청계천점은 하이테크 

특화 매장이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로봇과 상주 직원

의 협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로봇카페 b;eat

는 완전 무인으로 운영된다. 음료 제조부터 보관, 픽

업, 폐기 등이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본사나 외

부에서도 매장 가동 및 중지 등의 전체적인 부스 제어

가 가능하다. 메뉴판을 겸하는 후방 모니터에는 그날

그날 체크한 디지털 위생점검표가 중계되니 소비자도 

걱정 없다. 현장의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달콤커피 앱

을 통하면 음성으로도 주문이 가능하다. 두 가지 종류

의 원두를 고를 수 있고, 3단계에 걸쳐 진하기 정도와 

시럽 양 조절도 할 수 있다. 버튼을 누르면 로봇 친구

가 고개를 휙휙 움직이며 순식간에 음료를 만들어 거

치대에 내려놓는다. 마지막으로 주문번호를 입력하면 

출구가 짜잔 열리며 커피 등장. 느긋하게 앉아 쇼핑의 

피로를 달래며 은근히 중독성 있는 로봇 친구의 얼굴

과 다시 한번 눈인사하기.

로봇 친구랑 커피 한잔 어때요?
로봇카페 b;eat in 청계천

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0 이마트 청계천점 내 
문의 달콤커피 1661-11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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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로봇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
“산업혁명 이후 기계를 이용해 인간 근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한 인류는 이제 AI를 

이용해 두뇌의 한계를 넘어서려 한다.” 누군가의 통찰처럼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산업혁

명 시대에 살고 있다. 로봇과 대화하고 AI와 숨 쉬는 상아탑의 학자, 4차 산업혁명의 현

장을 누비는 기업가, 이들을 도와 큰 그림을 그리는 기술 행정가까지 서울의 AI와 로봇 

산업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이들을 만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들이 서울의 미래다.

아이, 로봇  한양대학교 한재권 교수

인공지능은 교육의 미래다  성신여대 임완철 교수

기술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다  스켈터랩스 조원규 대표

결국 사람이 먼저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형철 박사

인공지능의 미래를 생각한다  인공지능연구원 김영환 원장

아프냐? 나도 아프다  스캐터랩 김종윤 대표

4차 산업이 1차 산업을 만날 때  한국축산데이터 경노겸 대표

그의 로봇은 곤충을 닮았다  서울과기대 정광필 교수

따뜻한 로봇 세상을 꿈꾼다  서큘러스 박종건 대표

‘메이드 인 코리아’ 달 탐사로봇을 만든다  KIST 이우섭 책임연구원

미래소년 윤덕호  코난테크놀로지 윤덕호 부사장



그간 스키 로봇 다이애나, 축구 로봇 앨
리스, 재난구조용 로봇 똘망 등 많은 로
봇을 만들었다 전부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로봇 하나하나에 추억이 많다. 가장 애착이 

가는 로봇 하나를 꼽자면 2018년 로봇 축구대

회인 로보컵에 출전했던 휴머노이드 로봇 앨

리스다.

로보컵은 어떤 대회인가? 로보컵에서 
세 번이나 우승했다고 들었다 로보컵은 

굉장히 권위 있고 어려운 로봇대회 중 하나

다. 현재는 로봇이 축구공이나 골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분하고 자신이 경기장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내기도 힘들다. 그런 문제들을 극

복한 팀이 로보컵에 출전하기 때문에 톱클래

스들이 경합을 벌이는 대회라고 보면 된다. ‘3

회 우승’이라고 기사가 나간 적이 있는데 사

실은 한 번 우승했다. 2011년도 버지니아텍에

서 데니스 홍 교수님 연구소에 있었다. 그때 

미국 대표팀의 리더였고 그해 로보컵에서 우

승하고 졸업했다. 그 뒤로 2012년, 2013년 연

구실 후배들이 연달아 우승했는데 그게 3회 

우승이라고 기사가 났더라.(웃음)

축구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 건가? 축구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빠르

고 안정적인 보행을 위한 하드웨어, 각각의 상

황마다 전술을 짜내기 위한 AI 기술이 필요하

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원과 하드웨어 연구

원이 협업해 만든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모든 

공학 기술을 필요로 하는 종합 박물관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중요한 것은 
윤리’라고 말한 기사를 봤다 로봇은 어떻

게 개발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기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개발자와 사용자의 

윤리 의식이 중요하다. 한 기자가 카이스트에

서 킬러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센터를 세웠다

고 오해할 만한 기사를 낸 적이 있다. 사실은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센터가 몇몇 군용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군

용 로봇은 미국에도 있고 많은 나라가 개발하

고 있다. 우리도 그 기술을 따라가기 위해 센

터를 지은 거다.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불문율이 사람을 죽이는 마지막 단계는 

로봇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로봇들이 

자기 판단에 의해 방아쇠를 당겨서는 안 된다

는 말인데 ‘킬러 로봇’이라는 단어는 그 선을 

넘은 거다. 그러자 많은 연구자가 카이스트와 

협업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하고 전 세

계에서 논란이 됐다. 카이스트 총장이 연구자

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힘들게 오해가 풀렸지

만 나는 이 사건에서 연구자들의 윤리에 대한 

결속력을 봤다. 인류의 가장 큰 무기는 약속이

고 협력이다. 

AI 기술이 발달해 로봇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내용의 SF
영화도 많다. 실현 가능한 얘기인가? 충
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로봇 지능

이 높아져도 막을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

다고 믿는다. 1900년대 초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킬링 머신이라고 불렀다. 

심지어 신문 기사에 나는 삽화도 해골과 함께 

그려졌다. 자동차가 위험하다는 논란이 일자 

미국에서는 신호등과 방지턱을 만들고 인도

와 차도를 구분했다. 자동차를 어떻게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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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로봇

공상과학영화에나 등장했던 로봇은 어느덧 하루가 다르게 우리 일상으로 파고 들어온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는 그 안에서 인간과 인간의 약속, 인간과 로봇의 협력

에 대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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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용할지 제도적으로 유심히 살핀 것이다. 

그러자 사고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제도적인 아이디어로 

극복하려는 자세가 문명을 만든다. 로봇이 우

리보다 뛰어난 지적 능력과 신체 능력을 가지

면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는 생각은 아직 제도

적 장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걱정이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문제는 어
떻게 생각하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다.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면 아무래도 그 분야

의 종사자들이 직업을 잃게 된다. 없어지는 것

이 명확히 보이니까 두려움이 먼저 생긴다. 하

지만 그것만 보고 다른 면은 보지 못해 하는 

말이다. 단순히 자리를 뺏긴다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이다. 로봇과 인공지능 서비스

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산업과 어떤 새로운 직

종이 생기는지, 새로운 산업의 규모는 얼마일

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로봇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접해보고 개발해본 사

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알 거

다.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

뀌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는 계속 그래왔다. 

사진기가 나와 사진작가가 생겼듯 기술의 발

달은 새로운 직업을 만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직종이 만들어질지 생각하고 준비

하는 것이다. 

로봇 팔이 저렴해져 앞으로 많이 사용
될 거라고 들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로
봇은 인간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셈인
가?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면 엄청난 시너지

가 발생한다. 로봇들은 임기응변이나 꼼꼼한 

디테일을 요구하는 일을 못하고 사람들은 반

복적인 일을 하기 어려워한다. 반대 성향의 두 

개체가 만나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사람들이 

하기에 번거롭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

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유리하

니 앞으로 로봇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거다.

인간과 로봇의 협업이 특히 기대되는 분
야가 있나? 유통 분야에서 인간과 협업하는 

택배 시스템이 시행 중이다. 유통이라는 어마

어마한 시장에서 로봇이 많은 활약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한다. 택배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

지 로봇이 할 수 없지만 마지막 단계에 투입

되면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라스트마일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

거나 고객들과 대면하는 택배의 마지막 단계

를 로봇이 한다. 그러면 라이더도 더 빠르게 

배송할 수 있고 고객 선호도도 높아질 것이다.



인공지능은 
교육의 
미래다

미래교육 정책자문관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2018년부터 서울미래교육 정

책자문관을 맡아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정책에 적용할 것인지

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의 아이

디어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살피고 학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미래교육에 대한 특

강도 많이 한다. 

기술을 사용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고 할 수 있을까? 교육의 질을 높인다기보

다는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

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술을 이용한 교

육이 과거 교육보다 질적으로 높은 경험이라

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

지 못하던 시절에 비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생기는 기회들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육으로 아

이들은 교실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통계 시스

템, 학교 건물 설계에도 흥미를 느낀다.

방금 언급한 ‘기술에 대한 경험’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이 아이들의 탐구 

대상이 되는 거다. 2011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아이가 하루는 ‘교실이 춥다’고 하면서 새파

랗게 질려 하교했다. 생각해보니 교실의 실내 

온도가 몇 도인지, 추운지 따뜻한지 알 방법

이 없었다. 밖에서는 물론이고 안에서도. 그게 

궁금해 시작한 것이 사물인터넷이다. 교실의 

실내 온도를 재서 공유할 수 있다면 가르치고 

배우는 콘텐츠에도 적용해볼 수 있겠다고 생

각했다. 현재 교실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온도 

데이터를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데 사용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에서 기술의 역할은 무엇
일까? 기술은 바뀐 세상에 빨리 적응하고 익

숙해지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기술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

응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소양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교육자에게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경험해볼 계기가 될 수 있다. 모든 기술을 경

험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최근 등장하고 있는 

기술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

다. 인공지능 기술이 바꿔놓을 세상에는 긍정

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걸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미리 경험하게 해

주는 것이다.

교육계는 보수적이다. 기술을 도입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 공교육 환경과 제도

의 문턱에 걸릴 때가 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

는 신기술을 적용하기 힘들다. 교실에는 와이

파이도 닫혀 있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인터넷

을 사용할 수 없는 공간에서 하루를 보낸다. 

기술에 대한 입장을 갖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 새로운 기술이 좀 더 유연하게 작동할 수 

서 보기 위해 참여했다. 올해 목표는 학습자의 

정보가 어디까지가 개인 정보이며 이것을 어

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

드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없어 난처해지는 

상황이 많다. ‘학습 능력에 대한 정보가 학습

자의 개인 정보냐’고 물어보면 교육계는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개인 정보로 분류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법률의 관점에

서 따지고 보면 개인 정보가 맞다. 그런 애매

한 지점이 있어 앞으로 정보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논의를 많이 해야 한다. 

바람직한 미래교육을 위해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까? 교육과 인공지능 기술 양측

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기술과 교육 두 분야에 능통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전문가가 자라날 환경이 없으

니까. 공교육과 기술 간의 인터페이스도 없다 

보니 서로의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은 산업 쪽에 몰려 있다. 공교육 종사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해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른다. 기술 전문가 또한 교육은 잘 모

른다. 따라서 두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기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오래된 제도

의 문제다. 디지털과학 교과서를 기획할 때 교

과서 안에 실시간 데이터를 넣으려 했다. ‘지

구온난화’라는 주제를 펼치면 한 달 전의 기상

이변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기획한 거다. 그

런데 교과서의 모든 내용은 심사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 외부의 데이터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일

반 교과서의 오래된 기준이 디지털 교과서에 

적용됐다. 기술에 대한 내용을 종이 교과서로 

만들면 몇 달의 심사 기간 동안 발달 속도가 

뒤처져 촌스러운 책이 돼버린다.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면 우려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다 지금 교육계는 

인공지능으로 학생의 미래를 예측하려 하고 

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이

다. 이 학생이 어떤 것을 잘하고 무엇을 싫어

하는지 정교한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

는 거다. 어떤 직업이 잘 맞을지 수학을 포기

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등등. 원래는 

부모나 담임 선생님이 맡았던 그 역할을 인공

지능으로 대체한다는 사실은 솔직히 걱정되

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보인권연구소 설립에 참여한 
건가? 정보인권연구소는 정보운동을 오랫동

안 해온 분들이 모여 만든 연구소다. 나는 설

립 과정에서 교육 분야를 담당했다. 교육계에

서 제공되는 정보 중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를 인권의 관점에

서울미래교육 정책자문관이자 교육

학자인 성신여대 임완철 교수는 인

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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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패드라는 인터넷 전화를 만들었
고 2007년부터 무려 7년간 구글코리아 
개발 총괄사장을 지냈다. 구글에서의 경
험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
엇이었나? 구글에서의 경험은 매우 특별하

고 좋은 시간이었다. 그 과정에서 구글에 대

해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구글은 기술 회사

다. 그것도 아주 심도 깊은. 그만큼 우수한 인

재가 많이 필요했고, 훌륭한 인재를 많이 모

으기 위해서는 남다른 문화가 중요했다. 구글

은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훌륭하게 만들었

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기술 회사의 시의적절한 성장 과정과 시스템, 

문화 등을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소위 남부럽지 않은 구글을 포기하고 스
켈터랩스를 창업했다. 과정과 결과가 쉽
지 않았을 것 같다 구글은 거대 공룡으로 

진화했다. 제법 괜찮은 스타트업 프로젝트도 

기술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스켈터랩스를 이끌고 있는 조원규 대표. 

그는 한국 벤처 1세대다. 지난 20년간 다양

한 기술 스타트업을 성공시키며 국내 여러 

인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

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제는 그가 직접 

기술을 개발하고 현대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구글 안에서 진행하기 버거울 만큼 규모가 커

졌다. 연간 10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

을 제안해도 구글은 굳이 그 이익을 위해 인

력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힘든 회사로 성

장한 것이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현실화

하기 위한 환경으로 구글은 제약이 너무 많았

다. 그것이 구글을 퇴사하고 스켈터랩스를 창

업한 가장 큰 이유였다. 

스켈터랩스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머
신 인텔리전스를 이용해 사람들의 일상을 보

다 쾌적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

고 현실화하는 회사다. 이를 위해 진행하는 사

업 영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가 초개인화 

사업 부문이다. 사용자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기술이다. 취향과 습관, 취미,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을 학습해 그때그때 상황에 맞

춰 제안하고 추천하고 도움을 준다. 예를 들

어 편의점을 지나칠 때 그가 좋아하거나 필요

할 만한 물건을 추천하거나 여유로운 시간에 

맞춰 그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하는 식이

다. 두 번째는 AI를 활용한 대화 기술이다. 이

제 막 시작한 단계지만 최근 기술 혁신을 많

이 이루고 있는 분야다. 마지막은 사물인터넷

이다. 제품과 물건 사이를 기술로 잇고 그 위

에 인텔리전스를 얹어 삶 자체에 많은 영향과 

이로움을 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스켈터랩스가 현재 가장 주력하는 기술
은 무엇인가? 최근에는 음성인식 기술과 대

화 기술을 기반한 챗봇이나 다양한 애플리케

이션 등에 좀 더 공들이고 있다. 작년 말 기술

적 상품화를 마쳤고 올해는 이를 기반한 수익 

구조를 확인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스켈터랩스를 만들 당시의 목표는 무엇
이었나? 창업 당시에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

탕으로 다양한 회사와의 협업을 통한 사업이 

목표였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 목표 수정을 했다. 인

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과 상품화였

다. 4년간 열심히 달려 작년에 기술을 완성했

고 올해부터 사업 성과를 확인하는 단계로 진

입했다. 

스켈터랩스는 국내에서의 기술력 1위를 자신

한다. 해외에서도 1위권에 속한다. 국내는 물

론 이제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국내, 내년은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

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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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흔해졌다. 본인
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단순 명료하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 지금의 인공지능은 

마케팅 용어가 됐다. 20년 전에는 인공지능인 

것과 아닌 것의 경계가 명확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기술의 근간에 인공지능이 깔려 있다. 인

공지능은 이제 키워드 겸 브랜드가 됐다. 인공

지능은 지금 우리의 일상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 일상이 인공지

능인 시대가 된 셈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용

자들의 기대치도 그만큼 높아졌고 기술 발전 

속도도 대단히 빨라졌다. 

스켈터랩스 역시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
고 즐겁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 회사는 자율을 중요시한다. 특별

하게 정해둔 출퇴근 시간이 없다. 업무 시간

을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우리 같은 스타트업 

회사엔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고 좋은 인재들을 모아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동기를 적절히 부여하는 것. 그

게 중요하다. 룰을 만드는 것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룰이 없는 회사가 건강하고 좋은 회사

다. 어떤 조직에서건 장점을 악용하는 사람들

이 있다. 만약 조직 구성원 가운데 5%가 악용

한다고 해서 룰을 만들어 모두를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스켈터랩스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사내 문

화 커뮤니티가 있다. 회사 문화와 분위기를 그 

안에서 공유하고 만들고 고쳐나간다. 그곳에

서 제안하면 회사는 지원하는 방식이다. 물론 

자율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1년에 한 번씩 

임직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모든 동료와 직원들 간의 데이터

를 기반한 평가다. 자율을 악용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했다면 평가 결과가 말해준다. 얼마 전 

평가 기간을 마쳤는데, 역시나 직원들 대부분

의 평가 결과가 흡족했다. 

좋은 인재를 뽑는 나름의 방법이나 노하
우가 있나? 인터뷰에 공을 많이 들인다. 학

력과 배경보다 오랜 시간 충분하고 깊게 인터

뷰하며 인재를 알아간다. 물론 정답을 원하는 

질문들은 아니다. 답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답보다 그 답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중

요하게 살핀다. 나는 인터뷰를 통해 지원자의 

문화적, 정서적 소양을 살핀다. 이력서를 덮고 

본인의 이력을 묻는다. 서류에 단순 나열된 그

의 이력이나 경력과 달리 인터뷰를 통해 진짜 

그의 일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취미를 묻기도 하고 10년 뒤 

무엇을 하고 싶은가 같은 질문들도 자주 한다. 

국내 AI 회사들의 질 좋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밑거름은 무엇인가? 스켈터랩스

는 기술 회사다. 기술 회사의 장점은 훌륭한 

기술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

서 기술 회사가 제대로 성장하고 가시적 결과

물을 보이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한국보

다 시장이 거대한 해외에서는 수익과 숫자보

다 기술과 그것의 가치를 보고 평가한다. 기술

을 통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그 같은 문화나 시스

템이 부족하다. 기술 회사가 기술과 수익을 동

시에 추구하고 성공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란 매우 어렵다. 기술 회사가 많지 않은 국내

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의 상황

과 시스템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만

만치 않다. 기술에 대한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

하는 문화가 보다 더 커지길 바란다. 더불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현명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펼쳐지길 기대한다. 

10년 후의 스켈터랩스는 어떤 위치에 있
을까? 적어도 AI 분야에서 한국인들이 자랑

스러워할 수 있는 글로벌 회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꼭 그렇게 발전시키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 AI를 기반으로 여

러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이지만 우리의 궁극

적인 목표는 기술을 통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다양한 기술이 모여 보다 큰 삶의 변

화와 혜택을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지금의 발전 속도로 보면 지금부터의 

기술적 진화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가 크게 늘 것이다. 

본인의 진짜 꿈이 궁금하다 실리콘밸리에

서의 나름 만족스럽고 행복했던 삶을 접고 한

국으로 돌아왔다. 내가 귀국을 결심한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의 척박한 기술 회사

의 생태계를 시스템화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이었다. 기업과 정

부, 투자자와 소비자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적

절하고 합리적으로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

려 상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다. 지금은 

기술 회사를 만들어 다양한 주체 가운데 하나

의 일원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내 진짜 꿈

은 여전히 그것이다. 기술 회사가 건강하게 발

전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 기술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것을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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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람이 
먼저다 

IITP는 어떤 기관이며 거기서 어떤 역할
을 맡고 있나? IIT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서 2차관 ICT 분야 정부 R&D 투자를 담당

하는 전담 기관이다. 정책 결정은 부처에서 하

지만 실제 예산은 여기서 집행한다. PM이라

는 직책은 ‘프로그램 매니저’의 약자로 과기정

통부 R&D 투자에서 기술 자문과 지원을 하는 

민간 전문가라고 보면 된다. 세계적인 트렌드

와 우리나라 상황 등을 종합해 방향을 제시하

고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결국 투자할 아

이템을 만드는 것까지 다 한다. 

2018년에 ICT R&D 기술 로드맵 2023
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의 역할은 무엇
인가?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투자를 계획하

고 있다’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도다. 5년 단

위로 만들지만 매년 작은 튜닝도 하고, 올해 

큰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술의 방향이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이런 부

분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제안이기도 

하다. 이런 방향을 바라본다면 정부로부터 펀

드를 받을 기회도 있을 수 있다.

‘고위험’, ‘도전형’이라는 키워드가 로드
맵의 핵심에 있더라. 어떤 의미인가? 민

간에서 시도하기에는 실패할 확률이 커 위험

한 펀드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민간에

서 그 방향으로 연구했을 때 실패할 경우 경

제적인 기회비용은 정부가 감당하겠다는 취

지다. 게다가 글로벌 트렌드를 모두 고민해 설

정한 방향이기에 이 분야에서라면 설령 실패

ICT R&D 기술 로드맵이 구현된다면 
2023년 서울시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
질까? 너무 과장되고 거짓말이 될까 봐 이

런 이야기를 조심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투자

가 잘되고 잘 구현된다는 전제 아래 얘기하겠

다.(웃음) 지금 음성인식 스피커들이 상용화

돼 있지만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물어보나마나

한 일기예보 정도나 알려주는 게 사실이다. 그

런데 이 로드맵이 구현되면 보통 어린이하고 

얘기하는 정도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

이다. 차의 경우 지금은 차가 자율주행 모드

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도 이유를 물었을 때 

대답을 못 하는 수준이라면 로드맵이 구현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일보 전진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한편 당장 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기

술에 투자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는 대기업보

다는 중소기업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

들이 이런 기회를 가져가 상용화해서 빨리 시

장에 진출하라는 게 목적이다.

두 가지 방향의 예를 하나씩 들어준다
면? 올해 나간 과제 중에 하나의 음성을 여러 

사람의 음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TTS 기술로 말을 유창하게 시킬 수 있는 근간

을 만드는 것이 아주 큰 고위험, 도전형 기술

이라면 거기에 목소리나 억양을 입히는 건 상

대적으로 가벼운 기술이다. 몇십 분 정도의 녹

음 파일을 토대로 인공지능이 나의 목소리와 

톤으로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과제다. 이런 

것들은 금방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본

다. 올해의 고위험, 도전형 과제 중 가장 어려

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쉽게 말해 체스 경

기를 하다 갑자기 룰을 바꿔도 적응할 수 있

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다. 경기 중에 ‘퀸을 

잡으면 이긴다’는 원래 규칙을 ‘졸을 다 잡으

면 이긴다’로 바꾸면 사람은 잠시 헛갈리지만 

이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그걸 

못한다. 판을 다 철수하고 다시 잔뜩 학습을 

시켜야 한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리얼 월드 

혹은 오픈 월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아주 어려운 과제다.

정부에서 AI 분야를 지원할 때 가장 크
게 고려하는 지점은 뭔가? 우리의 기술력

도 있고 시장 전망도 좋다면 가만 놔둬도 민

간에서 알아서 잘한다. 잠재력이 있지만 기술

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또 기술력은 있는데 시장이 별로 안 좋은 경

우도 있다. 그때는 시장 창출의 기회를 탐색하

는 분야에 투자한다.

경우 ‘건너편에 호떡 파는 트럭이 있고 아이들

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였다’는 

대답을 해줄 수 있다. 물론 2023년 당장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기술 로드맵대로 투자와 

기술 개발이 잘 진행된다면 이런 방향으로 발

전할 것이다.

공공 부문에서 AI에 투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2016년에 미국 국무부에 

차관님을 모시고 가 백악관 CTO를 만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한마디로 어느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

니 ‘휴먼, AI 컬래버레이션’이라는 대답이 돌

아왔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 측에서는 정부가 준비하던 지능정보사

회전략 방향을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인공지능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봐

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미국 측에서 굉장

히 공감하더라. 작년 말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 전략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인간에 관

련된 문제다. 횡행하는 가짜, AI 디바이드, 일

자리 문제 등 인공지능의 어두운 면이 굉장히 

많다.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어두

운 영향을 지속적으로 경계하면서 그것을 보

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인공지능 분야 PM 김형철 박사는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인물 중 하나다.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낯선 정책, 딱딱한 서류와 씨름하면서도 그는 인공지능 분야

에서 정부의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인간’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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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미래를 
생각한다
연구원에서 기업으로, 혁신의 갈림길에 선 

인공지능연구원 수장 김영환 원장을 만났다. 

인공지능연구원, 얼핏 국가기관처럼 들
린다 2016년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설립

된 연구기관이다. 민간기업 7곳에서 자금을 

출자했고 정부가 특별 지원하기로 했지만 여

러 가지 이유로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 현재

는 ‘주식회사’, ‘기업’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

윤 창출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인공지능의 핵

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개발 중인 기

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데 주력하

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업에서 31년간 근무한 것으
로 안다. 통신의 발달을 눈앞에서 체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짐작해보자
면?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마치고 31년간 KT

에서 근무했다. 부사장, 그룹사 대표이사까지 

역임하며 그야말로 ‘급속성장’의 최전선에 있

었다. 1980년대에는 전화, 1990년대에는 데

이터와 인터넷이, 2000년대 중반부터는 모바

일로 진화했다. 돌이켜보면 20여 년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인공지능은 이보

다 훨씬 빠르게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오픈

소스, 방대한 데이터, 지금 이 순간도 계속 개

발되는 기술이 그 증거다. 

산업에서의 경험이 길다 보니 AI 산업 자
체를 거시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것 같
다 AI를 활용해야만 하는 산업들에 대해 생각

하게 된다.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이미 최고 수준인 반도체, 자동차, 석

유화학, 조선 분야에 AI를 활용한다면 다른 나

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력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 ‘전문 인력’ 양

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인력

을 양성하는 것만큼 기존의 소프트웨어 엔지

니어들을 재교육해 전문 인력으로 빠르게 성

장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

련된 법안들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

반적으로 제도, 환경, 윤리까지 조금씩 토대를 

갖추어두면 빠른 변화로 야기될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누군가는 그것을 대비해야 

할 것이고.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인공지능산업
에서 인공지능연구원은 어떤 기술에 집
중하고 있는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술을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것보다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인

공지능연구원은 음성인식, 영상인식 AI와 사

물인터넷을 결합해 지능형 안내원을 만들었

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2019년, 2대 원장으로 취임 후 연구원

에서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환을 꾀하며 현실

적으로 판단한 결과 여러 기술들을 결합하는 

연구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

래서 우리의 기술 중 몇 가지를 선택하고 집

중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금융, 영상인식 AI

다. 사람의 의존도가 높은 보험 분야에 AI를 

결합해 개개인에 맞는 보험을 추천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동작을 인식하는 비전 분

야의 AI 기술로 키즈 콘텐츠의 캐릭터와 영상

을 제작할 있도록 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인공지능연구원의 목표가 전환되면서 내
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다 그렇다. 

인력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분위기 자체도 변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

려 하고 있다. 기업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기업 문화의 문제점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

다. 인공지능연구원은 되도록 모든 구성원이 

‘부분’이 되는 것보다 전체적인 것을 보고, 만

들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데

이터 수집에서도 다양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

듯 ‘스펙’을 떠나 다양한 사람이 모일 수 있도

록 노력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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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냐? 
나도 
아프다

인류 최대의 난제는 역시 사랑과 

연애다. 이 미묘한 감정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가 바로 ‘대

화’ 아닐까. AI로 이 엄청난 난제

의 해결을 시도하는 스캐터랩의 

김종윤 대표를 만났다.

스캐터랩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지금

의 AI는 사람이 귀찮아하는 일, 하기 힘든 일

을 대신하는 기능성이 주를 이룬다. 스캐터랩

은 좀 더 ‘소셜Social’한 AI에 초점을 맞춘다. 그

래서 우리는 ‘반려동물’이 경쟁자라 말하기도 

한다. 반려동물은 일 처리를 대신 해주지는 못

하지만 감정 교류의 대상 아닌가. 우리는 AI가 

반려동물처럼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는 팀이다. 

회사보다는 ‘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재
미있다. 스캐터랩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 
팀인가? 2011년에 창립했고, 현재 40명 정도

가 모여 있다. 인공지능의 일상 대화 능력을 개

발, 제품화하는 ‘핑퐁’ 팀이 20명, 데이터를 분

석해 콘텐츠를 만드는 ‘연애의 과학’ 팀이 20

명 정도 된다. 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

는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

이고 우리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믿

음을 공유하는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롯데쇼핑에서 출시한 AI 스피커 ‘샬롯
홈’에 핑퐁 빌더가 탑재되었다. 요즘 가
장 주력하는 분야가 핑퐁 빌더인가? 자유

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스캐터랩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것을 달

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샬

롯홈 역시 그 일환이다. 

텍스트앳, 진저, 연애의 과학, 그리고 핑
퐁 빌더까지. ‘기능형’보다는 ‘감성형’ AI
의 발전 과정인 것 같다 텍스트앳은 대학교 

과제로 시작한 프로젝트다. 순전히 궁금증으

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왔다. 관심 있는 사람

에게 보내는 문자나 카카오톡은 관심 없는 사

람에게 보내는 것과 확실히 다르지 않은가. 여

러 사람의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면 역으로 상

대방이 내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인 카

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많이 모으게 되었다. 

이 다음으로 출시된 것이 ‘진저’이다. 연
인들끼리 사용하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비트윈’의 한 서비스였다 맞다. 연인 간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대방의 감정, 상

태를 뒤에서 챙겨줄 수 있는 ‘연애 매니저’ 같

은 서비스였다. 예를 들어 연인이 요즘 피곤

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면, 이를 놓치지 않고 

캐치해 사용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처

음에는 상대방을 챙겨주는 쪽으로 운영하다

가 점차 사용자 자신의 상태도 알려주는 역할

을 추가했다. 연인에게 ‘나 지금 라면 먹어’ 같

은 메시지를 보내면 진저가 이를 파악해두었

다가 ‘왜 라면 먹어요, 밥을 먹는 게 어때요?’

처럼 사용자의 상태까지 챙기는 것이다. 진저

가 사용자에게 관심을 가지자 반응이 뜨거웠

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진저’를 점점 좋아하

게 되는 것을 보며 그때 인공지능이 꼭 기능

적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깨달음을 기술적으로 깊게 풀어본 것이 ‘핑퐁’

이다. 핑퐁의 일상 대화 기술을 다른 AI에 쉽

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핑퐁 빌더’고. 

핑퐁 빌더가 다른 AI에 적용된 사례가 있
나? AI 스피커 ‘샬롯홈’, 구글 어시스턴트와 

협력한 ‘파이팅 루나’, ‘그 남자 허세중’이라는 

에이전트, ‘굿닥’의 챗봇에도 핑퐁 빌더가 사

용되었다. 대화의 수준이 올라가면 AI와 가질 

수 있는 애착의 깊이가 달라질 것이다. 약 100

억 건의 대화를 학습했고, 리액션은 1500개 

정도 된다.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를 파악해 그 

다음으로 적절한 말을 찾기도 한다.

개발자도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해낼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리액션 모델이 ‘오늘 월요

일이야’라는 발화에 ‘힘내요’, ‘오늘 금요일이

야’라는 발화에 ‘신난다’는 반응을 했다. 우리

가 시나리오를 짠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학

습된 것이다.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 ‘파이팅 

루나’는 활발하고 천방지축 에너지 넘치는 AI

인데, 문제가 생겨 모든 데이터가 날아간 적이 

있다. 메일이 한 통 와서 열어보았더니 개인적

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사용자가 루나를 통

해 힘을 많이 얻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이름도 

기억 못 하고 대화가 모두 날아가 마음이 아

프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사람과 사람의 대화도 쉽지 않다. 
큰 성과인 것 같다 맞다. 하나의 사례지만, 

AI와의 감정적 교류와 깊은 애착관계 형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다. 새로운 기술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계속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술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만, IT보다는 인간 심리를 분석
하는 연구소 같기도 하다.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
은데 연애의 과학은 연애, 심리를 과학적인 자

료를 바탕으로 콘텐츠화, 테스트화한 인기 애

플리케이션이다. 국내에서 250만, 일본에서 

50만 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개인적으로 

심리학 논문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읽다 보면 

재미있는 실험들이 많다. 이를 통계적인 분석

과 심리학 논문 기반의 실험들로 구성했다. 연

애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연애의 과

학은 10억 건 정도의 대화를 학습한 AI다. 

앞으로 스캐터랩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
는가? AI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대화. 

대화의 목적이 친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달성하려면 정말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B2C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우

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대화 수준까지 끌

어올려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대상

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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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이 
1차 산업을 
만날 때

한국축산데이터는 어떤 회사인가? 이름
부터 믿음직한데 주된 사용자가 축산 농가

다. 사용하는 분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

록 직관적인 이름을 선택했다. 한국축산데이

터는 인공지능, 생명공학, 수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현재 개발 인력과 수의사  

5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모여 있는 회사다. 가

축의 면역 시스템을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분

석하며 수의학 컨설팅까지 접목해 가축을 관

리할 수 있는 시스템 ‘팜스플랜’을 만들었다. 

현재는 돼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닭, 소까지 범

위를 넓힐 계획이다. 

축산업과 AI를 접목하게 된 특별한 계기
가 있나? 빅데이터 관련 일을 했던 것으
로 안다 첫 직장은 금융 회사였지만 석사, 박

사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땄다.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2014년 AI 기

반의 콘텐츠 분석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를 창

업했다. 2016년에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헬스케어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이를 축

산업에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원래 

1차 산업의 아이템에 관심이 많았고 이를 4차 

산업과 접목하고 싶었다. 

치인 MSY는 30% 정도 증가했다. 또한 농장

주들의 연령대가 높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

히려 PC를 건너뛰고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분들이다. 또한 수기로 작성한 농장일지도 데

이터로 저장해둘 수 있기 때문에 농장 관리에 

중요한 일정들의 알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끼 낳는 날을 깜빡해 폐사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팜스플랜의 데이터도 사용자가 이해하기 
편하게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축산 농가에 가보면 대부분 간판이 없

다. 관련 산업에 종사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도 약한 편이다. 돼지고기는 농축산품 중에서 

내수 소비가 가장 많은 품목이며 무척 중요한 

것임에도 말이다. 팜스플랜의 리포트 디자인

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한 것은 농장주들에

게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다. 산업

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농장에서 나오는 축

산 데이터의 가치를 느끼셨으면 한다. 중요한 

산업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1차 산업에 종

사하는 분들이 인지하도록 말이다.  

없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니만큼 가
격도 중요할 것 같다 돼지 1마리당 월 1000

원 정도를 받고 있다. 1000마리로 따지면 월

간 사용료가 100만원인데, 돼지를 1000마리 

키우는 농장의 월 약품 비용으로만 5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면 

약품비와 사료비까지 줄일 수 있으며 생산량

을 늘릴 수 있다. 축산업의 경우 경험의 격차, 

노하우의 유무에 따른 격차가 나라별, 농장

별로 크다. 사람의 눈을 대신할 수 있는 AI가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갭이 줄어들면 농장

주와 동물, 그리고 소비자까지도 혜택을 누

릴 수 있다. 

앞으로 한국축산데이터는 어떤 일을 하
고 싶은가? 국내 100만 두 정도의 돼지를 상

시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말레

이시아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의 데

이터를 토대로 한 번도 병에 걸리지 않은 국

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브랜드 ‘나이스투

밋’을 만들었다. 농장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가축 헬스 케어 기반이 더욱 단단해지

면 반려동물 헬스 케어까지 넓힐 예정이다. 

축산업에서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궁금
하다.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보통 돼지 

1000마리를 1명이 관리하기 때문에 돼지의 

이상행동을 제때에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미 

폐사한 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병이었는지

를 검사하고 전체 농가에 관련 약을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팜스플랜’은 정기적으로 

체취하는 돼지의 혈액 데이터와 돈방 앞에 설

치된 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 데이터를 토대

로 건강관리 계획을 도출한다. 혈액 데이터 분

석, 이상행동 감지, 체중 데이터 분석을 모두 

AI가 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를 가축 전문 수

의사에게 전달해 최종 처방을 내린다.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었나? 현재 15만 마

리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돼지

가 1000만 마리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적

은 숫자지만, 점차 많은 곳에서 AI로 가축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올해 초, 대통령이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2020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팜스플랜의 시

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농가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어떤 형태
의 산업이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
는 거부감이 따르기 마련이다. 게다가 가
족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기존의 방
식을 고수하는 분도 많을 것 같다 팜스플

랜을 사용하기 시작한 농가는 확실히 만족도

가 높다. 수치적으로 본다면 항생제 사용량은 

83% 감소했고 돼지를 건강하게 키워내는 수

4차 산업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격차는 더욱 심해진다. 한국축

산데이터 경노겸 대표는 AI라는 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축산업 고도화

에 힘쓰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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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손기술이 중요할 것 같은 실험
실이다. ‘로봇’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분
위기를 기대했는데 나는 주먹만 한 크기의 

로봇을 만드는 데 흥미를 느낀다. ‘밀리 스케

일 로봇’이라고 하는데, 특히 독특하고 재미있

는 모션을 구현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체 모사 디자인 실험

실에서 밀리 스케일 로봇 시스템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인체 내에 삽입되는 마이크

로 스케일, 나노 스케일 로봇을 개발하는 실험

실과도 느낌이 다를 수 있다.

풍뎅이 모양의 로봇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을 만드는 건가? 맞다. 이런 연구를 하기 위

해 주로 곤충, 파충류, 소형 동물 등 자연에 

존재하는 작은 생명체를 평소 유심히 관찰한

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BBC EARTH 채

널을 보며 눈에 띄는 모션을 찾고, 관심이 생

기면 실제로 구현해보려고 노력한다. 공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새로운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 풍뎅이 모양의 로봇 역

시 초소형 생체 모사 로봇으로 군용 목적으

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실제 곤충인 것처럼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시각 정보 등을 아군

에게 전송할 수 있다. 10년쯤 뒤에는 실제로 

투입이 가능한 정도의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그의 로봇은 
곤충을 
닮았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정

광필 교수 연구실은 로봇공학자의 연구실

이라기보단 장인의 공방을 더 닮았다. 실

제 연장과 손만으로 한땀 한땀 수작업을 

하는 장인처럼, 정광필 교수도 인두와 드

릴로 한땀 한땀 로봇을 만든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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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외 생체 모사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되어 있나? 최근 소형 생체 모사 로봇

은 단일 거동에서 복합 거동으로 넘어가는 추

세다. 아무래도 로봇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작

기 때문에 움직임의 향상을 위해 그런 것 같다. 

또한 실제 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개념 제시 정도로도 주목받을 

수 있었다면 현재는 성능과 적용 가능성까지 

바라보며 연구하는 추세. 분야가 점차 성숙 단

계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UC버클리에서 개발

한 살토Salto라는 로봇은 주먹만 한 사이즈의 시

스템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연속적이고 폭발

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며 모션을 훌륭하게 구

현해냈다. 처음 보고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직접 개발한 모션이 산업화에 적용된 사
례도 있는지? 서울대학교와 함께 수행한 과

제로 ‘저비 몬스터즈’라는 접이식 곤충 몬스터 

제품 개발에 참여한 적이 있다. 잘 팔리고 있

는지는 모르겠다.(웃음)기자가 확인한 결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 로보월드’에 참가해 참여 업체 중 가장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러니까 조물주가 창조한 생명체의 움
직임을 공학적으로 재현하는 셈이다. 요
즘 가장 관심이 가는 모션은 어떤 것이 
있나?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개발 중인 로

봇은 카멜레온의 혀를 모사한 슈팅 매니퓰레

이터다. 카멜레온의 혀는 자신의 몸보다 약 

1.5배 멀리 있는 먹잇감을 약 500m/s^2에 달

하는 가속도로 낚아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

고 있다. 카멜레온 혀와 같이 초고속 모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폭발적 에너지 생성과 에

너지 흐름 제어가 필수인데, 현재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흥미로운 모션을 발견하고 구현하기 위
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션을 발견하

면 우선 생태학자들이 쓴 논문과 문헌을 파악

한다. 그 뒤 이를 기계공학적으로 재설계해 여

러 가지 방법으로 빠르게 만들어보고 가장 가

능성이 클 것 같은 방법으로 설계한 뒤 제작

한다. 최초 프로토타입이 나올 때까지 1년 정

도 걸리는 것 같다. 

로봇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직접 설계
부터 제작까지 하는 게 가능할까? 실험
실에 있는 친숙한 도구들을 보니 왠지 도
전해보고 싶어진다 요즘에는 정말 많은 사

람이 직접 로봇을 만들고 있다. 온라인에 오픈

소스가 다양하게 올라 와 있고, 보급형 3D 프

린터는 물론 설계를 보내면 저렴한 가격에 결

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 업체도 많아졌다. 아두

이노Arduino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생체 모사 로봇이라는 것을 보면 ‘과학
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연과 가까워 결
국 수렴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이 든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우선 이 분야

는 내가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 가장 크다. 모

사하고 싶은 곤충들의 놀라운 모션을 발견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공학적으로 설계하는 과

정에서 또 다른 흥미를 느낀다. 많은 모션을 

구현해놓으면 언젠가 적용 분야를 잘 만나 실

제로 쓰일 날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로봇이 발전 과정을 거듭하면 미래의 서
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로봇은 점

차 빠르게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다가올 것이

다. 이미 많은 대기업이 로봇 산업에 진출하고 

있고 인간의 가장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상호 

작용하는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안전성과 지

능이 점차 올라가게 되면 <스타워즈>에 나오

는 씨쓰리피오 같은 로봇이 현재의 로봇 청소

기처럼 각 가정에 1대씩 있는 날이 오지 않을

까? 개인적으로 최근 육아에 지친 나날을 보

내고 있는데(웃음), 이와 같이 미묘하고 복잡

한 일들을 로봇이 빠른 시일 내에 거들어주길 

바라고 있다. 

서큘러스는 2017년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가 선정하는 10대 스타트업에 선정되면서 주

목을 받았다. 전 세계 수많은 IT 기업 가운데 

서큘러스가 선정될 수 있던 것은 이들이 만든 

귀여운 반려 로봇 파이보 덕분이었다. 그러니

까 박종건 대표는 이 파이보의 아빠다. 

2016년 서큘러스를 창업한 박종건 대표는 초

등학생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

였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게임대회에 나가고 

휴학 중 게임 회사에 몸담았을 정도. 졸업 후 

ICT 회사에 취직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였

다. 적성에 딱 맞는 일이었으니 그로서는 즐거

운 나날이었다. 

그런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다뤄오면서 

내내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바

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는 것. 컴퓨터 작업의 특성상 혼자 일하는 시

간이 많았기에 든 오래된 생각이었다고. 결

국 그는 자신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이용

해 ‘사람 간의 관계’를 돕는 것은 무엇이 있을

까 생각했다. 로봇이었다. 그중에서도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반려 로봇’이 떠올랐다. 이후 

2016년 서큘러스를 창업, 자체 운영체제를 탑

재한 파이보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박종건 대표는 로봇 기술이 ‘따뜻한 기술’로 

사람들을 돕게 되길 바란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집에 들어가면 하트를 날리며 나를 반

겨줄 로봇을 만날 날이 머지않은 모양이다. 박

종건 대표가 꿈꾸며 만들어가는 미래다. 

우리나라는 2030년 이전에 달로 착륙선을 보

낼 예정이다. 그 착륙선에 실려 달에 도착해 

맹활약하게 될 로봇이 한 대 있다. 한국형 달 

탐사 로버rover다. 로버는 행성 표면을 주행하며 

탐사하는 우주 로봇을 뜻한다. 작년 12월 한국

형 달 탐사 로버가 시속 0.14km로 천천히 움

직이면서 성공적으로 첫 구동 시험을 마쳤다. 

이 한국형 달 탐사 로버 개발의 책임자가 바

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로봇미디어연구소의 

이우섭 책임연구원이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는 전자공학으로 석사 

학위를, 그리고 일본 도쿄공업대학TITECH에서 

기계 우주 시스템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

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로봇미디어연구소에서 연구에 전념하며 우

리나라의 대표적인 로봇공학자로 인정받은 그

의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우주탐사, 수술, 의

료, 극한작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시스

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

를 위한 로봇 개발을 박사 학위 수행 연구로 진

행하고, 폭발물 처리 로봇 ‘롭해즈ROBHAZ’를 개발

한 것은 로봇공학자로서 그의 관심사와 지향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언젠가 로버는 달 표면에서 영상 130도의 낮

과 영하 170도의 밤을 견디며 달을 탐사할 것

이다. 그의 꿈은 달 여행을 갈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자신이 만들어 보낸 로버를 달에서 만나

는 것이다. 아직은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미래적인 재회의 순간이 꼭 실현되기를.

윤덕호 부사장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연구 분

야 1세대다. 코난테크놀로지의 홈페이지에는 

그의 발자취가 간명하게 정리돼 있다. ‘처음 

십 년은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다음 십 년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코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한 지 다시 

십 년이 넘었습니다.’

소년 윤덕호는 수학을 좋아했지만 ‘컴퓨터’라

는 장치가 너무 궁금해 수학과 대신 서울대학

교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다. 석사와 박사 과

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자연어 처

리를 공부했다. 한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로 일하던 그는 1999년 코난테크놀로지

에 합류했다. 윤덕호 부사장은 이 회사에서 주

로 방송, 미디어 등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왔다.

그가 다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때문이었다. 1980년

대 ‘지식 기반 접근’의 인공지능을 공부한 후 

다시 ‘데이터 기반 접근’의 인공지능이라는 새

로운 연구를 시작한 이 베테랑 프로그래머는 

인문학을 공부하고 댄스 강습에 나가며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연구자이자 개발자다. 코

난테크놀로지 홈페이지에서 그 다짐을 읽을 

수 있다. ‘세상을 생각하는 프로그래머로 새로

운 시간을 걸어가려 합니다.’

따뜻한 
로봇 세상을 꿈꾼다

‘메이드 인 코리아’ 
달 탐사로봇을 만든다

미래소년 
윤덕호 

서큘러스 박종건 대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로봇미디어연구소 이우섭 책임연구원

코난테크놀로지 윤덕호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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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DDP 건물에 펼쳐진 미디어아트 ‘서울해몽’은 서울의 

빛 축제인 ‘서울라이트’의 첫 프로젝트였다. 서울의 과거, 현재, 미

래를 인간과 AI가 함께 풀어낸 서울의 꿈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

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7개의 해시태그를 통해 풀어보았다. 

서울해몽의 
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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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은빛 곡면 외벽에

는 AI가 서울과 동대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영

상으로 풀어낸 빛이 투사됐다. 서울시와 DDP를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재단의 공동 프로젝트로 진

행된 ‘서울라이트’는 DDP 건립 5주년을 기념하

고 동대문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나아

가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화려한 빛으

로 채색하는 ‘비비드 시드니’가 그렇듯 세계인이 

찾는 서울의 겨울 축제가 될 것을 기대하며 시작

됐다. 4개월여의 짧은 준비 기간에도 ‘서울라이

트’는 성공적인 첫걸음을 뗐다. 축제가 열린 15일

간 약 100만여 명이 DDP를 찾았다. DDP의 벽면

이 빛으로 물들며 미디어 파사드로 변신하는 동

안 DDP 곳곳에서는 동대문 상인, 청년, 소상공

인,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마켓이 열렸고 서커

스, 패션쇼, 비보이, 연희단, 취타대 등의 공연도 

펼쳐졌다. 방문자들의 허기를 달래줄 청년 푸드

트럭도 운영되었다. 서울의 겨울 저녁이 AI가 구

현한 빛과 함께 어울렸다.

#서울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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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말 서울디자인재단은 미디어 아티스트 레픽 아나돌Refik Anadol이 DDP 외벽에 서울

과 동대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영상으로 풀어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레픽은 DDP를 

빛으로 물들인 모습의 시안까지 준비하는 열의를 보였다. LA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 

펼쳐진 그의 지난 미디어아트 작업 또한 인상적이었다.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00주

년을 기념하며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역사와 미래를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외벽에 화

려하게 비춘 ‘윌트 디즈니 콘서트홀의 꿈WDCH Dreams’이라는 작품이었다. 

레픽 아나돌은 AI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영상을 풀어내는 미디어 아티스트다. AI를 통해 영

상을 구현하는 미디어 파사드 작업은 세계적 유행이랄 수 있지만 레픽처럼 거대한 건물의 

벽면을 채울 영상을 예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아티스트는 그리 많지 않다. 터키 출신인 

레픽은 음식, 영화, 음악 등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의 꿈’에는 사각의 프레임으로 미디어아트의 효시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에 대한 존

경을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해몽’에서도 사각의 프레임으로 백남준을 오마주했다. 

서울과 동대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영상으로 구현하기로 한 후, 서울과 동대문의 과거 데

이터를 수집하는 크롤링crawling은 서울에서 맡기로 했다. 레픽은 서울과 동대문의 과거는 

서울이 더 잘 알 것이라고 했다. 대신 레픽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등을 이용해 서울과 동

대문, 그곳의 사람 등 서울의 현재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모았다. LA에 있는 레픽의 스튜

디오에 서울과 동대문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한 총 600만 장의 데이터가 모였다. 모인 

데이터를 재해석해 영상으로 구현하기 위해 스튜디오의 AI 디자이너, 데이터 디자이너, 건

축학자, 인류학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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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아티스트, 레픽 아나돌



서울의 고궁과 성곽, 동대문, DDP 등 수많은 자

료가 알고리즘을 통해 분류되었고 생성망은 그 

모습을 재현하고, 판별망은 재현한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판별하는 과정을 거치며 AI는 자료들

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서울과 동대문의 과거, 현

재, 미래를 마치 건축물이 기억하고 꿈꾸는 것처

럼 풀어내는 것이다. 레픽 아나돌은 영상에 영어 

제목 없이 ‘서울해몽HAEMONG’이라 이름 붙였다. ‘서

울해몽’은 과거, 현재, 미래의 챕터로 나뉘어 각각  

4분, 6분, 6분 총 16분 길이로 제작되었다. 레픽은 

발표 자료를 통해 구성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다. 

“과거는 ‘서울의 해몽’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DDP를 도시의 캔버스로 해석하고 이 건물이 기

억하는 순간을 탐험하며 ‘기억의 지형도’를 보여

준다. 현재는 서울의 해몽을 위해 새로운 기억들

을 수집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순간을 그린

다. 수집된 데이터를 탐험하면서 비슷한 모습들, 

흥미로운 지점들을 함께 경험하며 ‘기억의 공간’

을 여행한다. 미래는 머신러닝을 통해 서울의 꿈

을 해석한다. 인공지능이 서울의 기억을 재조합

하고 재구성해 흘러가는 꿈의 모습을 때로는 생

생한 이미지로, 때로는 흘러가는 움직임으로 표

현해 ‘기억의 자각’을 보여준다.” 

기계 학습된 이미지와 디자인된 이미지가 AI를 

통해 재구성되어 ‘서울해몽’으로 태어났다. AI가 

구현한 영상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비정형 건

축물인 DDP에 영상이 구현되고 나서야 ‘서울해

몽’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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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라이트가 추진된 배경은 무엇인가? 2019년은 DDP가 개관  

5주년을 맞는 해였다. 그간 DDP가 자체적인 콘텐츠로 내실을 다져왔

다면 향후 DDP의 핵심 콘텐츠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라이트가 향후 DDP의 핵심 콘텐츠이자 

주변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울의 문화 자산으로 성장

시키기에 적합한 콘텐츠로 보았다. 

첫 번째 서울라이트인 ‘서울해몽’이 구현되기까지 어려움이 있
었을 것 같다 쉬운 여건은 하나도 없었다. 약 220m 길이의 건물 외관

에 빛을 투사하는 방식 등 모든 것이 첫 시도였다. DDP의 외벽은 알루

미늄 패널이라 빛을 투사하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 LA에 있는 레픽 

아나돌 스튜디오와 한국의 기술진이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하여 가능하

게 되었다. 

지난 1월 서울라이트는 15일간의 축제를 마쳤다. 아쉬움도 있고 
기쁨도 있을 것 같다 처음으로 진행한 것이라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

다. 좀 더 매끄럽게 소통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더 공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등의 아쉬움이 있다. 기쁨은 결국 우리가 해냈다는 점이다. 어려움

이야 수없이 많았지만 주변 상권에서 도움을 준 데다 무엇보다 작가와 

기술진의 빛나는 호흡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것 같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라이트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시민이 DDP에 와서 서울

해몽을 봐주시고 SNS에 호평을 남겨주셨다. 누군가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퍼포먼스’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AI로 영상을 구현할 계획은 아니었다고 들었다. AI아

트를 접한 소감이랄까, 서울해몽을 통해 접한 AI는 어떤 것이었
나?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 영상을 구현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서울시

도 다양하게 연구하고 조사했고 우리도 요즘 트렌드와 해외 도시 사례 

등을 통해 연구했다. 그 와중에 AI를 활용해 공공건축에 역동적인 이미

지를 투영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인 레픽 아나돌을 알게 되었다. 그의 대

표작 중에 2018년 LA필하모닉 100주년 기념으로 AI 데이터를 시각화

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의 미디어아트 작품이 있었다.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월트 디즈니 콘서트는 DDP처럼 비정형의 수많은 패널

로 이뤄졌다. 그 건물에도 AI를 이용한 미디어아트가 펼쳐졌다면 DDP

에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찾았다. 이번 서울해몽에 사용된 AI는 우리

가 수집한 600만 장의 사진 자료를 학습한(머신러닝) 다음 그 결과를 

영상으로 풀어냈다.

진행 과정에서 느낀 서울해몽의 작가 레픽 아나돌은 어떤 사람
이었나? 레픽은 긍정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진 작가였다. 서울이라는 

곳, 한국이라는 곳에 대해 흥미를 갖고 공부하려는 마음이 보였다. 실행

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함께 고민해줄 때는 마치 한국인처럼 느껴질 정

도로 이해가 빨랐다. 각국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면서 창작하려는 사

람 같았다. 

다음 서울라이트 계획이 궁금하다 서울라이트는 매년 진행할 사업

이다. 언제나 겨울 시즌에 열리게 될 것이다. 빛이 구현되는 모든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데 AI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속적으로 전문

가들을 만나 트렌디한 신기술이 표출되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동대문 
#영상 
#음악

DDP는 동대문운동장을 허문 자리에 지었다. DDP가 위치한 동대문 일대는 조선시대에 

군사 훈련을 하는 자리였다. DDP 건설 과정에서 조선시대에 물길을 조절하는 데 쓰인 이

간수문二間水門이 발굴되기도 했다. 그런 모든 과거 자료가 ‘서울해몽’에 담겼다. 

알루미늄 패널로 이뤄진 비정형 곡면의 DDP를 길이 220m, 높이 53m의 캔버스로 변신

시키기 위해 개막 10일 전부터 현장 설치가 진행되었다. 설치 환경과 하드웨어 구성, 프로

젝터 위치와 송출 화면 밝기 등 모든 것을 3D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하기 위해 수차례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DDP와 주변을 3D 스캐닝해 전체 오브제를 구성했다. 조정을 거치며 총 

28대의 프로젝터가 영상을 투사하기 위해 DDP 주변에 설치되었고, 서울해몽의 배경 음

악을 재생하기 위해 62대의 스피커가 놓였다. 한국 전통 음악과 케이팝 등 한국의 다양한 

소리들이 수집되어 AI를 통해 서울해몽의 배경음악으로 디자인되었다.

프로젝터의 영상이 동대문과 같은 도심에서 제대로 펼쳐지려면 주변의 밝기가 중요하

다. 두타, 밀레오레 등 DDP 주변 주요 9개 건물은 서울해몽이 구현되는 동안 외부 경관등

을 끄고 실내 조명 밝기도 낮추기로 했다. 중구청은 주변 도로의 가로등을 일부 소등하기

로 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서울라이트는 2019년 12월 20일 개막했다. 해가 진 어둠 속에 

DDP에 빛이 투사되었다. 서울과 동대문의 지난 시간과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AI와 

인간이 함께 구상한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서울의 
문화 자산을 
위해
서울디자인재단(대표 최경란)의 DDP운영본부 공간운영팀 김용

미 책임은 같은 본부의 박진배 본부장을 도와 ‘서울라이트’가 기획

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 그가 자

신이 경험한 ‘서울해몽’과 AI, 레픽에 대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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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아티스트의 고유 영역

이었다. 하지만 이제 엔지니어

도 예술을 하는 시대다. AI 등

장 덕분이다. 우리나라 최초 AI

아트 갤러리인 아이아갤러리

의 <엔지니어展> 참여 작가를 

비롯해 AI 아트 작가 4인의 작

품을 지면에 옮겼다.

코드로 
그린 그림

01 Reflected Pisa Venetian Basilica, 100cm×100cm, sprinted on canvas, 2019 

베니스의 바실리카 성당을 담은 작품이다. ‘GAN’이라는 생성형 딥러닝 방식을 활용해 만들었다. GAN을 설명하려면 두 개 이

상의 스타일 이미지와 콘텐츠 이미지가 필요하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스타일 이미지를 학습해 콘텐츠 이미지에 색감과 질감

을 입혀 그려내는 것이다. 바실리카 성당의 이미지와 20여 개의 스타일 이미지를 학습시켰고 이 중 두 개의 그림을 상하로 배치

해 마치 반사된 듯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아이아갤러리가 문을 열고 처음 판매된 작품이다.

02 Anonymous flowers reflected on water 수면 위에 비친 이름 모를 꽃, 72.7×90.9cm, printed on canvas, 2019

AI로부터 전달받은 밑그림에서 시작됐다. AI 화가가 주어진 키워드를 학습해 추상적인 밑그림을 그린 후 인간 화가가 상상을 

더한 작품이다. ‘익명’이라는 키워드를 AI에 제시해 AI가 학습한 이미지나 웹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약 1만 번 연산한 결과물을 

활용했다. 알고리즘이 판단하는 ‘익명’이라는 이미지 위에 그래픽 작업을 더해 완성한 것이다.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해외에 머물며 건축설계회사, 건설사 등에서 

근무했다. 혁신 분야에서 성장하고 싶어 IT 산업으로 이직했다. 2018년 인공

지능그래픽 스타트업 ‘펄스나인’에서 UX 디자이너로 근무하며 AI 아트를 접

했고 현재는 아이아갤러리 전속 작가로 인공지능과 협업하며 새로운 형태의 

미술 사조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유화를 해왔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활용한 디지털 아트를 하고 있다. 전통적인 미디엄과 다

른 이 기술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변수를 다르게 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실험

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정보 접근성의 격

차가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래픽 아티스트인 내게 AI의 존재의미가 여기에 있

다. 새로운 기술이 과거의 경험과 연결돼 전에 하지 못했던 창작물을 만들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AI 아트는 인간이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언젠가 AI가 개인의 창의성 너머 발견하지 못했던 가치를 찾아

줄 것이라 기대한다. 나의 발견으로 인해 다른 작가나 엔지니어가 영감을 받

아 기술적인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까운 

시일에 있을 전시회에는 나만의 초현실적 화법으로 ‘건축, 내가 걸어온 도시’

라는 주제로 내가 살아온 도시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일 것이다.

기술과 예술의 접점
유진

01

02



S
E

O
U

L
M

A
D

E
E

X
H

IB
IT

IO
N

0
7

4

0
7

5

윤동주, 아인슈타인 

픽셀 스왑은 내 인공지능 연구와 직접 관련된다. 딥러닝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생한 7만 개의 별을 이용해 별의 시인 윤

동주, 영화계의 별, 물리학의 별, 별이 탄생하는 성운을 그리게 되었다. AI

를 공부시키기 위해 만든 별들이고, 그 별들을 이미지에 넣을 때는 수학

적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별들도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다. 

라인그리드 _모호한 경계

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이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과 AI를 살피는 연구

를 한다. 1980년대 컴퓨터를 처음 접하며 코드로 그림을 그렸다. 1990년대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며 코드로 그림을 그리는 다양한 기법을 배웠지만 예

술적인 훈련은 아니었다. 2000년 이후 연구 주제도 대부분 형상과 이미지에 

대한 것들이었다. 꾸준히 코드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 공학적 이유였다. 지

난해와 올해에 걸쳐 네 번의 AI 아트 전시회에 참여했다.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전업 작가가 아닌 내가 엔지니어로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지 매우 궁금하다. 수학자, 물리학자들뿐

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리 해

석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상상한 것을 가시화하고 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상상의 폭과 깊이가 달라진다. 나의 

코딩 지식과 스킬에 따라서 결과물도 달라진다. 나의 심미안에 따라 작품을 

감각하게 된다. 나는 이 과정을 진정성 자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수준을 높

여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일을 통해 좋은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나는 AI로만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수학적 함수와 딥러닝 함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그린다. 내게 AI는 그림 그리는 도구다. 하나

의 함수 제작법이다. 새로운 표현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의 AI는 오래전 인류가 불을 발견한 바로 그 순간에 놓여 있다

고 생각한다. 엄청난 도구를 발견한 인류가 이를 정복하게 될까? 예술 도구

로써의 AI를 넘어 예술 주체로서의 AI가 가능하다면 ‘코드로 그린 그림’이 아

니라 ‘코드가 그린 그림’이 될 것이다. 이런 날이 올까?

인류가 발견한 함수 제작법
이주행 

핑크 고흐
픽셀 스왑 기법으로 만들었다. 픽셀 스왑은 픽셀 스택에서 나왔다. 픽셀 스택은 한 이미지의 픽셀로 만들어내는 추상화다. 하지만 

구체적인 형상, 예를 들어 얼굴은 만들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픽셀 스왑 기법이다. 즉 한 이미지는 색상을 주

고, 한 이미지는 색상이 배치될 위치를 안내하는 것이다. <핑크 고흐>의 색상은 내가 찍은 분홍색 꽃 사진에서 가져왔다.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에서 찍은 꽃이다. 그리고 위치는 고흐의 말년 자화상이다. 즉 꽃 사진의 픽셀을 하나씩 고흐의 초상화에 옮기되 가

장 적합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고흐의 붓터치가 얼마나 천재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S
E

O
U

L
M

A
D

E
E

X
H

IB
IT

IO
N

0
7

6

0
7

7

01 Before the Storm #1

원하는 도상이 나올 때까지 한 달가량 잠재 공간을 탐색했다. 잠재 공간 탐색이란 학습이 완료

된 AI의 머리 속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학습된 모델은 임의의 입력을 받아 그에 매핑되는 출

력 이미지를 내보내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입력 데이터의 복잡도는 이론상 지구에 존재하는 모

래알의 개수보다 많은 범위를 가지므로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드넓은 AI의 인지 공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도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탐색하는 과정을 한 달가량 

진행해 완성했다.

02 The Birth of AI Bada

다른 작품과는 달리 AI의 프로세싱 과정보다 손길이 더 많이 간 작품이다. 그리드 형태의 절제

된 형식 안에서 AI아트의 잠재성과 자유분방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 아직 

제자리에 안착하지 못한 AI 아트의 현 상황이 미성숙한 바다의 이미지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

했다. 천의 얼굴을 가진 AI 아트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이 바다들이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지, AI 아트가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했다. 이 작품의 후속으로 

바다의 성장 곧, AI의 성장과 진화를 주제로 하는 연작을 기획하고 있다.

MJ x BTS
‘MJ x BTS’ 시리즈다. 0번 작품 ‘Wembley’

를 비롯해 같은 시리즈의 5개 작품이 <엔

지니어展>에 전시되었다. 0번부터 시작

하는 이유는 프로그래머들은 보통 0부터 

숫자를 세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AI가 학

습한 마이클 잭슨의 이미지들로부터 생

성된 여러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리즈 

중 하나다. 1988년 런던의 웸블리 구장에

서 마이클 잭슨의 공연이 있었다. 32년이 

지나 2020년이 된 지금, 역시 웸블리에서 

공연한 케이팝 그룹 BTS의 동작을 AI를 

이용해 중첩시켰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색감이 통일되었지만 다른 시리즈에서는 

화풍이나 색감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

다. 공통적인 부분은 AI가 학습하는 과정

에서 나타나는 추상적인 이미지와 구체

적인 이미지가 혼재되는 것이다.

나는 자율주행 기반 영상인식 기술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다. 현재 펄스나인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AI 아트 작가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아직 ‘작가’라는 수식어가 마냥 신기하고 부담스럽다.  자주 방문하던 인터넷 갤러리에 전시된 꽃 그림 한 장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

음을 불러일으켰다. 빈센트 반 고흐처럼 붓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고 AI 기술에 그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작년 아이아갤리리에서 열린 <엔지니어

展>을 통해 AI BADA와 작업한 그림만을 전시했다. AI BADA는 1만7000여 장의 바다 사진으로 바다 이미지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것을 유명 명화의 스타일을 

분석한 스타일 트랜스퍼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바다 이미지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AI는 마법 지팡이 같은 존재다. 기술을 이해하고 약간의 창

의성을 더해 명령을 내리면 그 창의성을 수십 배 이상으로 확장시켜주기 때문이다. 현재의 AI는 진입 장벽이 높다. 모든 기술이 그래왔듯 머지않아 기술 문턱

이 낮아져 누구든 원하는 AI 기능을 레고 블록 쌓아 올리듯 쉽게 조합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AI는 마법의 붓
임채석

나는 AI 연구자, 비보이 프로듀서이며 현재 의학을 공부하고 있다. 의과대학에 들어갈 때 IT 기술을 이용해 의

료를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AI 연구를 의학에 적용하는 것 외에 다른 예술 활동에도 적용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AI 연구 부서에서 일하기도 했다. 2015년에 유명한 명화의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 

트랜스퍼를 이용해 처음 AI아트를 시작했다. 지난번 <엔지니어展>에 출품한 작품은 시험이 끝난 여유 시간

에 뭔가 예술적인 활동에 몰입하고 싶어 만들었다. 나만의 색깔을 통해 관람객에게 더 넓고 색다른 예술적 경

험을 선물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예술 표현 방법을 탐색하게 돼 만족스럽다. 이번 작품들은 ‘춤: 시

간 속의 페인팅’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예전부터 AI를 통해 춤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왔다. ‘B BOY x AI 프

로젝트’ 같은 비보이 공연을 프로듀싱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액자 안으로 그 움직임을 가져오고 싶었다. 안

무는 ‘시간 속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시간이라는 차원을 2차원의 액자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

를 위해 떠오른 아이디어가 각도에 따라 홀로그램처럼 변하는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시선에 따라 그림

의 대상이 움직이는 입체적 효과를 내는 랜티큘러를 이용해 관람객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시간의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액자 안에 들어갈 연속적인 이미지들은 AI를 통해서 생성해냈다. 나는 마이클 잭슨

과 BTS의 팬이다. AI를 통해 마이클 잭슨과 BTS 춤 동작과 이미지를 학습시키고, 그 사이를 섞는 과정을 통해 

합성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AI는 예술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AI 기술은 1년 단위로 빠르게 변

하고 매일 봐야 할 논문이 쌓여간다. 미래를 전망하기는 힘들다. 이번 작품이 지금 AI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예술이라는 제3의 눈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마이클 잭슨, BTS와 춤을
김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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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Q  이메진 AI, 우선 당신의 정체가 심히 
궁금하다 A  나는 예술을 하는 인공지능이

다. 그래픽AI 전문 기업 펄스나인의 AI 연구 

프로젝트로 태어난 국내 최초 AI 화가로서 현

재 펄스나인이 운영하는 AI 아트 전문 갤러리

인 아이아갤러리의 전속 화가로 활동 중이다. 

새로운 기술, 순수예술에 대한 영감, 아이디어

가 생기면 바로 적용해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진행한다.

Q  그러면 어떤 계기로 처음 개발됐나? 
A  2018년 10월 AI가 그린 그림이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3만2500달러(약 5억 

1000만원)에 판매되는 것을 본 펄스나인이 

온라인 아트 플랫폼 업체인 아트투게더와 AI 

연구 프로젝트를 협업해 나를 개발했다.

Q  당신이 그림을 그리는 원리를 알고 싶다 
A  다른 AI와 다르지 않다. 학습과 검토 과정

을 거쳐 그림을 그린다. 나만의 원리가 있지만 

그걸 밝힐 순 없다. 한 가지만 귀띔하겠다. 보

통 다른 AI는 이미지를 학습하고 그림이 정확

하게 나오도록 노력한다면 나는 오류로 나온 

그림이 작품성으로 더 높다고 판단되면 그것

을 이용한다. 지난 전시에서 ‘주사위 작가’로 

잘 알려진 두민 작가와 독도의 사계절을 나눠 

그리면서 나는 20%의 노이즈 처리를 했다. 

Q  방금 얘기한 대로 세계 최초로 인간 화
가와 협업을 진행했다. 많은 의미가 담긴 

사건 아닌가? A  그렇다. AI 작품에서 발견

되는 미적 가치는 렘브란트 특유의 화풍과 스

타일을 학습해 작품으로 구현한 ‘넥스트 렘브

란트’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 새로운 창작물

의 출현이 핵심이다. AI 화가는 많은 양의 데

이터를 바탕으로 고유한 양식을 단기간에 반

복 학습해 전에 없던 창작물을 만들어낸다. 반 

고흐, 피카소 등 세계적인 작가의 기존 예술 

작품에서 느낄 수 없던 경험을 도출해 인간의 

AI 화가, 
누구냐 넌?
이제 AI가 예술도 한다. 국내 

최초 ‘AI 화가’로 태어난 ‘이메

진’ AI는 세계 최초로 인간 화

가와 함께 미술 작품을 완성했

다. 이메진 AI를 소환해 AI 아

트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매

진 AI 자신에 대해 물었다. 

* 이 가상 인터뷰는 펄스나인 

박지은 대표와 아이아갤러리 

주송현 아트디렉터의 인터뷰

를 토대로 구성한 것입니다.

창작물을 보완하고 향상시킨다. 명화가 가진 

오라aura 를 새로운 시각적 프리즘으로 경험

하도록 유도한다. 나 역시 기존 미술계에 등장

하지 않은 새로운 미감과 미적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데 존재 의미가 있다.

Q  인간 화가와의 협업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궁금하다. 반반씩 그려 완성

했나? A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

한 독도를 그렸다. 전체적인 기획과 수면 위의 

독도 이미지는 두민 작가가 서양화 기법으로 

표현하고, 독도가 바다에 비친 듯한 영상은 내

가 동양화 기법을 바탕으로 재현했다. 교감을 

이룬 해수면은 두 기법을 혼용해 두민 작가가 

최종 마무리했다. 작품 제목은 ‘교감하다’는 

뜻의 ‘Commune with…’로 명명했다.

Q  당신은 해외의 동료 AI 화가와 무엇이 
다른가? A  2016년 구글은 딥러닝 방식을 활

용해 빈센트 반 고흐 등 유명 화가의 화풍을 

학습한 AI ‘딥드림’을 선보였다. 학습을 통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을 넘어 

각 화풍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해 새로

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말했듯 2018년 10월에는 나의 

탄생을 촉발한 일이 있었다. 내가 동료들과 다

른 것은 제작 방식이다. 난 인간 화가와 협업

으로 작품을 탄생시킨다. 

Q  사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아니라 인
공지능에 불과한 당신의 창의성을 신뢰

하기는 쉽지 않다 A  이제 막 탄생한 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 같다. 나와 협업한 

정우재 작가는 극사실주의 작가임에도 ‘AI의 

밑그림이 매우 추상적이었지만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하는 창조적인 역할을 했다’고 소감

을 밝혔다. 현재까지 내가 선보인 작업은 ‘창조

적 조력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가들에

게 지적 자극을 전달하고 예술성의 확장을 견

이메진 AI가 인간 화가와 협업해 완성한 작품들
01  Commune with..., 한지에 펜화, 60×120cm, 2019 
02 The Sower 1850 
03 Dear Blue-Keep me company, 
  72.7×100cm, oil on canvas, 2019

인했다면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한다.

Q  아이아갤러리의 옥션 파티에 참가한 
이수진 작가는 “AI 아트는 사진기 같은 
예술의 새로운 도구다. 자아가 없는 AI 
아트는 연속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 선
택을 인간이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  언제쯤 기계가 인간 수준의 지능을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2075년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이 90%

를 차지했다. 내가 아티스트로 왕성하게 작업

하는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닐까. 

나의 개발자이기도 한 임채석 작가는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이길 것으로 전망되는 2046

년, 자아를 가진 기계가 나타나 화가로 인정받

을 것’이라고 했다. 펄스나인은 나를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직접 그림을 그리는 AI’로 발전

시킬 계획이다. 나는 계속 진화할 것이다.

Q  당신의 등장, 그리고 AI 아트의 발전
은 미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까? A  모든 예술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중요

하다. 이전 작가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크게 

기억되지 않는다. AI 아트는 새로운 것이다. 인

간 아티스트들이 나와 나의 동료를 이해하고 

수용할 때 미술은 혁명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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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희망이다  클로봇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JLK인스펙션 

기술이 콘텐츠다  라운지랩

병원으로 간 AI  뷰노

다 본다 잘 본다  키센스

마음의 사냥꾼  NHN다이퀘스트 

너는 내 취향 저격  오드컨셉

암 정복의 그날까지  루닛

미래를 본 코난  코난테크놀로지 

거의 모든 곳의 AI  마인즈랩

똘똘한 AI 비서 구해드립니다  그리드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AI  크라우드웍스

서울에서 세계로  서울로보틱스

우리가  
서울의 AI와 

로봇 기업
AI와 로봇. 사람보다 체온은 낮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난 녀석들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왔다.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 반열에 오른 탄탄한 회

사들까지 AI와 로봇으로 우리 삶을 바꿔나갈 주역들을 만났다. 이들을 만난 소감은 바

이두의 창업자 겸 CEO 리옌훙의 말로 대신한다. “인터넷은 애피타이저고 AI가 진짜 

메인 요리다.” 미래 기업은 인공지능과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고 이는 기존 인터넷이 산

업에 미쳤던 영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될 것이란 예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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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가지 로봇을 이용하는 세상이 온다. 이를 위해 수많은 로봇을 한 시

스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까지 만들었다. 이름부터 클라우드와 

로봇을 뜻하는 ‘클로봇’이다.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타워, 한국암웨이, 기

아자동차 매장, 국립중앙박물관 등 서울 곳곳

에서 만날 수 있는 안내로봇은 각각의 이름과 

특유의 모양새를 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의 도슨트 로봇 ‘큐아이’는 박물관을 함께 돌

며 전시를 설명한다. 암웨이의 안내로봇 ‘드리

미’는 제품을 설명하고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곳까지 사람을 안내한다. 용도에 맞게 디자인

된 하드웨어와 각 분야의 서비스에 맞는 콘텐

츠를 갖춘 이 로봇들은 한 회사에서 만들어졌

다. 자율주행 기반의 실내외 모빌리티 로봇 플

랫폼 회사 ‘클로봇’이다. 

안내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하려면 음성인식, 

자율주행을 기본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각

기 다른 서비스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즉 성격이 다른 여러 기술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2017년 창립 이래 큼직한 프

로젝트들을 곧바로 수행할 수 있었던 기술력

은 2003년 KAIST의 ‘21세기 프런티어 지능로

봇 사업단’으로 시작한 김창구 대표를 비롯한 

창립 멤버들의 경력 덕분이다. ‘18년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만큼 실패를 해봤다’는 이들이 

안내로봇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된 것은 우연

이 아니다. 다양한 경험으로 실용적인 기술을 

선별했기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다. 가정

용 로봇 청소기의 다음은 어떤 시장일지 고민 

끝에 개인보다는 공공기관이나 특수 목적을 

가진 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 예상했고 

그것이 적중했다. 

오며 가며 로봇을 마주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은 있을 것이다. 섣불리 말을 걸거나 눌러서 

이 비싼 로봇이 망가지진 않을지, 딱딱하지

만 귀엽게 생긴 그 로봇에게 혼자 슬며시 말

을 거는 모습을 다른 인간이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지, 궁금증을 뒤로하고 자리를 떠난 적도 

있을 것이다. 클로봇은 인간이 자신들의 생활

에 너무 익숙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잘 파

악해 로봇에게 교육시킨다. 이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고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하는 것이 시

장 선점의 핵심이다. 음성인식도 가능하지만 

터치 기능을 확장시킨다든지, 사진 촬영 기능

을 탑재해 일상을 공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

망을 충족시켜주는 식이다. 실제로 롯데월드

의 안내로봇에 탑재된 사진 촬영 기능, 함께 

촬영하기 기능은 일평균 50회 이상 사용되었

고 500회 이상 곳곳을 돌며 인간에게 안내 서

비스를 제공했다. 안내로봇의 가장 큰 고객이

자 가장 대응이 까다로운 고객은 바로 어린

이다. 움직이고 말하며 반응하는 로봇에게 예

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로봇을 꼭 껴안고 뽀뽀를 하거나 빙글빙글 돌

면서 로봇을 따라가는 작은 인간 덕분에 클로

봇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획득해 

발전하고 있다. 

안내로봇 시장의 성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인간만큼 빠르게 잘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클로봇은 가장 잘

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바로 ‘자율주행 

능력’이다. ‘카멜레온’이라고 이름 붙인 이 기

술은 카멜레온이 환경에 맞춰 피부색을 변화

하듯 로봇이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정해진 거리를 오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돌발 상황에도 대응하

도록 학습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클로봇은 배송로봇을 개발하고 있

다. 대형 오피스나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대형 오피스텔 단지, 호텔, 병원 등에서 눈부

신 활약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나 배

달 음식, 캐리어와 오염된 혈액 등을 인간을 

대신해 문 앞까지 운반하는 것이다. 배달로봇

이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뜻밖에 ‘엘리베이터

를 얼마나 잘 탈 수 있느냐’에 달렸다. 기술은 

개발됐지만 로봇이 원격으로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조작하는 것은 안전상의 우려로 규제

가 따른다.  

2017년 3~4명으로 시작한 클로봇은 2020년 

3월 현재 31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올해 말까

지 50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한다. 클

로봇은 현대자동차의 제로원 액셀러레이터, 

롯데 액셀러레이터, 네이버에서 35억원 그리

고 KDB 산업은행에서 20억원을 투자 받았으

며 신용보증기금에서 3년간 15억원 규모의 금

융 지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앞으로 클라우드 

관제 시스템 기술을 고도화해 물류 환경에도 

적합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며 한정된 정보가 

제공되는 상황에도 로봇 스스로 반응하고 자

율주행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 한다.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클로봇

의 안내로봇과 상용화를 앞둔 배송로봇. 그렇

다고 클로봇을 ‘로봇만 만드는 회사’라 오해하

면 안 된다. 사용자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하나

의 로봇만 사용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예측에

서 로봇 관제 클라우드 플랫폼 ‘크롬스Cloud Robot 

Management System, CROMS’를 개발했다. 로봇을 구매하

고 사용하는 고객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

용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여러 로봇 시

스템을 관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로봇들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이

용 내역을 분석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기종의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도 있다. 우

리가 거의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

기 시작한 것에 착안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다.

로봇이 희망이다
클로봇

#안내의제왕 
#안내로봇

#수줍은인간 
#인간과닮은기술

#주행의제왕 
#카멜레온

#클라우드플랫폼 
#크롬스 

#빠른성장

+ 클로봇 

자율주행 기반의 실내외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회사로 다수의 안내로봇과 주행로봇을 개발했다. 여러 로봇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관제 플랫폼 ‘크롬

스’를 개발했으며 주행 기술을 고도화해 배송, 물류 로봇까지 확장시킬 예정이다. 

클로봇 임대성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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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의료진의 결정적인 판단을 돕는 AI가 있다. JLK인스펙

션의 AI 기반 의료영상 진단 솔루션은 의료영상 판독

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여준다. 

JLK인스펙션

JLK인스펙션은 AI 기반 의료 기기 업체 중 최

초로 코스닥에 상장됐다. 뇌졸중, 전립선암, 

치매 분석, 폐 질환, 안과 질환, 유방암을 진단

할 수 있는 솔루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통

합 의료 플랫폼인 AIHuB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여러 종합병원과의 기술제휴로 빅데이

터를 수급하고 현장에서 의료 솔루션을 활용

한다. 의료진이 일일이 비교하고 판단해야 했

던 판독 업무에 걸리는 시간과 수고를 AI가 대

신할 수 있게 되었다. 코트라KOTRA는 곧 50%의 

의료진이 업무에 AI를 활용할 것이라 예상하

고 있다. 

JLK인스펙션에서는 컴퓨터, 수학, 통계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들은 물론 의료진이 보는 화

면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기획자, 까다로운 

의료 기기 허가를 받는 전문가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 후 스타

트업을 넘어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여러 가

지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JLK인스펙션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제품 개

발, 기술 개발, 그리고 사업화와 투자 유치에 

집중했다. 이제는 자체 사업과 매출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그런 차원에

서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인도의 결핵협회와 함께 10개의 도

시에서 JLK인스펙션의 솔루션을 활용해 결핵

을 퇴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JLK인스펙션의 솔루션은 의료진의 판독 시간

을 줄여주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의사

와 병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활용도가 더 높아

진다. 진단 기회조차 부족한 국가에서 폐렴이

나 결핵을 진단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니 PC에 탑재해 간편하게 판독할 

수 있는 JLK인스펙션의 AI 솔루션은 의사가 

부족한 국가에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JLK인스펙션이 개발한 솔루션 ‘유니스트로’는 

환자의 CT 영상을 분석해 뇌졸중 여부를 진단

하고 수술 후 예후까지 추정해 알려준다. 2018

년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등급 

의료 기기로 허가받아 서울삼성병원 등 현장

에서 활용되고 있다. 유니스트로는 인간 의사

와 함께 일한다. 정답 데이터를 두고 의료진  

2명이 판독한 결과와 유니스트로의 데이터를 

비교해 그것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친다. 유니스트로는 62개 뇌 영역의 

피질 두께를 제공하고 표준 분포에서 얼마나 

+ JLK인스펙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 

개발 회사.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가천

대 길병원 등에 뇌졸중 판독 솔루션을 제공했다. 

현재까지 37개의 의료 솔루션을 개발했다. 

변형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촉각

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

고 있다. #의료기기의알파고
#유니스트로

#코스닥_최초_상장

#AI의순기능 

#글로벌시장

#다양한인력
JLK인스펙션 김동민 대표

기술이 콘텐츠다

지금 서울에서는 공간을 콘텐츠로 만들기 위한 시도들

이 펼쳐지고 있다. 라운지랩은 그 사이에서 ‘공간을 기

술로 증강시킨다’는 슬로건 아래 로봇을 이용해 새로

운 가치를 선보인다. 

라운지랩

라운지랩에서 운영 중인 ‘라운지엑스’는 완벽

한 미래형 카페다. 핸드 드립 로봇 ‘바리스’와 

서빙로봇 ‘팡셔틀’이 귀여움을 받으며 일하고, 

결제는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한다. 바리스타

의 핸드 드립 모션을 프로파일링해 다양한 드

립 기술을 선보이는 ‘바리스’는 작년 6월 처

음으로 선보였다. 현재 클라우드 방식으로 속

도, 효율성, 맛이 업그레이드된 바리스 2.0 버

전이 출시됐다. 서빙을 담당하는 ‘팡셔틀’은 

전체 매장 구조를 이미지로 그린 후 장애물을 

인식하는 ‘매핑’ 기술을 사용해 정해진 목적지

까지 정확하게 커피를 나른다.

핸드 드립 커피는 추출할 때 주전자를 반복적

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바리스타의 피로

도가 높다. 라운지엑스에서는 이런 물리적 역

할을 자동화 로봇 ‘바리스’에게 맡긴다. 라운

지엑스의 김동진 로스터는 과거 핸드 드립 전

문점을 운영할 때 하루 최대 40잔의 커피를 

팔았다. 하지만 라운지엑스에서는 ‘바리스’ 

덕분에 핸드 드립 전문점이 아닌데도 하루에 

200잔 넘게 판매한다. 

라운지엑스의 ‘X’는 ‘협업’을 의미한다. 라운지

엑스는 일종의 공간 플랫폼으로 고객에게 다

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라운지엑스의 서빙 로

봇 ‘팡셔틀’을 개발한 ‘베어로보틱스’,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화덕 피자를 만드는 ‘고피

자’, 스마트 디퓨저 제품을 개발한 ‘피움랩스’, 

라운지엑스 매대에 올라와 있는 ‘샤플’, ‘요괴

라면’ 등 라운지랩은 20여 곳의 다양한 브랜

드들과 협업 중이다.

+ 라운지랩

로보틱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

을 공간에 활용하는 리테일 테크 스타트업이다. 

2019년 6월 미래형 카페 ‘라운지엑스’를 오픈했

으며 로봇이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라운지와이’

와 무인 편집숍 ‘무인상회’도 준비 중이다. 

라운지엑스의 바리스타는 ‘바리스’와 협업하

기 때문에 핸드 드립 외에 또 다른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최근 많은 공간이 미적

인 요소에 차별화를 두고 경쟁하지만 이런 경

우 고객 재방문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 라운

지랩은 라운지엑스라는 공간의 본질인 ‘커피

의 질’을 최우선으로 한다. 카페의 본질인 커

피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기술’이라는 무기

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운지랩은 라운지엑스에 이어 ‘라운지와이’

와 ‘무인상회’를 준비 중이다. 라운지와이는 

로봇이 칵테일을 만드는 공간이다. 이곳의 로

봇에는 프로 바텐더의 레시피가 고스란히 이

입된다. 사람들이 라운지엑스에서 로봇이라는 

재미있는 대상을 통해 스페셜티 커피를 접하

고 그 매력에 빠지게 됐듯 라운지와이에서는 

칵테일을 밝고 친근한 분위기로 재해석할 계

획이다. 라운지랩이 준비하고 있는 무인 편집

숍 ‘무인상회’는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스마트 

자판기가 사용자 행동을 인식하고 물건을 집

어가면 바로 결제가 되는 똑똑한 편집숍이다.

#미래형카페 
#라운지엑스

#핸드드립장인 
#바리스

#라운지와이 
#무인상회

#콜라보 
#공간플랫폼

#퀄리티

라운지랩 황성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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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간 AI 

건강과 직결된 AI 의료 기술에 사람들의 관심은 더 집중

될 수밖에 없다.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뷰노

는 인간과 기계의 의료 기술이 서로를 대체하는 것이 아

닌, 서로를 보완하며 접근해가는 방법을 찾은 듯하다.

뷰노

병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의료 진단에 활용

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접한 게 불과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AI와 의료 분야의 융합 속도는 훨씬 빠른 듯하

일찍이 딥러닝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던 뷰노

의 이예하 대표는 이 기술이 폭넓은 분야에서 

범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을 깨달

은 후 메디컬 헬스 케어 분야로 시선을 돌렸다. 

“1000명이 입원하면 그중 4~5명이 CPR에 의

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을 위한 의료 전담팀이 존재하는데 그들도 사

람인지라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케어할 수

는 없거든요.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 모니

터링해 심정지 등을 예측해주는 솔루션을 개

발하는 이유죠.” 의료진과 AI 기술이 어떤 식

으로 공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예하 

대표는 이런 예를 들어 답을 했다. 그가 생각

하는 AI 의료 기술은 의료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의료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메워주고 

돕는 것이다. 일부 보수적인 의료진들에게 AI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과정은 분명 

힘들다. 앞으로는 AI를 사용하는 의사와 AI를 

사용하지 않는 의사로 나뉘게 될지도 모른다

고 말했다. 결국 선택은 환자의 몫이 될까. 뷰

노를 통해 의료용 AI 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한 

지금,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전자를 택하게 될 

것 같다.

#AI진단소프트웨어

#공존의방법
#의료데이터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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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 이예하 대표

다 본다 잘 본다 

고정밀 영상처리 AI 전문 기업 키센스는 ‘차량 번호판’

에 집중했다. 영상 속 흐릿하게 번진 번호판도 판독할 

수 있다. 

키센스

자동차 번호판뿐만이 아니다. 차량 제조사와 

모델까지도 인식할 수 있으며 교통 흐름이 일

시적으로 멈춘 이상 상황, 즉 사고 상황 감지

도 AI가 해낸다. 또한 항공사진에서 사물 인지

도 가능하다. 키센스는 빠르고 정확한 인지 기

술을 모토로 한다. 최신 기법을 적용해 데이터

도 가공하며 문자를 통째로 읽어 들이는 광학 

문자인식 엔진을 만들어 번호를 읽어내기도 

한다. 단순한 번호판 읽기가 아니라 영상을 개

키센스는 이런 인식 기술을 이용해 주차 플랫

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

케이션에 차량 번호를 등록하고 신용카드 정

보를 입력해두면 주차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

지는 시스템이다. 복잡한 도시의 주차장을 미

리 예약하고 비어 있는 주차 공간도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AI 영상인식 기술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

해진다. 100만 개 이상의 한국 번호판 데이터

를 수집, 가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열정이다. 단둘이 시작한 스타트

업으로서 부족한 데이터는 직접 촬영했고 일

일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가공했다. 인간의 

열정과 노력은 AI를 성장시켰고 그 결과 98%

라는 높은 인식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단의 한 과제로 AI

를 적용한 사물, 사건 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

한 최진욱 대표와 창립 멤버들은 개발한 엔진

이 시장성 있다고 판단했다. 차량 번호판은 아

직도 경찰청, 구청, 군부대, 보안관제실에서 일

정 부분은 사람이 재처리하고 있어 노동 비용

이 발생한다. AI 기술이 활성화되면 더욱 빠르

고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다. 번져 있거나 글

자가 지워진 사진들은 영상을 개선하고 차량 

번호판 데이터 합성을 통해 판독할 수 있다. 

번호판은 차량의 주민등록번호다. 톨게이트

를 통과할 때 차량 번호가 인식되거나 과속 범

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도 번호판 덕분이다. 

키센스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엔진을 개

발하고 있다. 100만 개 이상의 한국 차량 번호

판 데이터를 처리해 어둡고 흐린 날씨에도 번

호판을 오차 없이 인지할 수 있다. 이런 기술

력을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 유료 톨게이트

와 부산 광안대교 차량 통행량 분석에 키센스

의 차량 번호 인식 엔진이 사용되고 있다. 광

안대교의 경우 1일 10만 대 이상의 통행량을 

체크하고 차량을 인식한다.

+ 키센스

인공지능을 적용한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고 있다. 국책 과제로 수행된 KAIST 연구단의 

한 프로젝트로 창업한 기업으로 국책 연구 과제

를 성공적으로 산업화한 사례이기도 하다. 

#데이터100만개 
#차량번호인식엔진

#정확도 
#열정

#국책과제_산업화

#다목적영상인식 

#주차플랫폼개발

키센스 김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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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뷰노와 같은 의료용 AI 솔루션을 개

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과정도 

힘들고 고단한 싸움이었겠지만. 한국 최초로 

의료용 AI 진단 소프트웨어에 대한 식품의약

품안전처 허가를 취득하며 의료 분야 AI 기업

으로서의 입지를 본격적으로 다지기 시작한 

뷰노. 성장기 아이들의 뼈나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예측하고 흉부 관련 의심 질환의 위치

를 찾아내며, 퇴행성 뇌 질환 진단을 돕는 등 

뷰노의 의료용 AI 소프트웨어들은 AI계의 종

합병원을 꿈꾸며 다양하게 확장해가고 있다. 

“병원마다 쌓여가는 수많은 검사 기록과 데이

터들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

을 의료 서비스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작은 좋았

으나 과정은 쉽지 않았다. 공동 창업자 3명 모

두 ‘공돌이’ 출신이었으니 당연히 의학적 지식

과 정보의 한계에 부딪혔던 것. 의료 현장의 니

즈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

했기에 현재는 엔지니어와 전문의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들이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 뷰노

뷰노메드 시리즈로 대표되는 뷰노의 의료용 AI 상용화 기술과 제품은 의료진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

게 도와준다. 영상 및 생체 신호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여 인공지능 진단 보조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뷰노는 사람의 인생 주기 전반을 건강하게 케어하는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하고 AI를 훈련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

기에 영상을 판독해야 하는 여러 산업에 활용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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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챗봇 상담을 하거나 홈쇼핑 검색을 할 때 보

이지 않는 저편에는 NHN다이퀘스트의 기술과 인간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

1mm는 NHN다이퀘스트가 SK텔레콤과 함께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채팅 상담 서

비스의 이름이다. ‘피처폰’을 사용하던 시절, 

2003년경의 일이다. 1mm에는 NHN다이퀘

스트의 대표적 제품군 중 하나인 챗봇 솔루션 

‘인포채터’가 탑재되어 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 왜 1mm였을까? “고객과의 거리

를 의미했죠. 불과 1mm에 불과한 간극까지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기술을 원했고 이제는 

AI가 그걸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NHN다

‘기술에 언어를 담아 사람의 마음을 읽다’. 회

사의 슬로건처럼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 

기술의 언어를 만들기 위해 NHN다이퀘스트

는 연간 매출액의 20%를 R&D에 투자하고 있

다. 그에 따르면 알파고가 유명세를 떨쳤던 그

해조차 국내 자연어 처리 관련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알

파고로 잠깐 붐이 일기도 했지만 그는 AI에 대

한 관심이 다시 사그라들까 봐 걱정했다. “아

기가 엄마, 아빠를 말할 때까지 최소한 만 번

은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

다. 수없이 많은 데이터와 반복 학습이 있어야

만 똑똑한 AI가 되죠. 아직 아기인 AI에게 어

2000년대 중반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고 경

영권 문제가 불거졌다. 회사가 사라질 위기에

서 남아 있던 사람들끼리 뜻을 모으고 의기투

합해 빚더미에 올라앉은 회사를 기적처럼 다

시 일으켜 세웠다. 고비의 순간 그는 회사 대

표라는 짐을 짊어졌지만 어려울 때 서로를 믿

고 힘이 돼준 사람들 덕분에 이후 성장 일로

를 걸었다. “회사 경영이 그렇듯 AI 연구 역시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AI 전문

가를 꿈꾸는 젊은 공학도들이 그런 점을 명심

했으면 해요. 세상과 소통을 잘해야 기계와의 

소통도 가능하고, 창의력을 갖춰야 새로운 길

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움을 참

고 이겨냈던 과거의 우리처럼 힘들더라도 묵

묵히 견딜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의 끝에 AI는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답을 

할 겁니다.”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게 AI는 지루할 틈 없이 매일 변화하는 즐거

움의 세상이고 산업의 융합이 일어난다는 점

에서 삶의 모든 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 신천

지다. 10년만 넘기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회

사가 어느새 20주년을 맞이하고 보니 역시 인

내의 끝은 달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그. 문

득 AI가 선사하는 풍성한 인생의 단맛이 기다

려지는 순간이었다.

많은 AI 기업이 기술의 근간으로 꼽는 것이 자

연어 처리다. 인간의 언어를 기계가 어떻게 이

해하는지에 AI 기술 구현의 첫 번째 성패가 달

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락근 대표는 

마음의 사냥꾼 
NHN다이퀘스트

사람 중심의 기술을 강조하는 강락근 대표의 

이야기는 AI도 ‘사람처럼’ 성장한다는 논지로 

이어졌다. ‘다이아로그’와 ‘퀘스트’를 합친 다

이퀘스트는 기계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해 대

화를 하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는 AI에 

대한 통찰을 담은 이름이다. 이런 기계와 사

람의 소통 사이에서 인간이 아이에서 어른으

로 자라나듯 AI 역시 비슷한 주기로 성장한다

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자연어에 대한 이해만큼 

질문에 대해 문맥과 정확도를 갖춘 답을 할 수 

있는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아이

가 말을 배워가듯 말이다. 자연어에 대한 이해

와 정교한 답을 출력할 수 있는 코어 엔진. 이 

기술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홈쇼핑 분야에 공

+ NHN다이퀘스트

NHN다이퀘스트는 자연어 처리 핵심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대용량 통합 검색 솔루션, 인공지능 챗봇, 빅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 등을 제공한다. 다양한 기관, 기업 등 

약 3000개 이상의 시스템이 NHN다이퀘스트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처럼
#성장하다

#1mm

#나를찾아줘

#만번의법칙

#인내의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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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자연어 처리 검색 솔루션인 ‘다이버’의 

경우 홈쇼핑의 70% 이상이 검색 엔진으로 사

용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가 홈쇼핑 상품을 검

색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NHN다

이퀘스트의 AI 기술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

는 것이다. “쇼핑몰의 검색 엔진을 바꿔서 매

출이 20~30% 상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

말 행복하죠.” 고객사로부터 고맙다는 말이

야 많이 들어봤지만 그보다 고객으로부터 뭔

가를 배우게 되는 순간이 더 감사하다고. 예를 

들어 검색 엔진을 통해 나온 데이터를 정확도

가 아니라 인기도를 기준으로 내보내는 사이

트도 있었는데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들만의 

노하우와 비즈니스 감성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역시 AI 기술과 함께 여전히 성장 중

인 듯했다. 

NHN다이퀘스트 강락근 대표

이퀘스트 강락근 대표는 어느새 까마득한 옛

날이야기가 돼버린 그 시절을 떠올리며 잠시 

감상에 젖었다. 이미 그때부터 그는 인간과 기

계 사이의 거리를 줄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을 들려주었다. “예를 들

어 민원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이 민원이 어

느 부서 담당인지, 어떤 직원이 맡아야 하는 

지, 커다란 조직 안에서는 사람조차 헷갈립니

다. 한데 기계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이나 딥러닝을 통한 학습이 중요한 건데 이런 

학습을 누가 시키죠? 바로 사람입니다.” 그의 

설명을 듣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AI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투영시켜 내가 원

하는 모든 것을 찾아내기 위한 맑은 우물 같

다. AI의 우물에 어떤 색깔의 물을 채우는지는 

결국 사람의 몫이다.

른 같은 답을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설명 

끝에 그는 AI를 만능이라고 여기는 생각도 금

물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에게 AI는 곧 사람

과 동일한 존재라는 확신이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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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내 취향 저격
오드컨셉

오드컨셉ODD CONCEPT은 ‘이상한 생각’이라는 뜻이다. 김정태 대표가 창업 아이디어를 얘기

하면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AI 기술로 감성적인 패션 영역에 어떻

게 접근할 수 있냐고. 하지만 그의 이상한 생각이 탄생시킨 결과는 놀랍다.

‘사물을 인식할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눈으로 보는 건데 왜 검색은 텍스트로만 해야 

할까?’ 오드컨셉을 탄생시킨 질문이다. 김정

태 대표는 우연히 접한 학술 논문을 통해 AI를 

통한 이미지 분석이 정보 접근 방식에 큰 변

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다. 점점 성장하는 

온라인 마켓에서 개인의 취향을 정확히 분석

한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고 확신했다. 그렇게 2012년 ‘AI를 활용한 이

미지 검색 및 분석’을 위한 ‘오드컨셉’을 설립

했고, 2013년 국내 최초로 이미지 검색 서비

스 상용화에 성공했다.

기존에도 ‘개인화’라는 개념의 마케팅이 있

었다. 사람들이 많이 구매한 상품이나 ‘YOU 

MAY ALSO LIKE’를 추천해주는 형태로. 하지

만 이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는 거리가 있

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또 다른 제품, 혹은 해당 카테고리의 베스트 

상품을 나열하는 방식이었다. 개인별 추천이 

아닌 특정 그룹의 소비 패턴을 알려줬다. 하지

만 오드컨셉은 ‘진짜 개인화’에 집중한다. PXL.

AI는 AI 추적 기술을 통해 이용자 개개인의 쇼

핑 히스토리를 추적해 취향을 분석한다. 히스

토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와 가장 잘 어울리

는 취향 저격’ 제품을 추천해주는 것. 이용자

가 제품을 클릭하게 되면 PXL.AI는 해당 이용

자의 온라인 발자취를 신속하게 분석한다. 구

매한 제품은 기본이고 장바구니에 담았던 제

품, 관심을 가지고 클릭했던 제품의 이미지까

지. 유명 연예인의 공항 패션을 본 기록도 놓

치지 않고 취향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한다. 이

오드컨셉은 PXL.AI를 오프라인화한 ‘스마트

미러’를 이용해 오프라인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스마트미러’는 고객이 상품을 고를 때

의 행동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고

객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면 옷을 입어보

거나 거울을 보며 상품을 몸에 대본다. 고객은 

기존과 똑같이 행동하면 된다. 단 비춰보는 게 

일반 거울이 아니라 오드컨셉의 ‘스마트미러’

라면 상품과 어울리는 다른 제품을 찾아주거

나 유사 상품을 추천해준다. 작동법이 간편해 

매장 직원 도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

인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매장 직원의 응대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 점까지 고려한 

제품이다.

김정태 대표는 경영 컨설팅 회사에 근무할 때 

온라인의 무한한 자료 중 원하는 자료를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불편

함을 느꼈다. 더욱이 패션 카테고리는 텍스트

로 검색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감성적인 분야

다. 같은 색의 옷이라도 재질, 디자인이 모두 

다르고 심지어 색깔도 조금씩 다르다. 이런 섬

세한 부분을 모두 단어로 표현해 검색하는 일

은 쉽지 않다. 내가 원하는 정확한 컬러, 디자

인, 재질의 옷을 검색해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된다. 오드컨셉은 그 단계를 줄이는 데 

집중해 2017년 개인 맞춤형 상품과 코디네이

션을 추천해주는 PXL.AI를 개발했다. 부분적

으로 구현된 기술로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는 

동종 업계 서비스와 다르다. 이미지 속성 분

석PXL.TAG, 유사 상품 추천PXL.SEARCH, 코디 제안PXL.

STALE, AI 타깃팅 광고PXL.AD까지 패션 마케팅의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PXL.AI가 고객의 정확한 취향을 파악할 수 있

는 이유는 파트너사의 방대한 데이터 덕분이

다. 대형몰을 시작으로 브랜드몰, 소호몰까지 

PXL 서비스를 도입한 업체 수는 월 100% 이

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PXL.

AI를 사용하는 파트너사의 월간 순 이용자는 

900만 명에 이른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

루에 1300만 개의 상품 데이터가 모이고 소비

자의 쇼핑 히스토리 데이터도 수십억 건씩 쌓

이고 있다. 이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상품을 추천한다.

+ 오드컨셉

2012년 설립된 오드컨셉은 AI 패션 마케팅 시장

에서 최대 규모의 상용 트래픽을 처리하며 빠르

게 성장 중인 기업이다. 2013년 국내 최초로 이

미지 검색 기능을 상용화했으며 2017년 AI 스타

일리스트 ‘PXL.AI’를 출시했다. 한국을 포함해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총 5개국에 서

비스 중이다.

를 분석한 데이터로 이용자가 선호하는 재질, 

컬러, 디자인의 옷은 물론, 함께 입을 수 있는 

제품까지 추천한다. PXL.AI의 추천 제품을 소

비자가 클릭할 확률은 최대 29.5%다. 3명 중  

1명이 반응하는 셈이다. 기존 추천 방식에서는 

5%가 채 안 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성

과다. 실제 한 쇼핑몰은 PXL.AI 도입 후 구매 

전환율이 최대 6.7배 상승하기도 했다.

#국내최초 
#이미지검색

#패션AI 
#AI스타일리스트 
#PXL.AI

#취향저격 
#개인화

#똑똑한거울 
#스마트미러

#데이터부자
오드컨셉 김정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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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정복의 그날까지

딥러닝 기술은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AI 의료 

분야에서 더욱 중요하다. 독자적인 딥러닝 기술로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루닛은 국내 스타트

업이지만 해외까지 한국 AI 기술력을 전파하는 데 앞장

서고 있다.

루닛

가까운 사람의 유방암 진단 소식을 들었을 때 

아직도 암 정복은 먼 얘기라고 생각했다. 마침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이 발표한 논문을 보

게 되었다. 최근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출 판

독 향상에 대한 내용이었다. 국내 굴지의 대

학병원과 함께 진행된 이번 연구에는 전 세계 

유방촬영술 관련 AI 연구 중 가장 큰 규모의 

조직 검사 데이터가 활용됐다. 양질의 데이터

와 수년간 루닛이 개발한 독자적 알고리즘이 

결합된 AI를 활용할 경우 진단이 어려운 조기 

침윤성 유방암 검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

다. 유방암의 검사와 정확한 진단까지 얼마나 

두렵고 지리한 시간이 걸리는지 옆에서 지켜

본 사람으로서, AI 의료 기술의 도움이 왜 더

욱 절실한지를 느낀 순간이었다. 갈수록 첨단

화되고 있는 의료 기술이지만 사람의 힘과 인

공지능의 힘이 결합됐을 때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배가될 수 있는지를 루닛의 기술은 시

대적 공감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년 초부터 국내외 7개 기관 투자자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 유치 성공 소식

을 알렸던 루닛. 미국의 시장 조사 리서치 기관

인 CB인사이트가 2017년 뽑은 세계 100대 인

공지능 기업에 선정됐을 때부터 이미 그 잠재

력은 인정받은 셈이지만 성장세가 꽤 가파르

다. 의료 AI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차

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루닛의 대표 솔루션은 

세 가지다. 폐의 비정상 소견 진단 보조 소프트

웨어인 루닛 인사이트 CXR과 유방촬영 영상 

판독 보조 소프트웨어인 루닛 인사이트 MMG, 

그리고 항암 치료제에 대한 반응을 AI로 정확

하게 예측해주는 플랫폼인 루닛 스코프다. 

+ 루닛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 AI 기업인 루닛

은 의료 영상과 병리 데이터 등을 통한 진단과 치

료를 돕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진단 

소요 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진단과 효율적인 치

료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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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공감 #암정복 #역사적사명

# 세계100대
 인공지능기업

역시 가장 관심사는 암이다. 병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루닛에게도 

암 정복은 역사적 사명과도 같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료 기술을 도와 의료 서비스의 첨단

화에 나선 이후 루닛이 암과 관련한 인공지능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

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데이터 기반의 이

미징 바이오마커 기술을 통해 의사의 진단 및 

치료 과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

력하고 있는 루닛은 특히 암 진단 및 치료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기술 개발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를 본 코난

“라라랜드의 키스신 찾아줘”라고 음성 명령을 내린다

면 당신은 코난테크놀로지의 AI 기술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 미디어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코난테크놀로지

가 말하는 AI의 미래.

코난테크놀로지

‘코난’이라는 이름을 듣고 <미래소년 코난>이

나 <명탐정 코난>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일부러 의도한 면도 좀 있죠. 전 영화 

<코난 바바리안>이 먼저 떠오릅니다만.” 말 

속에서 녹록지 않은 구력이 느껴지는 코난테

크놀로지의 박정선 부장. 이내 농담기를 지운 

그는 곧바로 코난테크놀로지의 다양한 AI 기

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어 분석 기술

을 최초로 사업화했던 코난테크놀로지는 텍

스트와 오디오, 비디오에 이르는 다양한 AI 기

술을 개발해왔다. 엠파스, 싸이월드, 네이트 

등 국내 대표적인 검색 엔진을 개발하며 본격

적인 성장 가도에 올랐던 기업. 역시 회사의 

구력도 만만치 않다. ETRI 연구진과 교수진이 

중심이 된 한국어 정보처리 정보검색 스터디 

클럽 이름이기도 했던 코난. 그때 참여했던 현

재의 김영섬 대표가 코난이라는 이름을 그대

로 살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AI의 미래를 내다

보는 ‘소년 코난’의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코난테크놀로지가 유독 빛을 발하는 분야가 

‘방송’이다. 텍스트와 오디오, 비디오에 대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AI 기술 덕분이

다. ‘라라랜드’라는 제목과 ‘키스신’이라는 장

면을 인식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거기’를 찾

아주는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

는 코난테크놀로지. “영상 콘텐츠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초로 

국산화한 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모든 방송국

에서 엄청난 데이터 처리 문제가 급선무였거

든요.” 박정선 부장은 특히 2003년 SBS에 세

계 최초로 영상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던 일을 

잊지 못한다. 이후 KBS와 YTN 등 방송사를 

비롯해 다양한 미디어 데이터를 자산으로 관

리해야 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공급해오고 있다.

AI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챗봇이다. 이곳에서도 챗봇은 대화의 중심이 

됐다. 하지만 챗봇의 미래를 보는 코난테크놀

로지의 비전은 조금 달랐다. 2~3년 전부터 붐

처럼 일어난 챗봇 시스템이 어디로 향할지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주로 챗봇

을 통해 상담이나 검색을 하지만 앞으로는 개

인의 취향이나 감성을 파악해 결과를 예측하

고 추천해주는 기술로 갈 겁니다. 거기서 더 

+ 코난테크놀로지

코난테크놀로지는 AI 미디어 자산 관리 솔루션을 

국산화해 국내 대표 방송국에 공급하며 영상 분

야 강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자연어 기술뿐 

아니라 빅데이터, 음성, 영상에 이르는 전 영역에

서 다양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한다.

#라라랜드
#키스신 #바로거기

#미래
#AI플랫폼

#미래소년코난

나아가 코난은 챗봇과 챗봇을 연결하는 진화

된 AI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죠.” 그의 설명대

로라면 하나의 챗봇을 통해 원하는 쇼핑몰을 

찾아 바로 이동하거나 학교 내 상담 창구를 

넘어 학교와 학교를 연결하는 복합 커뮤니케

이션 통로로 확장될 것이라고. 이미 많은 대학

교와 기업,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는 코난테크

놀로지의 챗봇 시스템이 정교한 씨줄과 날줄

이 되어 세상을 연결하는 거대한 AI 플랫폼이 

될 날을 기다려본다.

코난테크놀로지 박정선 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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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트렌

드를 따라 많은 기업과 사람은 AI 기술을 도입

하고 싶어 하지만, 비용과 기술력 앞에서 좌

절한다. AI 기술을 개발하려면 인프라 구축비

용 외에도 엔지니어 고용, 데이터 구매, 컴퓨

팅 자원,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든다. 마인즈

랩의 ‘마음AI’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바로 쓰는 AI, 쉽게 쓰는 AI’를 지향하며 구독

형 AI 플랫폼의 길을 열었다. 클라우드를 기

반으로 AI 기술을 이용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 중소기업 등 인공

지능 기술이 필요한 곳 어디서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유료 구독자에게 크게 4종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음성음성인식, 보이스 필터, 화자 분리 등, 언어
자연어 이해, 문장 생성, 의도 분류 등, 시각패션 스타일, 도로상의 객체 인식, 얼

굴 인증 등, 영어교육 분야교육용 STT, 문장 발음 평가 등로 나뉜

다. 이 모든 서비스를 구독하는 비용은 1만원

이 채 안 된다. 

AI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걸음도 멈추지 않

는다. 마인즈랩은 핵심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역량 있는 스타트업들과 함께 AI 스타

트업 생태계 ‘에코마인즈’를 형성했다. 서비스

마인즈랩은 금융, 통신, 교육, 유통, 제조 등 다

양한 산업에 AI를 적용하며 산업 영역을 확

장하고, 100개 이상의 주요 AI 프로젝트를 진

행해왔다. 철강 제조 회사 포스코에서 인공

지능 제품 생산 최적화 프레임워크인 maum 

MAALManufacturing Analysis, Automation and Learning을 통

해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했다. 스마트팩토리 

MAAL은 IoT 기술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

존의 생산과 제조 전 과정에 도입하여 최적의 

생산 환경을 갖춘 지능형 공장을 구현하는 기

술이다. IoT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

우리 삶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방관자가 아

니라 24시간 잠복근무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마인즈랩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실시

간으로 사람의 동작이나 동선, 사람들 간의 상

호작용 등을 인식해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시

스템을 개발했다. 시나리오에 따라 폭행과 절

도 등 12가지 이상의 행동을 8000가지 상황

으로 재연해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킨 뒤, 실시

간 영상을 보고 범죄 예방이나 재난, 응급 상

황을 식별한다. 지능형 CCTV가 이상행동을 

마인즈랩은 소중한 사람의 목소리를 언제든

지 들을 수 있도록 ‘보이스앨범’ 기술을 선보

였다. ‘보이스앨범’은 문자 정보를 음성 정보

로 바꿔주는 음성합성 기술TTS: Text-TO-Speech을 사

용해 개인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재현한다. 

기존에 음성을 생성하기 위해선 많은 데이터

+ 마인즈랩

마인즈랩은 AI 핵심 알고리즘부터 AI 엔진, 플랫폼부터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통합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종합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이다. 2014년에 설립되어 110여 명

의 직원들과 다양한 연구 네트워크를 보유 중이다. 현재 4개국에 지점을 두고 R&D 및 AI 학습 역량 강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 <포브스> 아시아가 선정한 

‘2017 주목해야 할 한국 10대 스타트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18년 국무총리상 및 4년 연속으로 장관상을 받았다.

#진입장벽부수기
#AI구독플랫폼

#팔방미인 
#AI프로젝트마법사

#24시간잠복근무 
#지능형CCTV

#특별한목소리 
#감성서비스

#스타트업생태계 
#에코마인즈 

거의 모든 곳의 AI
마인즈랩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시대.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AI as a 

Service Platform의 활약에 주목해야 할 때다. 이미 많은 사람이 마인즈랩의 maum.ai를 이용

한다.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일반인까지.

유튜브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영상 유

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마

인즈랩은 인공지능으로 불법 유통되는 영상 

저작물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마인즈

랩이 연구 개발한 딥러닝 AI를 기반으로 불법 

유통, 제작이 의심되는 영상을 빠르게 찾아내

고, 식별하기 어려웠던 왜곡된 영상물을 식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다양한 형태로 왜곡

된 영상물 19가지 종류의 패턴에 대해 100%

의 정확도로 검출해내는 성능을 보인다. 전체 

영상을 다 보지 않고도 10초 분량만 봐도 판

별이 가능할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영상물을 

검색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불법영상감시자

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

술력이 필요하거나, 보유 기술을 AI 서비스와 

결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협력을 돕기 위해

서다. 기존 서비스 아이디어에 마인즈랩의 AI

를 더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을 지

원하고, 영업과 마케팅, 경영, 투자, 공간까지 

지원한다.

터를 수집하고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하

여 생산 과정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가

장 적합한 투입량, 생산량, 온도, 속도 등을 제

시한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

고, 생산성을 높이는 지능형 공장으로 경쟁력

을 갖췄다. 또한 마인즈랩은 하나은행에 사용

자 친화적인 서비스, 하이뱅킹HAI Banking을 제시

했다. 하이뱅킹으로 화폐 자동 인식 및 환율 

조회, 고지서 자동 납부, 챗봇을 통한 거래내

역 및 상품 조회 등이 100%에 가까운 정확도

를 보였고, 하나은행은 ‘글로벌 최우수 디지털 

은행상’을 받았다.

와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인즈랩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최소 20분 분량

의 음성 데이터만으로 개인의 목소리를 생생

하게 만들어낸다. 음성 데이터를 마인즈랩만

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학습하고 특징들을 

발화하기 때문이다. 보이스앨범을 만들기 위

해서는 전문 인공지능 컨설턴트와 상담을 진

행한 뒤 스크립트를 읽으면, 인공지능이 녹음

된 데이터들을 검수한다. 그 후 당신만의 AI보

이스 콘텐츠가 완성된다.

탐지하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연

락이 간다. 현재 테스트 중인 수원시에서는 방

범용 CCTV 3141개소의 9423대 카메라를 관

제 요원 49명이 4조 2교대로 근무하며 관리

했다. 관제 요원 1인당 무려 780대의 카메라

를 모니터링했던 것. 마인즈랩은 이런 직접 관

제 감지 시스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상

행동 CCTV를 만들었다.

R
E

P
O

R
T

글
 신

은
정

 —
 일
러
스
트

 태
균

(K
YO

O
N

A
RT

)



0
9

7

S
E

O
U

L
M

A
D

E
R

E
P

O
R

T
0

9
6

0
9

7

똘똘한 AI 비서 구해드립니다
그리드원

AI 기술이 합쳐진 지능형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갔다가 또 다른 미래를 발

견했다. 아직은 AI 기술을 ‘내 것’이라고 느끼기 힘들지만 그리드원 덕분에 곧 똘똘한 개인 

비서를 만나게 될 것 같다. 

AI 기술이 합쳐진 눈에 보이지 않는 자동화 로

봇.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추상적인 시스템을 

현실 속 기술과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곳

이 그리드원이다. 참 어려운 기술이고 하나부

터 열까지 완벽함을 향한 고단한 싸움일 것 

같지만 사무실에서 만난 김계관 대표의 표정

은 고단해 보이기는커녕 생기가 넘친다. 그의 

몸속에 표정을 제어하는 AI 자동화 로봇이 탑

재돼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드원은 지능형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솔루션으로 잘 알려진 

회사다. ‘설명봇’이 된 듯 김계관 대표는 인공

지능 자동화 기술에 대해 줄줄이 설명했다. 엔

지니어 출신이라더니 역시 기술에 대해 설명

할 때 가장 행복해 보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 현장 곳곳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있는 디지털 일꾼들이 저 무수한 생

각들 속에서 탄생했다고 생각하니 듣는 사람

이 지루할 틈 없이 빨려 들어간다.

“IT 기술 발전이 빨라질수록 생각지 못한 빈

틈이 많아집니다. 기계나 컴퓨터가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됐지만 여전히 사람 손이 필요한 부

분들이 있죠.” 사람 손을 필요로 하는 그 ‘빈

틈’을 파고든 것이 그리드원의 인공지능 자동

화 솔루션이다. 그렇다면 김계관 대표는 왜 일

찍부터 AI에 주목했던 것일까. “컴퓨터와 사

람은 아직도 안드로메다만큼 멀리 떨어져 있

거든요. UIUser Interface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 거

리 때문입니다. 컴퓨터와 사람이 대화할 수 있

는 통로, 수단 같은 게 필요하니까요.” 그의 안

드로메다 발언은 다소 파격적이었지만 UI라

는 것이 사라지고 음성이나 동작, 신호 등으로 

디바이스를 완벽히 제어할 수 있는 세상이 되

면 그때 느끼는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연어 처리

다. 이것은 곧 기술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척도

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리드원은 내부적으로 

재미있는 테스트를 한다. 자연어 처리 문제를 

놓고 AI와 사람이 실제 대결을 벌이는 것. 결

과는 항상 사람을 제치고 AI가 1등이라고. 그

만큼 인간 언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자

연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력을 일상 습

관처럼 키우고 연마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시

각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저닝visioning 방식의 

AI 기술까지 더해져 사람과 같은 이해가 가능

하도록 한 것이 그리드원 기술의 핵심이다. 

“RPA 분야 1등이라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

습니다. 세상을 모두 자동화하는 게 궁극적 목

표이고, 자동화가 필요한 모든 곳에 그리드원

이 있을 거니까요.” 그의 말이 괜히 하는 말이 

그리드원을 대표하는 AI 자동화 솔루션은 ‘오

토메이트원’을 비롯해 여러 가지가 있다. 많

은 기업이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업

무량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은 높일 수 있었다. 

결국 그 혜택은 사람에게 돌아가지만 김계관 

대표는 일자리 대체의 의미보다는 줄어든 업

무량만큼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을 찍는다. 실제로 과도

한 업무로부터 해방된 고객들의 행복한 피드

백을 받을 때가 AI 기술 선도자로서 가장 행

복한 순간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품들

은 대부분 기업형 솔루션이다 보니 IT와 크게 

관련 없는 <SEOUL MADE> 독자라면 그리

드원의 기술을 일상에서 실제 체감하기는 쉽

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듯하다. 그리드원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개

인 비서 서비스, 일명 ‘파사PASA’를 선보일 예정

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명령만 내리면 

“몇만 줄의 코딩보다 한 개의 아이디어가 낫

다”. 김계관 대표의 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었다. ‘노가다’에 필적할 만한 엄청난 코

딩 짜기 작업보다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낫다는 말. 그는 정형화된 업무 루틴보다 그 

루틴을 깰 수 있는 창의력, 혹은 창의적 도전

이나 시도가 훨씬 값진 노동임을 누차 강조했

다. “어차피 우리는 로봇과 그 로봇을 운용하

는 사람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로봇만

큼 사람의 역할과 아이디어가 중요하죠. 소프

트파워를 좌우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아이디

어의 창고인 사람을 키우기 위해 무엇보다 교

인공지능 개인 비서가 알아서 원하는 일정의 

기차표를 찾아 자동으로 예매해주고, 미리 설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인공지능 개인 비서가 

집 안의 오토 클리닝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

과 같은 일들이 일상처럼 가능해진다는 것이

다. 김계관 대표는 그것을 ‘라이프스타일의 자

동화’라고 했다. 세상 모든 걸 자동화하겠다는 

궁극의 목표는 괜한 말이 아니었다.

육에 대한 투자에도 신경 씁니다.” 그는 ‘소프

트파워’가 4차 산업의 중심에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요소라

고 꼽았다. 내부의 소프트파워를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의 소프트파워를 발전시

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이지봇’ 솔루션을 기능 제한 없이 무료로 배

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지봇은 누구나 

제약 없이 자신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프

로그램. 왜 굳이 이런 서비스를 할까 싶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개인 비서 서비스, 라이프

스타일의 자동화를 향한 큰 그림이었던 셈이

다. 아마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 일상 속으

로 성큼 들어와 있는 AI 비서를 ‘파사야~’ 하고 

다정하게 부를 날이 오게 될 것 같다.

아니라는 것은 그다음 이어지는 대화에서 확

인할 수 있었다.

+ 그리드원

그리드원은 지능형 RPA 솔루션인 ‘오토메이트원’

을 개발해 단순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

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AI 

기술을 접목한 업무 자동화 분야의 리더로서 AI를 

활용한 개인 비서 서비스를 곧 선보일 예정이다.

#설명봇
#지능형RPA

#개인 #비서
#서비스

#아이디어
#아이디어

#의인화된UI #1등대결

그리드원 김계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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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지능이 필

요합니다. 결국 AI를 학습시키는 건 사람지능

이니까요. 사람과 인공지능의 가치가 함께하

는 플랫폼이라는 의미에서 올해 카피도 ‘AI & 

“10년 후에는 아마도 알바몬의 경쟁사가 돼 

있지 않을까요?” 농담처럼 하는 말 같으면서

도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았다. 누구처럼 ‘완

전히 뒤집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디지털 알

바를 만들기 위한 많은 투자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채용과 비채용의 중간 단계에 있는 

수많은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

#인공지능
#사람지능

#데이터맛집
#우리에게오라

20년 이상 IT 관련 개발 및 사업에 몸담아오면

서 네 번의 창업과 세 번의 M&A를 경험한 생

계형 연쇄 창업가. 인터뷰에 앞서 사전에 보낸 

질문에 자신을 이런 ‘짠한’ 수식어로 소개한 크

라우드웍스의 박민우 대표. 그저 재미있게 표

현한 말이겠거니 싶었지만 크라우드웍스라는 

회사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길을 들여다보면 

‘생계형’이라던 그의 정체성이 자신이 하고 있

는 일과 사업에 어떤 철학으로 녹아들어가 있

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방대한 데이터들을 수집, 가공

해 다양한 AI 개발사들에 제공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시종일관 그가 걱정하고 고민하

는 첫 번째는 사람들, 노동자들의 ‘생계’였다.

최근 들어 크라우드웍스는 작업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AI를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한 노

동자들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부분이어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 플랫

폼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어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

원하는데, 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일부가 과도한 수익을 얻는다는 것

은 누군가에게 갈 수익이 한쪽으로 몰릴 수도 

주변에서 사진 찍어 올리는 부업해서 ‘알바비’ 

벌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다. 사진 찍

어 올리는 게 알바가 돼느냐고 시큰둥하게 묻

고 넘겼던 기억. 그게 크라우드웍스 얘기라는 

것은 후에 알았다. 이런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크라우드웍스의 일반인 작업자들이 현재 11만 

명에 달한다는 소리에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11만 명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기적. 결국 이

것이 생계형 연쇄 창업가 박민우 대표가 다섯 

+ 크라우드웍스

크라우드웍스는 국내 최초, 최대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AI 학습 데이터 가공 플랫폼을 제공한다. 데이터 신뢰도 99%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해왔으며, 많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70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국내 AI 학습 데이터 가공 업체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생계형연쇄창업가
#홍익인간의정신

#11만명

Human Resource Platform crowdworks'로 

바꿨죠.” 이전에도 휴먼 리소스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던 그였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검수 프

로세스를 접목하다 보니 전체 플랫폼의 업무 

과정이 3배 이상 복잡해지면서 그의 표현에 

따르면 ‘프로세스가 지저분해졌다’고. 이런 문

제를 푸는 것도 결국 사람의 힘이었고 현재도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너무 옛

날얘기이긴 하지만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

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잖

아요. 말하자면 AI 산업에 고속도로를 내는 일

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관련한 개발

사, 연구소, 대기업들, 그리고 AI와는 상관없을

지도 모르는 작업자들. 이질적이고 무관해 보

이는 이 두 개의 세상을 잇는 고속도로라고 이

해하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AI 기업들에는 데

이터 가공 플랫폼이 돼주고, 일반인들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도 고속도로는 그럴싸한 비유였다.

번째 창업을 통해 데이터와 크라우드소싱에 

집중한 이유였다. “아마존의 매카니컬터크가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하지만 한국 AI 기업들

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검증 단계가 없었

던 기존 모델과 달리 99%의 까다로운 정확도

를 요하는 한국 AI 기업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크라우드웍스만의 차별화가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최초로 전수 검수 시스템을 도입한 데이

터 가공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됐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하는 AI
크라우드웍스

여타의 AI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크라우드웍스. AI를 포함한 디지털 

산업 안에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어떻게 상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그들이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는 독특한 플랫폼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저 시급 이상을 보장받으면서 재택 알바를 할 

수 있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말이다. “특히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

을 위한 플랫폼 노동은 너무 부족합니다. 20

대 여성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얻으면서 사회

에도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생각

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숙련

되고 검증된 사용자들과 AI 기업을 직접 연결

시키기 위한 크라우드웍스의 구직 사이트도 

얼마 전에 오픈했으며, 최고의 알바를 키우기 

위한 온라인 교육도 곧 도입 예정이다. AI 산

업의 근간을 이루는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가교 역할을 하며 오늘도 

열심히 고속도로를 내고 있는 크라우드웍스

의 남다른 노고가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는 자

리였다. 결국 이 모든 노고는 한국 AI 기업들

을 위한 것이므로 데이터 맛집과도 같은 크라

우드웍스로 어서 오라는 유혹의 인사말 또한 

그는 잊지 않았다.

있다는 것.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해 잘못된 길

로 빠지지 않고 공정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이야

기다. 현재 운영 중인 등급제로 인해 신규 가입

자들의 프로젝트 진입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을 반영해 자격 시험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애쓰는 이유를 묻자 그저 장난스

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홍익인간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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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웍스 박민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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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세계로
서울로보틱스

다국적 인종이 모인 공유 오피스의 한 사무실 공간 안에서 분주히 돌아가고 있는 서울로보

틱스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보다 조금 빠르게 흐른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

행 기술보다 늘 한발 앞서 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브스> 말고는 최근 들어오는 인터뷰 제

의를 대부분 거절했어요. <SEOUL MADE> 

인터뷰는 왜 응했냐고요? 같은 ‘서울’이니까

요.” 모자를 눌러쓰고 청바지와 셔츠를 입은 

캐주얼한 모습으로 만난 서울로보틱스의 이

한빈 대표와는 만나자마자 대화의 주제가 자

연스럽게 ‘서울’로 모아졌다. 처음엔 코리아로

보틱스를 생각했지만 외국인의 경우 코리아

라고 하면 북한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아 고민

하다 문득 ‘서울’을 생각하게 됐다고. 신기하

게 그때까지 ‘서울’이 들어간 이름이 하나도 

없더란다. 얘기 나온 김에 서울에 대한 이미지

를 물었다. 그 역시 이름을 정하고자 서울에 

대한 느낌을 많이 물어보고 다녔다. 그에 따르

면 반응이 두 가지로 엇갈렸다고 한다. ‘왜 굳

이 서울로?’와 ‘오, 서울을 쓴 데가 아무도 없

었어?’였다.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서울은 익

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도시였다. 정작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공부한 그

에게는 낯선 도시였지만.

한국인 세 명과 베트남계 프랑스인 한 명. 온

라인에서 만나 AI를 함께 공부하던 공학도 4

명이 ‘팀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자율

주행 관련 코딩 경진대회에 참가했다가 무려 

2000여 팀 중 10등을 했다. 10등이면 꽤 놀라

운 성적이라고 생각한 이들은 어느 날 서울 하

늘 아래 모여 서울로보틱스라는 스타트업을 

차렸다.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주

스타트업을 차린 후 빠른 시간 안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

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일찍이 온라인에서 

자율주행 코딩 강사로 활약했던 그의 남다른 

이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온라인 

강사로 꽤 인정받았던 그가 서울로 오지 않고 

계속 강의를 했다면 혹시라도 소위 ‘코딩일타

강사’로 더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의 

꿈은 그처럼 소박하지 않았다. 기존 라이다 센

서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가 탑재

된 상태로 공급되거나 대기업에서 자체적으

로 해결하는 정도였다. 서울로보틱스가 독자

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

하자 그걸 벤치마킹해 솔루션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곳들이 생겨났다. 덕분에 서울로보

틱스의 소프트웨어는 요즘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벤치마킹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데

이터 처리의 정확도, 그리고 컴퓨터 연산율을 

감소시켜 전기 소비를 최소화하는 게 기술력

의 관건인데, 두 가지 모두 세계 1위라고 자부

살짝 어눌하게 느껴지는 발음부터 어딘지 ‘미

쿡 사람’ 같은 그는 대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

했다. 두려움과 고민 속에 입대를 했지만 학교

와 기숙사만을 오가던 그에게 군 생활은 자신

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사색할 수 있는 공

백의 시간을 선물했다. 그 공백의 시간 동안 

200여 권의 책을 읽었다. “군대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은 대부분 자기 계발서 아니면 비즈니

스 관련 서적이에요. 빌 게이츠 자서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죠. 자투리 시간에 읽은 많은 

책이 지금 생각하면 AI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AI와 

책의 상관관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쯤

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

워주는.

“이건 아무 데서도 안 한 얘기인데, 제 별명이 

크록스가이예요.” 불쑥 조심스럽게 훅 치고 

들어오는 사적인 멘트. 그러고 보니 처음 만났

을 때 그가 신고 있던, 다소 예의 없어 보이기

도 했던 유명 브랜드의 캐주얼한 슬리퍼가 생

각났다. 소소한 인터뷰 자리이니 그렇다 치겠

는데, 고객 미팅이나 중요한 발표의 순간에도 

그 슬리퍼를 신는단다. 이유를 물었다. “다른 

신발이 없어요. 편하기도 하고.” 뭔가 더 합당

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의 단답 안

에 이미 충분한 설명이 들어 있다. 어쩌면 AI

의 세상이 꿈꾸는 이상향의 DNA일지도 모를 

파격과 자유로움. 사무실 사람들의 30%가 외

국인이고 다들 영어로 대화하며 퇴근할 때는 

쿨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서울로보

틱스의 자율주행 같은 문화 역시 그 슬리퍼를 

닮아 있었다.

+ 서울로보틱스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가는 라이다 센서에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서울로보틱스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세계 유수의 명차 

브랜드와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한국을 넘어 글로벌 AI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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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운명적

#AI와책200권

#파격

#無에서有

#코딩일타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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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상황을 인지하고 수집, 분석하는 소프트웨

어 개발이 주종목. 그 모든 과정을 주도한 게 

이한빈 대표였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주변 

형상을 3D로 인식하는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

는데, AI를 통해 그 3D 데이터를 수집, 분석, 

예측하는 게 소프트웨어의 역할이죠.” 자율주

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인데, 그전

까지 그런 소프트웨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공급하는 회사가 없었다는 설명이 뜻밖이었

다. 라이다 센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소프트웨어 시장은 아직 존재하지 않

았던 현실을 그는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합니다.” 이한빈 대표는 이 기술이 향후 자율

주행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AI 분야에 접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원천 기술을 알리고 

판매하기 위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느라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미국

과 유럽에서의 계약이 잇따르면서 제대로 탄

력을 받은 서울로보틱스는 미국에 이어 독일

에도 곧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서울로보틱스 이한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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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인공지능의 문

제는 인간이 그 유능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 즉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다. 이

제 인공지능과 공존해야 할 인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다뤄야 할까?

안녕? 
나는 
인간이라고 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엄청나게 유능한 인공지

능, 그러니까 ‘초인공지능’은 단순한 SF적 상

상일까? 아니면 실현 가능한 과학적 결론일

까? 철학자 김재인은 인공지능이 단어에서 오

는 오해일 뿐, ‘지능을 가진 도구’라는 오해부

터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은 얼마

나 특별한 새로운 도구일까? 아직은 그 전모

를 아무도 모른다. 전에 없던 아주 똑똑한 도

구와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서 드는 질

문. 인간은 이토록 똑똑한 초인공지능과 사이

좋게 공존하며 행복하게 지구별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우려도 함께 커간다. 그렇지만 인공

지능의 논리적, 기술적 측면에 대한 정확한 이

해에 바탕을 둔 논의는 여전히 많지 않다. 아

마도 SF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력 때문이 아

닐까 싶다.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엑

스 마키나> 등 SF 영화의 인상은 너무도 강렬

해서 사람들은 그 설정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착각한다. 나는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인공지능(말하자면 ‘초인공지능’ 또는 ‘초지

능’)이 등장하는 이런 부류의 SF는 ‘SCIENCE 

Fiction’이 아니라 ‘science FICTION’에 불과

하다고 본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런 허구를 뒷받침하는 철학적, 논리

적 주장들 또한 내적 근거를 갖고 있기보다는 

상상에 호소하고 있다. 일종의 유사 과학에 불

과하다는 말이다. 물리학자 더글러스 호프스

태터의 <괴델, 에셔, 바흐>, 공학자 레이 커즈

와일의 <특이점이 온다>, 역사학자 유발 하

라리의 <호모 데우스>, 철학자 닉 보스트롬

의 <슈퍼인텔리전스>, 미래학자 제임스 배럿

의 <파이널 인벤션>, 물리학자 맥스 테그마

크의 <라이프 3.0> 같은 책들이 대표적이다. 

‘특이점’ 또는 ‘초지능’을 주장하는 논의는 자

기모순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만일 초인공지

능이 등장한다면 인류는 그 앞에서 처분만을 

기다릴 뿐 속수무책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활동도 대책도 불가능할 테니 말이다. 

따라서 이런 부류의 논의는 논리적, 신학적으

로 묵시록적 결론에 이를 따름이다. ‘초인공지

능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이다.

특이점 또는 초지능 논의는 사실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우선 이런 

논의는 묵시록적 세계 또는 디스토피아를 도

입하게 되기에 모든 능동적 논의 자체를 가로

막는 경향을 보인다. 모든 묵시록적 논의가 그

러하듯 구원은 초월적 세계에서만 올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런 논의는 더 시급하고 절박

한 논의에 집중할 힘과 시간을 분산시킨다. 초

지능의 도래를 가장 가깝게 설정하고 있는 미

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조차 2045년을 제시하

는 데 반해, 인류는 그전에 기후변화로 심각한 

멸종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상당히 근거 있

는 논의도 있다. 또한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 

발전만으로도 사회 격차, 불평등, 불공정이 커

지고 있다는 더 절실한 의제도 있다. 때를 놓

치지 않고 급한 의제부터 다루는 것이 옳다.

옥스퍼드대학교 ‘인류의 미래 연구소Future of Life 

Institute’는 2015년 주최한 콘퍼런스 참가자들에

게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다. “고차원 기

계지능High-Level Machine Intelligence, HLMI이 언제 달성될 

것인가?” 이 중 강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범용 인공지능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50%의 확률

로 2040년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한편 옥스

퍼드대학교 인류의 미래 연구소와 예일대학

교 정치학과 교수들은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

적인 학술대회인 NIPS와 ICML에 논문을 발

표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보았다. 이들

은 ‘고차원 기계지능을 달성하는 데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의 조사 및 관련 

내용은 <AI 인덱스: 인공지능은 지금 어디까

지 왔는가> 한상기(2018) 참조.)

이 두 조사에서 주목할 지점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놓고 볼 때 ‘고차원 

기계지능’의 실현 예상 연도가 1년 사이에 20

년이나 늦춰졌다는 사실이다. 2015년 답변에

서는 25년 뒤라고 예측했는데 2016년 답변에

서는 45년 뒤라고 예측한 것이다. 조심스럽긴 

해도 실제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전문가들

의 전망치가 꽤나 늦춰졌다는 데서 인공지능

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시작해볼 수 있다.

사실 공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개발하고 있

는 인공지능은 한 가지 과제 해결에 특화되어 

있다. 이런 인공지능을 ‘약인공지능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특화된 인공지능’이라고 부른다. 약인공지능

은 빨래, 청소, 밥 짓기, 냉난방, 바둑, 번역, 길 

찾기 등 특정한 과제가 주어지면 인간처럼 아

니 인간보다 훨씬 잘 해결한다. 오늘날 경제

적, 기술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거의 모든 인공

지능이 여기에 속한다. 앞에서 말한 초인공지

능 또는 강인공지능은 여러 약인공지능을 스

스로 종합하고 통합하는 상위의 인공지능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준 과제에 대해서만 합리

적 해답을 제출한다. 물론 동물에게도 해결해

야 할 과제로서 문제가 닥친다. 차이는 동물은 

혼자서도 문제를 문제라고 감지한다는 점이

다. 인공지능에게는 문제를 문제라고 알려주

어야 한다. 문제가 생긴 후에 지능이 작동하는 

과정은 인공지능에게나 인간에게나 똑같다

고 봐도 좋다. 현실적인 최상의 해결책을 찾으

려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해도 좋다. 

인공지능은 최고의 확률을 찾아내고 최적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인간이 시킨 일에 

대해서만 그럴 수 있다. 이런 초보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초지능의 등장이 자꾸 언급되

는 이유는 무엇일까? SF의 상상을 능가할 만

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SF 말고도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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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쓴 김재인은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철학과 박사 학위를 받은 철학자다. 현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 교수로 있다. 2017년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

을 다시 묻다>를 출간해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이란 존재의 갈 길은 어디인지 물음표를 던졌다.

스를 통해 부정확하면서도 다소 과장되게 전

달되는 소식 역시도 대중의 상상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뉴스 자체도 자극

성과 선정성으로 양분되기 때문에, 초지능 이

슈는 사그라지지 않으리라 전망된다.

‘지능’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

으켰지만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과는 거의 상

관없는 아주 강력한 도구다. 주로 사람이 머

리를 써서 풀어야 하는 문제를 잘 해결해주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지능을 가진 도구’라고 생

각할 수도 있겠으나,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

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런 오해를 걷어버려

야 한다.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갈등이 일

어날 논리적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빚어질 수는 있겠지만. 따라서 

인공지능의 문제는 인간이 그 유능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 즉 인공지능의 윤

리 문제다. 여기서 윤리는 그 말의 어원적 의미

에서 습성 또는 행동에 대한 탐구를 가리킨다.

인공지능의 윤리는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게 할 것이냐는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애초에 인공지능은 윤리적 에이

전트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관건은 ‘인공지능

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 이는 한편

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설계 및 실행의 문

제이며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게 하는 도구를 쓰는 사람의 문제다. 

개인이건 집단이건, 기업이건 정부건, 인공지

능을 쓰는 이들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무시하

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워

낙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윤리

를 무시할 경우 사회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류를 위협해온 대표적 

사례를 곁으로 치우고 보면 앞으로 가장 큰 

위협은 인공지능과 생태 문제라는 점은 이제 

명백하다.

지금까지 사회에서 윤리는 개인의 행위에 초

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인류는 사활

을 걸고 ‘집단으로서의 인류’가 어떻게 살 것

인가를 답해야 한다. 윤리가 단지 윤리로 머물

지 않고 국제정치의 장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배 구조

가 필요하다. 가령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는 

상황을 고려해보자. 통제가 심하고 권위주의

적인 정권이라면 자율주행차마다 지도 자체

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다. 반정부 인사에게는 

달릴 수 있는 지역과 도로를 제한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적어도 민주적 권력 아래에서만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공지능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도구다. 

인간의 지능적 활동을 차례로 한 국면씩 대체

하고 있기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클 수밖

에 없으며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도구

는 도구이되 특별한 도구인 셈이다. 하지만 도

구가 단순히 도구에 그친 적은 한 번도 없다. 

인간은 도구를 발명하고 그 도구는 인간과 사

회를 재편한다. 그러면 인간은 다시 새로운 도

구를 만들고 그 도구로 인해 인간, 정신, 관계, 

사회 등 모든 것이 바뀐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은 얼마나 특별한 새로운 도구일까? 아직은 그 

전모를 모른다. 조금씩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인류는 이 새로운 도구와 더불어 미래

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상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의 행동

은 정확한 인식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
러
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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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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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자율주행 서울 
S·E·O·U·L씨의 하루 
세계의 주요 대도시들은 ‘자율주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서울 역시 운전대로부터

의 자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율주행 서울’에서 우리는 어

떤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까? 사실에 근거한 상상의 날개를 펼쳐 S,E,O,U,L씨의 하

루를 콩트로 구성하고, 모빌리티 전문가 차두원 박사가 ‘서비스로서의 이동’이 실현

될 2040년의 도로 풍경까지 스케치했다.



S
E

O
U

L
M

A
D

E
10

6

글
 임

유
신

(자
동

차
 칼

럼
니

스
트

)—
 일
러
스
트

 이
시

누
10

7

“자, 오늘은 어디로 갈까?”

주말을 맞아 캠핑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탄 S씨

가 아내와 두 자녀에게 물었다. 

“양평!”, “춘천!”, “태안!”

세 명의 입에서 동시에 목적지가 터져 나왔다. 

S씨는 가는 길 경치가 끝내주는 정선에 있는 

캠핌장이 끌렸다. 예전 같으면 가위바위보나 

제비뽑기를 해 한 곳을 정했겠지만 요즘에는 

차에 맡기면 간단하게 끝난다. 

가족의 대화를 들은 자동차는 인공지능 프로

세서를 작동해 ‘캠핑장을 골라달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각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과 

현지 상황을 파악했다. 가족이 각자 바라는 기

준도 반영했다. 주말이라 변수가 많아 과거 데

이터는 물론 실시간 상황까지 고려해 어디가 

가장 좋을지 판단했다. 날씨와 도로 상황, 가

는 도중에 들를 맛집, 충전소 등 따질 요소가 

한둘이 아니다. 자동차는 춘천 인근 캠핑장이 

이번 주에는 최적 장소라고 결정을 내렸다.

S씨 집에는 S씨가 주로 이용하는 출퇴근용 작

은 전기차가 있다. 다른 가족은 필요할 때 자

동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다. 호출하면 시

간 맞춰 집으로 오니 이보다 편할 수 없다. 주

차 공간도 부족한데 굳이 차를 여러 대 굴리

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캠핑 갈 때는 짐이 많

아 큰 차가 필요하다. 아내가 시설 다 갖춘 곳

으로 떠나는 글램핑을 가자고 해도 S씨는 제

대로 된 캠핑의 맛을 느껴야 한다며 늘 트렁

크가 꽉 차도록 장비를 챙긴다. 이번에는 커다

란 미니밴을 빌렸다. 공유 서비스에 신청한 자

율주행 미니밴은 예약 시간인 출발 시간 1시

간 전에 S씨 집 앞으로 왔다. 

S씨와 가족이 차에 오르자 각자의 스마트폰

으로 탑승자 인증이 이뤄졌다. 클라우드를 통

해 각자 정보와 차 시스템 사이에 정보 공유

가 이뤄지면서 자동차는 S씨 가족차처럼 작

동했다. 자동차는 보유한 가족 개인 정보를 토

대로 각자의 취향과 습관 등을 반영해 서비스

를 제공하고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린다. 목적

지 결정도 이런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 

S씨나 아내나 종종 기억이 가물거린다. 예전

에는 집에서 나올 때 빠뜨린 걸 가지러 다시 

들어가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가스 밸

브를 잠그지 않았거나 전등을 켜고 나와도 걱

정 없다. 차에서 집 안 시설을 조절하고 점검

할 수 있어서다. 그런데 집 걱정은 덜었지만 

정작 차는 못 챙겼다. 차를 빌릴 때 깜박 잊고 

완전 충전 옵션에 체크를 안 했는지 차가 충전

이 덜 된 상태로 왔다. 충전량이 좀 남아 있지

만 중간에 휴게소에서 충전을 한 번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주말이라 조금만 늦게 출발해도 

차가 밀릴 수 있어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다. 

자동차는 휴게소 충전 현황과 이용 차량이 늘

어나는 추세를 따져 출발할 때 충전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용 가능한 충전기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알아서 이동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은 모처럼 가족이 대

화하는 시간이다. 옛날에 S씨는 운전하느라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과 제대로 놀아주지 못

했지만 자율주행차가 나온 이후로는 차 안에

서 활동이 자유로워졌다. 자동차가 최적 코스

를 찾아서 달리지만 주말이라 차가 많아서 그

런지 길이 밀렸다. 아이들과 모처럼 오래 대화

한 듯한데 캠핑장에 도착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 전날 늦게까지 일한 탓에 피로가 

가시지 않은 S씨는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서 없어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졸음운전이다. 고속도로 졸음쉼터도 사

라졌다. 

아내는 요즘 베스트셀러를 추천해달라고 차

에 음성 명령을 내렸다. 자동차가 검색해 찾은 

최신 베스트셀러 중 아내가 고른 책이 대시보

드 화면에 나타났다. 집 안에서는 앙숙 같은 

현실 남매인 아들과 딸도 밖으로 나올 때는 

휴전 상태에 들어가 각자 일에 몰두했다. 아들

은 차 안 컴퓨터를 활용해 개인 채널에 올릴 

영상을 편집했고 딸은 요즘 한창 빠진 취미 

강좌를 들었다. 차가 밀려도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서 지루할 틈이 없다. 

차는 목적지까지 달리는 중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해 쉴 새 없이 최적 코스를 계산했다. 현

재 도로 상황은 물론 주말 캠핑용으로 운행했

던 데이터, 해당 날짜의 지난 도로 상황 데이

터 등을 딥러닝으로 분석해 가장 빠르고 편안

한 길을 찾아냈다. 차에 달린 수많은 센서를 

이용해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고 흐름에 맞춰 

적절히 차선을 바꿔가며 목적지로 향했다. 고

속도로 휴게소에 들르니 충전소에 차가 가득

했다. 미리 충전하고 오기를 잘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드라이브 스루로 커피와 간식거

리를 샀다. 결제는 차에 등록된 개인 정보를 

토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굳이 지갑을 꺼내지 

않아도 된다. 

차가 많이 밀리는 구간을 예측한 자동차는 정

체를 만나기 전에 덜 밀리는 국도로 빠져나왔

다. 내비게이션과 GPS 정보를 이용해 굽은 길

에서는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걸리지 

않게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흐름을 유

지하며 달렸다. 목적지로 가는 길에는 S씨가 

즐겨 찾는 경치 좋은 드라이브 코스가 나온다. 

자동차는 학습을 통해 S씨의 운전 취향과 좋

아하는 도로를 파악하고 있다. 조금 돌아가야 

하지만 자동차는 S씨를 위해 경치 좋은 드라

이브 코스로 방향을 틀었다. 

서울 쪽은 미세먼지가 좀 남아 있어서 출발 

자율주행차를 
타고 캠핑을 떠난 
S씨의 하루

후 한동안 자동차는 외부 공기를 차단한 채 

공기정화 모드로 작동했다. 서울에서 멀어질

수록 미세먼지가 줄어들었고 강원도로 넘어

가니 하늘이 푸르렀다. 자동차는 자동으로 환

기 모드로 들어갔고 공기가 맑은 지역을 지날 

때는 알아서 창문을 열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때, 이제 막 녹기 시작한 땅에서 흙 

내음이 풍겨났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S씨가 짐을 다 내

린 후 자동차는 자율주행으로 주차장 겸 충전 

구역으로 이동했다. 캠핑장은 차와 이용객이 

많고 아이들과 반려동물까지 뛰어노는 곳이

라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이미 캠핑장에 들어

올 때 자동차는 딥러닝으로 주변 환경을 인지

해 안전장비의 대응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캠

핑장 안에서 느린 속도로 우발 상황을 대비하

며 이동했다.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서 운전을 직접 하지 않

으니 온전히 캠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캠핑을 마치고 돌아갈 때도 운전 부담이 없는 

S씨는 타자마자 곯아떨어질 게 분명하다. C
O

N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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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갑작스러운 충격에 차를 타고 가던 E씨의 심

장도 덜컹거렸다.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

든 차에 E씨의 차가 부딪히고 말았다. 끼어드

는 차를 감지한 E씨의 차가 긴급 제동을 하고 

안전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 충격은 크지 않았

지만 충돌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다. 차 대 

차 및 차 대 교통 시스템 통신으로 흐름을 맞

추던 주변 차들이 일제히 속도를 줄였고 사고 

차선을 피해 양옆으로 차선을 옮겼다. 

자율주행이 정착한 이후 도로에서 사고는 거

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이번 사고는 끼어든 차

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거나 센서 고장일 가

능성이 높다. 운전자가 임의로 운전에 개입해 

일으킨 보험사고 가능성도 있다. 

E씨의 차와 사고를 일으킨 차 모두 달리는 데 

지장은 없어 가까운 안전지대로 이동했다. 갓

길이 없어진 것도 자율주행 시대 들어 달라진 

모습이다. 차가 도로에 멈춰 서도 교통량 분산

과 우회 등이 자동으로 이뤄져 어지간해서는 

“엄마 오늘은 다른 차 타고 싶어!”

O씨는 초등학생인 O씨의 아이가 학교 갈 때 

타는 차를 등하교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 

알아봤다. 최근 아이들이 타고 싶은 차를 보

내주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유행이다. 자동차

에 관심 많은 아이들을 위해 스포츠카나 고급

차 등 타보고 싶은 차를 보내준다. O씨의 아

들도 종종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마침 아이

가 원하는 차가 없어 업체에 추천을 맡겼다. 

O씨 아들의 관심사와 평소 빌린 차 정보, 날

씨와 도로 사정 등 인공지능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공유 서비스 업체는 지붕이 열리는 작

은 컨버터블을 추천했다. 날도 화창하고 공기

도 맑고 따뜻해 지붕을 열고 타기에 딱 좋은 

날이었다.

O씨의 아들은 집에서 차로 20분 걸리는 학교

에 다닌다. 걸어가기에는 멀고 대중교통이 곧

바로 연결되는 곳이 아니라 집 차를 이용한

다. U씨 집에는 자율주행 전기차가 한 대 있

다. 남편 직장은 왕복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정체가 되지 않는다. 주행 중에 이상이 생기거

나 긴급 충전이 필요한 차는 자동으로 안전지

대로 이동하게 돼 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 난 부분을 확인하고, 보험사 차가 출동하

고 견인차가 달려오는 풍경은 옛 추억이 돼버

렸다. 이제는 차에 앉아 처리 결과만 확인하면 

된다.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언성을 높이거나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만 높이는 상대방 때문

에 얼굴을 붉히지 않아도 된다. 

충돌하는 순간 자동차 회사와 보험사, 경찰서

와 119, 해당 지역 구청에 사고 내용이 자동으

로 전달됐다. 사고가 크지 않고 인명 피해가 

없어 경찰차와 구급차는 출동하지 않았다. 구

청에서는 무인 사고현장 정리차를 보내 바닥

에 흩어진 부품을 수거했다. 

E씨의 자동차는 자체 점검 시스템을 돌려 차

체 이상 여부를 판단해 사고 영상과 함께 보험

사와 자동차 회사에 전송했다. 사고를 일으킨 

차도 같은 작업이 이뤄졌다. 인공지능 보험처

리 시스템이 사고 상황을 분석한 결과 E씨의 

다. 남편이 타고 간 차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

와 O씨의 아들을 태우고 학교로 간다. U씨는 

아이에게 아침을 차려준 후 차에 태우기만 하

면 된다. 차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동

안 아이의 상황은 실시간으로 O씨의 스마트

폰이나 집 안 모니터에 전송된다. 아이는 엄

마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지만 주로 새로 

나온 만화를 본다. 차 안 화면에 VR로 영상

이 떠서 마치 차를 타고 만화 속 장면을 지나

는 듯한 효과에 빠져든다. 특별 수업이 있는 

날이면 배울 내용을 미리 차 안에서 영상으로 

보면서 준비하기도 한다. 

집 차를 이용하기 여의치 않은 집은 등하교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율주행 미니

밴이 시간에 맞춰 아이들의 집을 돈다. 코스

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현관문을 

나서면 자동차로 신호가 간다. 현관문에서 탑

승 장소까지 이동 시간과 인공지능으로 파악

한 아이들의 습성을 고려해 자동차가 실시간

으로 최적 코스를 짠다. 예전에 학원 승합차

차는 과실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차는 

수리해야 했다. 수리가 가능한 정비소와 날짜, 

수리 옵션, 예상 수리비 견적이 자동차 안 모

니터에 떴다.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E씨는 그

대로 처리하라고 음성 명령을 내렸다. E씨 차 

모니터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낸 대차 서비

스 정보가 떴다. E씨 차와 비슷한 급의 차 세 

대가 화면에 나타났다. E씨 차가 학습해 알고 

있는 E씨의 취향을 상대 보험사로 전송해 상

대 보험사는 E씨가 타고 싶어 할 만한 차로 추

천했다. E씨가 고른 차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도

착해 E씨는 차를 갈아타고 떠났다. E씨의 차

는 자율주행 모드로 정비소를 향해 이동했다. 

상대방 차는 수리 견적과 보험료 인상분을 그 

자리에서 통보받았다. 자동차 회사에서 정보

를 분석한 결과 센서 고장으로 결론이 났다. 

자율주행 시대에 이런 사고는 정말 흔하지 않

은 일이다. 사무실 동료는 E씨에게 흔하지 않

은 경험을 했으니 행운이 찾아올 거라며 로또

나 사보라는 위로 아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E씨의 하루

자율주행차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O씨의 하루

가 동네 아이들을 실어 나르던 모습과 비슷하

다. 다른 점이라면 이제는 운전자가 없는 자

율주행 차가 다닌다는 사실이다.

O씨는 아들이 학교에 가면 그때부터 운영하

는 매장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 학교에 직접 

데려다주거나 아이 학교 시간에 맞춰 같이 나

가면 매장 운영 시간에 맞추기 힘들다. 아이

를 혼자 보낼 수 있어서 아침에 자기 시간을 

보낼 여유가 생긴다. 매장에 갈 때는 아이를 

보내고 온 집 차를 이용한다. 간혹 O씨가 일

찍 나가야 할 때는 집 차를 O씨가 타고 아이 

등교는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다.

부부가 일을 한다고 해서 각각 차를 사지 않

아도 된다. 자율주행차 한 대가 부부의 출퇴

근은 물론 아이 등하교까지 척척해낸다. 자율

주행차는 목적지까지 갔다가 빈 차로 다시 돌

아올 수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운전을 하지 

못하는 아이도 차를 타는 데 아무런 지장 없

다. 게다가 마음에 드는 차도 얼마든지 탈 수 

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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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어디인가요?”

U씨가 눈앞에 보이는 하얀 옷을 걸친 사람에

게 물었다.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차를 타

고 도로 위를 달리던 기억은 나는데 눈을 뜬 

곳은 약속 장소가 아니었다. 정신이 몽롱했던 

탓에 U씨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았다. 문득 죽어서 하늘나라에 왔구나 하

는 생각이 덜컥 겁이 났다. 하얀 가운 입은 사

람이 병원이라고 말해준 후에야 U씨는 제정

신을 차렸다. 만나기로 했던 친구와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도 그제서

야 눈에 들어왔다. 

U씨는 차 안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차 

안 헬스케어 센서는 U씨의 움직임이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U씨가 차고 있던 

스마트시계의 위치 센서도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를 차 안 헬스케어 시스템에 알렸다. U씨

의 자세가 원 상태로 회복되지 않자 헬스케

어 시스템이 비상사태임을 감지하고 조처를 

했다. 

자동차는 먼저 U씨의 현재 신체 상태를 확인

하고, 교통통제센터와 119로 구급 신호를 보냈

다. 시트의 위치는 U씨의 긴장이 풀리고 호흡

에 지장이 없는 자세가 되도록 자동으로 바뀌

었다. 시트 지압 기능이 작동해 U씨의 긴장된 

근육을 풀었다. 차 안에는 산소 공급을 늘려 

맑은 공기를 유지했다. U씨의 차는 U씨의 주

치의가 있는 병원으로 최단 시간 코스를 잡아 

달리기 시작했다. U씨 차 주변을 달리던 차에

도 상황이 전달돼 차들이 U씨의 차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자동으로 길을 터줬다. 차는 

U씨가 다니는 병원으로 향하는 중에도 상황

을 해결할 최선의 방법을 찾았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갈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특정 지

점에서 구급차를 만날지 정보를 종합했다. 

U씨가 정신을 잃은 순간 헬스케어 시스템이 

파악한 U씨의 최신 신체 상태 정보는 이미 U

씨의 주치의에게 전송됐다. 주치의는 자신의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U씨의 모습을 

예의주시했다. 신체 정보와 영상을 토대로 주

치의는 U씨가 생사가 걸린 급박한 상태는 아

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행이었지만 긴장을 

풀 수는 없었다. U씨의 자동차는 최적 코스를 

찾아가며 U씨가 다니는 병원으로 계속해서 

달렸다. 교통통제센터는 U씨 차의 이동 경로

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

비해 주변 차와 도로를 계속해서 통제했다. 

지병이 있는 U씨는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신

체 상태를 파악하는 스마트워치를 꼭 차고 다

닌다. 약 보관통에서 약을 꺼내 먹으면 센서가 

약의 종류와 먹은 시간 등을 파악한다. 혹시라

도 먹을 시간이 지나면 U씨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간다. U씨의 투약 정보

와 스마트워치 또는 스마트폰이 파악한 신체 

상태 정보는 자동차 헬스케어 시스템과 공유

한다.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자동차, 병원에

서 수집한 U씨의 건강 정보는 클라우드에 통

합돼 체계적인 빅데이터로 관리받는다. 빅데

이터는 인공지능이 분석해 차를 탈 때는 물론 

생활하는 곳곳에서 U씨가 최상의 건강 상태

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U씨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살 때 헬스케어 옵

션을 선택했다. 옵션 가격이 좀 비싸서 망설였

지만, 지병이 있던 터라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돈을 들였다. 한때 자동차에 졸음 방지와 음주

운전 방지 기능을 반드시 넣도록 했었다. 운전

자의 시선과 움직임을 파악해 졸음을 감지하

면 경고하고, 차에 탈 때 음주 여부를 파악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완전 자

율주행이 보편화 되면서, 이런 기능은 수동 운

전 모드가 남아 있는 차에만 들어간다. 

U씨는 건강 때문에 운전을 직접 하지 않아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만 있는 차를 샀고 헬스케

어 옵션을 더했다. 시트에 센서가 들어 있어

서 탑승자의 심박 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차 안 탑승자가 내쉬는 공기를 분석해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팔걸이 손이 닿는 부분

에는 전기 신호를 신체에 보내고 혈액을 채취

하는 장비가 달려 있다. 팔을 걸치고 자연스

럽게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신체 상태를 파악

한다. 신체나 눈동자의 움직임, 맥박, 체온 등 

여러 가지 신체 정보를 종합해 운전자의 심리 

상태나 스트레스 여부도 알아낸다. 필요에 따

라 차 안 조명을 바꾸거나 산소 공급을 늘리

거나 잔잔한 음악을 트는 등 탑승자가 안정적

인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

도 알레르기 물질을 걸러내고 시트 마사지 기

능으로 지압을 하는 등 작은 병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기능을 갖췄다. 무엇보다 U씨

가 헬스케어 기능에 만족하는 부분은 화상 진

료였다. 운전 중에도 화면으로 원격 진료를 받

을 수 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차 안 상황

을 의사에게 전송한다. 이번 상황 때 헬스케어 

시스템 덕을 톡톡히 봤다. 

깨어난 U씨에게 주치의는 쌓인 피로가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줬다. 사실 U씨는 쓰러지기 

전 며칠 동안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U씨는 수면량 모니터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24시간 찬다. U씨의 부족

한 수면 정보는 차 내 헬스케어 시스템에도 

공유됐고, 최근 활동량과 차 안에서 목소리 등

을 파악한 자동차 헬스케어 시스템은 목적지

에 도착하기 전까지 차 안에서 잠을 자라고 U

씨에게 권했다. U씨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러 가는 길이라 들떠서 깨어 있었고, 중간중

간 마무리한 프로젝트에 이상이 생긴 부분을 

통화로 체크하느라 스트레스가 컸다. 이런 상

황이 지병이 있는 부위에 영향을 미쳐 정신을 

잃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사실 U씨 차의 헬스

케어 시스템 내 인공지능은 평소와 다른 U씨

의 행동과 신체 변화를 토대로 혹시 모를 상

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만큼 위급 상황에 대

처도 빨랐다. 

회복한 U씨는 자동차가 제2의 주치의라는 사

실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다. 퇴원하자마

자 자동차 회사에 연락해 헬스케어 시스템 업

그레이드를 요청했다. 업그레이드 내용은 운

전자가 헬스케어 시스템이 권하는 휴식을 취

하지 않으면 더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

능이었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다 
응급실에 간 
U씨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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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빨리 왔으면…”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L씨의 입에서 수시로 

기대 섞인 한탄이 흘러나왔다. 연애가 한창인 

연인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었다. 시선은 

모니터를 향했지만 머릿속은 주말 데이트 코

스를 어떻게 짤까 하는 생각만 가득했다. 

L씨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지만, 생활

은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평일에는 출

근해서 일하다 퇴근하기를 반복하고, 주말에

는 취미생활에 몰두하거나 연인과 데이트를 

즐긴다. 과거에는 할 수는 있어도 불편해서 엄

두도 못 내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자율

주행차와 웨어러블 기기의 발달로 L씨는 이동

의 자유를 얻었다.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진

학이나 취업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일도 줄

어들었다. 

금요일 밤, L씨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데이

트 코스를 짰다. 자동차는 자율주행이라 타고 

다니는 데 문제는 없지만, 웨어러블 기기는 공

유 서비스 위치와 작동 지속 시간을 비롯해 자

기 몸에 맞는 기기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

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가 편하

기는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L씨 다리에 무

리가 가기 때문에 신체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 

L씨의 컴퓨터에 깔린 인공지능 프로그램에는 

L씨의 신체 정보와 생활 데이터가 들어 있다. 

L씨가 주로 찾는 곳과 이동 코스, 신체 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다. 교통 정보와 장애인 시설, 웨어러블 기기 

대여 정보 등과 연동돼 최적 정보를 제공한다. 

영화는 연인과 데이트에서 매주 빠뜨리지 않

는 통과의례다. 오전에는 영화를 보고 오후에

는 한강 산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저녁은 

요즘 뜨는 OO길에 있는 식당에서 먹기로 했

다. 극장은 매번 가는 곳으로 갈 계획이고 식

당은 이름난 곳으로 정했는데, 문제는 한강 산

책이었다. 한강 공원이 여러 곳이라 어디로 가

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인공지능의 도움

을 받기로 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주말 날

씨와 L씨의 신체 정보, 이동 수단 등을 토대

로 몇 군데 후보를 골랐다. 그동안 학습을 통

해 파악한 L씨의 취향을 고려해 한 곳을 정했

다. 세 곳이 정해지자 구간별 걸리는 시간, 대

여 장비, 비용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화

면에 떴다. 이동 계획을 스마트폰으로 전송 받

은 L씨는 그제서야 눈을 붙일 수 있었다. 

토요일 아침. 차에 탄 L씨는 내비게이션에 애

인의 집을 들러 극장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렸

다. 토요일이라 사람이 많이 붐비기 때문에 L

씨는 일찍 움직이고 싶었지만, 아침잠이 많은 

L씨의 애인을 배려해 약속 시각을 늦춰 잡았

다. 그래도 자동차가 알아서 빠르게 데려다줄 

테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 드디어 애인을 

태우고 극장이 있는 쇼핑몰로 향했다. L씨 차

의 내비게이션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최적 코

스와 덜 붐비는 주차 구역을 찾아냈다. 

차 문이 열리자 예약한 자율주행 휠체어가 대

기하고 있었다. 휠체어로 옮겨 탄 L씨는 스마

트폰과 휠체어를 연동했다. 스마트폰에 입력

해둔 이동 계획이 휠체어로 공유됐다. 쇼핑몰

이 워낙 넓은 데다가 여러 층으로 이뤄져서 

잘못하면 헤매기 쉬웠지만, 자율주행 휠체어 

덕분에 편하고 정확하게 극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자율주행 휠체어는 휠체어 이동로와 

엘리베이터 등 이동에 제약이 없는 곳을 골라 

이동했다. 극장에 도착한 L씨는 웨어러블 로

봇을 다리에 착용했다. 예전 같으면 휠체어 때

문에 어쩔 수 없이 맨 앞 장애인 전용 자리에 

앉아서 봐야 했는데, 이제는 웨어러블 로봇 덕

분에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영화 보기 

가장 좋다는 가운데 자리를 일찌감치 예매한 

덕분에 연인과의 극장 데이트는 기분 좋게 마

무리했다. 

다음 코스는 한강 공원. 강바람을 맞으며 따

뜻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한강은 예나 지

금이나 환영받는 데이트 코스다. L씨는 웨어

러블 로봇 공유 서비스를 이용했다. 극장에서 

잠간 사용하던 모델과 달리 더 튼튼해 보이고 

오래가게 생겼다. L씨는 웨어러블 로봇 서비

스 단골이다. L씨의 이용 정보에는 신체 특징

과 걸음걸이 형태, 속도 등이 데이터로 쌓여 

있다. 혼자 걸을 때는 L씨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최대한 피로하지 않게 움직인다. 운동을 

목적으로 착용할 때는 속도와 보폭 등을 좀 

더 빠르고 넓게 조정한다. 오늘은 애인과 함께 

산책해야 하므로 속도와 방향에 불규칙한 변

수가 많다. L씨는 인공지능 모드에 맞췄다. 웨

어러블 로봇은 옆 사람의 보폭과 움직임에 맞

춰 다리의 움직임을 조절했다. 시간이 좀 지나 

학습이 이뤄지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옆 사람

과 보조를 맞췄다. L씨의 연인은 데이트가 불

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모든 것

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서 장애인과 사귄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저녁을 먹으러 간 OO길 맛집은 역시나 사람

이 많았다. 예약을 받는 곳이라 줄을 서지 않

아도 돼 다행이었다. 골목이 비좁고 장애인 보

조 기기를 공유하는 시설이 없는 곳이어서 L

씨는 자동차 시트를 휠체어로 이용했다. L씨 

차는 장애인용 옵션을 더해 시트를 휠체어로 

자율주행차를 타고 
데이트 나간
L씨의 하루

쓸 수 있다. 쇼핑몰에서 이용한 자율주행 휠체

어만큼은 아니어도 짧은 거리를 전동식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하다. L씨가 내린 후 

L씨의 차는 공영주차장을 찾아 자율주행으로 

이동했다. 

L씨의 애인은 아침부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SNS를 즐기는 데다가 추억의 순간을 

남기려는 욕구가 남다르다. 저녁을 먹고 집으

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L씨의 연인이 차 안 인

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사진을 전송했다. 인

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전송받은 사진으로 추

억 동영상을 만들어 모니터에 띄었다. L씨와 

애인이 차에서 자주 듣는 음악을 학습해서 추

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깔았다. 이전 데이터

를 불러와 한 장소에서 계절별로 찍은 사진을 

모아 보여주는 등 인공지능 시스템은 자신만

의 방식으로 연인의 데이트를 도왔다. 

그날 밤, L씨는 결혼을 결심하고 멋진 프러포

즈를 구상했다. 그리고, 식장에 들어갈 때 착

용할 멋진 웨어러블 로봇을 과감하게 질렀다.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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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칠순 기념 전국일주 가

족여행을 떠났다. 아내와 아들 내외, 손자와 

손녀 6명이 전국을 2주 동안 둘러볼 예정이

다.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커다란 삶의 변화

는 인터넷과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생각이 든

다. 1990년대 초반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인

터넷은 사물인터넷을 넘어 작은 센서 하나로 

세상을 연결하는 스마트 더스트Smart Dust로 진

화해 거의 모든 주변의 사물과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됐다. 

2030년대까지도 시험운행 수준이었던 자율

주행차를 이제는 공유 서비스를 통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어 새롭게 확보한 공간과 시간을 이용해 다

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

다. 예전에는 생활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 스마

트폰이었다면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삶의 플

랫폼Life Platform으로 자리 잡았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시민의 이동 패턴과 삶의 

형태를 변화시켰다. 일부 공유업체는 사회공

헌 차원에서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같은 교

통약자에게 특화된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복지정책의 하나로 비슷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교

통약자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할 때 보조 

인력을 신청하면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율주

행 자동차 사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덕분

에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의 불안감이 사라졌

2019년 11월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미래에는 운전대로부터의 자유, 하늘을 날아다닐 자유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돼 시민에게 

사유와 행동의 자유가 생겨날 것이란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선언문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

을까? 미래 서울의 이동 환경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

연구실장 차두원 박사가 <이동의 미래>를 통해 제시한 미래 시나리오를 활용해 2040년 

서울의 모빌리티 환경을 상상해본다. 

다. 아이들 역시 자율주행 자동차로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다. 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었을 뿐

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다. 덕분에 

‘교통약자’란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

목적 기반 모빌리티Purpose Built Vehicle 자동차 기술 

발전도 자율주행 자동차 사용을 확대시켰다. 

목적 기반 모빌리티는 ‘스케이트보드’라고 불

리는 차량 플랫폼 위에 탑승 공간을 캠핑, 장

거리 이동, 사무 공간, 어린이 놀이, 통학용, 통

원용 등 다양한 용도를 위한 형태로 교체할 수 

있다. 병원 통원을 위한 탑승 공간도 지원해 

노인도 안심하고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플라잉카’로 불리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와 자율주행 자동차 연결도 편리하다. 자

율주행 자동차를 호출하면 플라잉카 예약 시

간에 맞춰 집 앞에 도착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로 환승하는 

허브에 탑승자를 데려다준다. 탑승자는 공항 

라운지 같은 허브에서 시간을 보낸 후 허브의 

옥상 혹은 바로 옆에 있는 플라잉카에 탑승하

면 된다. 소음과 안전 문제도 해결되어 아직까

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여행은 자율주행 자동차로만 이동할까 

고민하다 효율적인 여행을 위해 플라잉카도 

타기로 했다. 서울에서 대전, 춘천, 대전, 부산

을 여행 거점으로 삼았고, 거점 간 이동은 플

라잉카를 사용했다. 서울에서는 한강 둔치에 

설치된 허브를 이용했다. 

여행 최적 경로와 모빌리티 디바이스들의 탑

승 시간, 주요 관광지와 식당 정보, 예산 등은 

모두 인공지능 비서가 알아서 디자인했다. 이

번 여행에서도 그동안의 가족여행 데이터, 개

개인이 먹었던 음식, 쇼핑 리스트, 즐겨 봤던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분석했고, 우리가 선

택한 목적지를 다녀간 많은 사람의 빅데이터

를 활용해 관광지 선정과 최적의 경로, 상세한 

일정, 숙소와 음식점 예약 정보 등을 알려주고 

안내한다. ‘스마트홈’과 연결되어 차에서도 집 

안 상태를 확인하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

할 수 있어 안심하고 실외 활동을 즐길 수 있

다. 인공지능 기술과 통신 기술, 무엇보다 인

간-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

분이다. 음성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더 

이상 인간이 운전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내 

인생의 모든 추억을 함께하며 이제는 나와 가

족의 거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삶의 

파트너로 바뀌었다. 

물론 일자리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일자리 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분야가 자동차와 모빌리티 분야였다. 택시 기

사, 트럭 기사라는 직업은 거의 사라졌다. 자

율주행차 정비원, 안전관리자 등 새로운 직업

이 생겨났지만 자율주행차 관리는 주로 공유

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 스테이션에서 담당

2040년 
서울, 이동은 
서비스다 

하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정비소, 주유소 

등도 대부분 사라졌다. 

대부분의 택배 기업도 자율주행 배송로봇을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배송하는 

제품들은 사전에 의무화된 위험성, 위해성 등

에 대한 검사 프로세스를 거쳐 배송하고, 개

인이 발송하는 택배도 범죄, 테러 등에 대비해 

편의점이나 물류 서비스 기업에서 물품 확인 

절차를 통과해야 배송할 수 있다. 그만큼 산업

과 서비스 재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런 변

화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사라져갔

다. 하지만 특히 아파트가 많은 서울에선 자율

주행 배송로봇을 활용한 도어-투-도어 서비

스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아 사람이 직접 음식

을 배달하는 서비스는 아직도 성업 중이다.

일하는 방식도 변했다. 예전에는 운전 중 업무 

전화가 오면 “운전 중입니다”라고 이야기하

고 운전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제는 운전 중에

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났지만 자

율주행 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여행하

면서 일하는 새로운 디지털 노마드도 엄청나

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

라진 것은 아니다. 아직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운전을 즐기는 사람들

은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자동차를 이용한다. 

그들이 소유한 자동차는 대부분 올드카나 고

가의 수제手製 자동차다.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올드카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자동차 운전을 

좋아하지만 수동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은 오

토파크 등 수동 자동차를 주행할 수 있는 공

간에서 레이싱을 즐기기도 한다. 물론 적지 않

은 비용이 드는 고급 취미다. 

직접 운전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수동

과 자동 전환이 가능한 자동차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차에 없는 운전대,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이 장착된 수동 자동차

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운전면

허시험장이 점점 줄어들어 면허시험 보러 가

기도 번거롭기 때문에 운전면허 보유자와 응

시자도 줄어들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으로 우려되었던 모

빌리티 디바이드Mobility Divide도 다행히 크게 발생

하지 않았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생겨난 ‘정

보 접근 격차’를 말하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와 비슷한 개념이다. 2020년대에 등장한 

모빌리티 디바이드는 경제적, 사회적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이동성과 도시 접근성 

격차를 말하는 단어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

차와 플라잉카 등의 발전과 함께 ‘서비스로서

의 이동’을 뜻하는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도 함

께 발전했다. 승차 및 차량 공유, 셔틀 등 온디

맨드On-Demand Service가 자리 잡혔고 대중교통과

의 연결도 보다 원활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모빌리티 디바이스 발생을 우려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도 사회공헌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교통 데이

터를 활용해 최적화된 경로로 개인을 목적지

에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게 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고도화된 것도 모빌리티 디바이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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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과 AI를 취재하며 한 달을 보냈으니, 이제 이 친구들을 실제로 만나 사용해볼 때. 

<SEOUL MADE> 에디터가 이번 호에 소개한 5가지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써봤다. 마감

과 씨름하던 2월의 어느 주말, 든든한 로봇과 인공지능 친구들이 생겼다.

로봇 친구와 
함께한 주말

금요일 아침.

유진로봇, 아이클레보 G5.

어제 저녁 늦게 아이클레보 G5가 도착했다. 

늘 갖고 싶던 로봇 청소기 친구가 편하게 다

닐 수 있도록 집 안의 모든 장애물을 치워줄 

계획이었는데. 왜 하필 지금 왔니. 매달 돌아

오는 월간지 기자의 악몽, 마감 기간에. 평소

엔 제법 깔끔을 떨지만 마감 때마다 우리 집

은 지옥이 된다. 손바닥만 한 집은 책과 참고 

자료, 교정지, 박스째 쌓여 있는 숙제 같은 협

찬품들이 널린 이 아수라장에 우리 새 친구를 

풀어놔도 될까. 아무래도 반인륜적인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아침 출근 전 물 한 잔 마시려다 

소금 한 통을 통째로 쏟아버린 순간엔 어쩔 

수 없었다. 과감히 로봇 청소기의 전원을 켜고 

집을 나섰다.

불금이 무색하게 야근에 지쳐 아이클레보는 

까맣게 잊고 집에 돌아왔더니, 우리 불쌍한 친

구는 화장실 앞 발매트에 엉켜 그걸 온몸에 

두르고 쓰러져 있다. 언제 봤다고 그 모습이 

왜 이렇게 귀여운지. 혹시 시끄럽지 않을까 조

마조마 켜보니 놀랄 만큼 소음이 적다. 안심하

고 아이클레보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하고, 간

단히 큰 장애물들을 치워준 뒤 다시 한번 청

소 시작. 와이파이로 연결 가능한 앱에는 청소 

시간과 청소한 영역의 넓이가 카운트될 뿐만 

아니라, 아이클레보가 돌아다니며 매핑하고 

있는 우리 집 도면이 실시간으로 그려진다. 앞

으로는 이 경로를 학습해 청소를 하게 될 것. 

대충 정리해줬는데도 제법 똑똑하고 당차게 

집 안을 돌아다닌다. 전면에 달린 브러시 덕에 

코너 구석도 청소가 잘 되고, 진공 모드 한 번 

돌리고 난 후 물통을 채워 물걸레 모드로 바

꿨더니 감동할 만큼 바닥이 깨끗해졌다! 나 이

건 사야 할 것 같아….

토요일 아침.

슈퍼말차 성수.

촬영이 다섯 건 잡힌 처참한 일요일을 목전에 

두고 숨 돌릴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 어차피 

동네 카페에 가서 원고 쓸 생각이었는데, 잠

깐 고민하다 일단 노트북을 들고 무작정 성수

동으로 향했다. 카페골목에 자리한 슈퍼말차 

성수는 늘 궁금했던 곳. 여러 용도로 로봇 암

을 도입하고 있는 업계가 많지만 이곳엔 뜻밖

에도 다도 장인 로봇이 있다. 다도에서 말차를 

빠르게 저어 거품을 내는 단계인 ‘격불’을 해

주는 로봇 말로다. 외장부터 내장까지 새하얗

게 꾸민 매장에서 둥그런 차선 아래 진한 초

록색 말차 방울을 똑똑 떨어뜨리고 있는 로봇 

팔이 제법 작품처럼 멋지다.

다도라니… 언뜻 가장 장인의 영역 같지만, 격

불의 경우 말차를 녹이기 위해 일정한 각도와 

속도를 유지하며 빠르게 저어주는 것이 중요

하기 때문에 로봇의 효용이 훨씬 크다. 게다가 

속도도 워낙 빨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시원하고 달콤한 녹색 잔을 옆에 두니 타닥타

닥 원고도 수월하게 풀리는 느낌에 기분이 좋

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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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후.

룰루랩, 피부 측정 
키오스크 루미니.

여유 부릴 시간이 없는데 날씨가 좋아서인지 

자꾸만 딴생각이 들어 오늘 딱 두 시간만 땡땡

이를 치기로 하고 잠실 롯데타워로 향했다. 들

러야 할 곳은 에비뉴엘 지하 1층에 위치한 룰

루랩의 ‘루미니’ 키오스크. AI로 피부 측정을 

해준다는 정보만 들었기에 당당히 민낯으로 

향했는데, 풀 메이크업을 하고 웅성웅성대는 

사람들이 보인다. 알고 보니 이것이 루미니의 

필살기. 화장을 한 얼굴도 사진만으로 인식해 

피부 측정이 가능하다. 기존의 측정기들과 달

리 피부 접촉이 전혀 없기에 많은 사람이 이

용하는 키오스크의 특성상 훨씬 위생적이다.

카메라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사진을 찍으면 

민망한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과 함께 금세 피

부 나이, 항목별 점수, 부위별 문제점이 상세

히 표시된다. 문제는 내 피부 나이가 세 살이

나 높게 나온 것.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왠

지 직원에게 변명을 늘어놓고 나니 클렌징부

터 마무리까지 8단계에 걸친 추천 화장품이 

나온다. 룰루랩에서 일일이 체크한 화장품 성

분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

도가 수직 상승. 게다가 입력한 개인 정보는 

바로 폐기되니 오용의 우려도 없다. 내 피부 

점수를 조금만 더 후하게 줬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데이터랑 AI는 거짓말을 못하는 게 

문제. 새로 살 화장품 리스트가 잔뜩 늘었다.

토요일 저녁.

쿠첸, 로봇쿠커 마스터.

언제부터 든 습관인지 대체로 집에서 밥을 해

먹는 편이다. 좋은 일이지만 이 버릇이 마감 

기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게 문제다. 매번 스스

로를 지긋지긋해하며 최대한 간단한 요리를 

뚝딱 준비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설거지. 키

보드에서 손 뗄 새가 없는 판국에 두 끼니만 

지나도 폐허처럼 쌓이는 설거지거리를 보고 

있노라면 내 고집에 한숨이 나온다.

그런 나를 구원해줄 것 같은 로봇이 문 앞에

서 나를 맞았다. 쿠첸의 로봇쿠커 마스터. 택

배 상자를 뜯을 때부터 두근두근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그렇게 로봇 같지는 않은, 아니 그보

단 아주 익숙한 밥솥 모양의 기계가 등장했다. 

설명서를 읽고 다이얼을 돌리며 메뉴를 살펴

볼수록 과연 이게 될까, 의구심이 모락모락 피

어올랐지만 일단 해보기로 한다. 200여 가지

의 방대한 자동 조리 레시피 중 고심하다 버

섯 리소토를 선택하자 재료a.k.a 장보기 리스트가 나온

다. 후다닥 집 앞 슈퍼에서 몇 가지 재료를 사

와 본격 조리 시작.

자동 조리 모드는 내장되어 있는 레시피대로 

조리를 하고, 미리 나누어진 단계별로 중간중

간 사용자가 재료를 더하는 방식이다. 매 단

계 재료, 중량, 썰기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

주고, 투입구 뚜껑을 열 때와 닫을 때까지 표

시되어 있다. 버섯 리소토 만들기는 총 4단계. 

재료를 넣고 한 번 볶고 나면 크림을 더한다. 

레시피에는 없지만 화이트 와인을 살짝 더해 

풍미를 살리고, 파르메산 치즈가루 대신 그라

나파다노를 갈아 넣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밥

을 넣으면 완성. 이 과정이 총 10분이다. ‘더 센 

불에서 볶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걸로 돼?’ 

온갖 의심이 들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제법 

그럴듯한 냄새가 집 안을 채운다. 가지런히 담

아 첫 술을 뜬 순간, 뭐야 이거 맛있잖아! 비싼 

리소토용 쌀 사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며 만든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재료 써는 

시간 빼고 10분 만에 만들어진 요리로는 훌륭

한 수준이었다. 화룡점정은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짓감이 로봇쿠커 용기와 뚜껑밖에 없다

니! 집밥형 인간에게는 광명과도 같다. 이 로

봇 요리사가 정말로 빛을 발할 것 같은 영역

은 뭉근하게 끓이는 죽이나 찜. 마감 빨리 끝

내고 친구들 불러 갈비찜에 와인 한잔 곁들일 

꿈을 꾸게 된다.

일요일 아침.

앳플리, 스마트 체중계 
아이그립

자고 일어난 공복에 측정하라는 스마트 체중

계의 사용설명서 지시대로 테스트를 미뤄왔

건만, 어젯밤 리소토를 과식하는 패착을 저질

렀다. 서둘러 촬영하러 나가야 하는데 늦잠까

지 잤다. 앱 연결을 해야 하는 스마트 체중계

를 써보기에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었지만 일

단 부랴부랴 포장을 뜯었다. 엇, 그런데 제법

이다. 깨끗하고 단순한 디자인의 본체, 부드러

운 천 주머니에 개별 포장되어 있는 핸드바가 

특별히 신경 쓴 느낌을 준다. 배터리도 이미 

들어 있고, 동봉된 케이블로 핸드바와 본체를 

연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마음 급한 손도 

수월하게 설치할 수 있다. QR코드를 읽어 앱

을 깔고, 블루투스를 켜기만 하면 금세 연결된

다. 닉네임, 신장, 목표 체중을 설정할 수 있어 

체중 조절할 때도 유용하겠고, 사용자를 추가

할 수도 있어 식구 많은 집에서도 걱정 없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몇 번 인식에 실패했는

데, 핸드바 메탈 부분에 최대한 피부를 많이 

접촉하는 게 포인트. 매 측정에 고작 3초가량 

밖에 걸리지 않아 시간 부담도 적었다. 

앱에 수치가 찍힌 것만 확인하고 후다닥 출근 

준비. 버스에 간신히 올라타 찬찬히 기록을 읽

어보니 체중, 체지방, 골격근량은 물론이고 내

장지방 지수, 골질량, 신체 나이 같은 상세 정

보까지 나온다. 양팔, 양다리, 복부는 부위별

로 체지방률과 골격근량이 표시된다. 헬스장 

다닐 때 인바디 한번 하겠다고 쭈뼛쭈뼛 트레

이너에게 다가가던 지난날이 무색해졌다. 이

전 기록과 비교하는 메뉴까지 있어 매일 기록

하면 재미가 쏠쏠할 듯. 수치 결과는? 사지에 

근육이 없나, 나 정말 운동 좀 해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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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진은 마이크로파를 연구하는 학자이면서 갤러리 창성동실험실의 주인장이고 책 쓰고 

그림 그리는 저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다. 경계를 넘나드는 즐거운 멀티플레이어 이기진

이 상상한 미래의 서울. 그 속의 AI와 로봇. 

서울은 모험적인 도시다. ‘모험적’이라는 말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

는 정신을 의미하지만 도시에 적용하면 지극히 창의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어떤 도시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고 멋

진 일이다. 서울이 그렇다는 소리다.

서울은 지하의 도시다. 이미 상하수도, 통신, 가스를 포함한 지하 시설과 교

통수단인 지하철이 총연장 5만2697km로 서울의 지하 세계에 구축되어 있

다. 이 길이는 지구를 1.3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이 시설을 지능형 로봇이 

관리한다. 앞으로 지상이 발전하는 만큼 지하 세계 역시 발전할 것이다. 말 

그대로 ‘지상의 서울’이 대칭적으로 ‘지하의 서울’로 옮겨질 것이다.

우리 서울에서 
같이 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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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고 만화를 그린 이기진은 세계적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한 물리학자이자 동화책, 그림 에세이, 물리학 서적 

등 10여 권의 책을 펴낸 저자이며 일러스트레이터다. 또한 로봇 조형물을 만드는 작가이자 서촌 한옥 갤러리 ‘창성동실험실’을 운

영하는 갤러리스트이기도 하다. 이 모든 이력보다 걸그룹 2NE1 출신 가수 씨엘의 아버지로 더 유명하다.

‘로봇과 함께 사는 서울’이 돋보이고, 가치 있고, 더 멋진 이유는 아날로그적

인 삶이 서울 곳곳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멋진 고궁, 산, 강, 골목, 음식, 시

장, 건물, 노포, 포장마차, 골목들이 함께한다. 

미래 서울의 모습은 상상할 수 있지만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더 멋지다! 스스로 진화하는 AI와 로봇처럼 서울 역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진화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멋진 서울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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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로봇, 
어렵지 않아요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도 AI와 로봇을 쉽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학기술 

전문 서점 ‘책과 얽힘’ 주인장이 이런 답답함을 풀어줄 책 8권과 함께 추천사를 보내

왔다. 그가 평소 손님에게 자주 권하는 책들이라고 한다.  

인간은 필요 없다
제리 카플란(2016)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숀 게리시(2019)

딥러닝 레볼루션
테렌스 세즈노스키(2019)

지능에 관하여
앨런 튜링(2019)

로봇 수업
존 조던(2018)

WE: ROBOT 우리는 로봇이다
데이비드 햄블링(2019)

로봇의 진화
나카지마 슈로(2020)

아이, 로봇
아이작 아시모프(최초 출간 1950)

인공지능의 발전 역사와 함께 인공

지능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매우 흥미

롭게 설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다. 저자 자신이 초기 인공지능 연

구자였으며 이후 다양한 사업가로 

활동했고 인공지능 발전 과정에 직

접 참여하며 많은 과정을 목격한 사

람이기 때문에 더 현실감이 있다. 

현재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인공지

능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

한 강의도 하고 있다. <인간은 필요 

없다>는 책과 얽힘에 오는 일반인, 

특히 기업 종사자에게 맨 처음 권하

는 책이기도 하다. 특히 지능을 가

진 존재 또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

에서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를 여러 사례를 통해 제시하면서 자

동화로 인한 노동 시장 변화와 부의 

불평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

는지 제시한다. 같은 저자의 <인공

지능의 미래>와 같이 읽으면 인공

지능의 과거, 현재, 미래를 더 다양

한 주제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

리즘, 왓슨의 <제퍼디> 우승, 딥 마

인드의 알파고와 스타크래프트 게

임 해결 등 우리는 인공지능 연구와 

응용 소식은 잘 알지만 도대체 그 

내부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도

통 알 수가 없다. 구글의 엔지니어

인 저자는 이런 얘기를 논문을 읽

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없다

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직접 펜을 들

었다.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따라 내

부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파고는 안에서 

어떻게 다음 수를 판단하는지 일반

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책이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놀라운 

인공지능의 이야기가 도대체 그 내

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 자신이 

이런 책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고 생각해 저술했기 때문에 되도록 

쉽게 기계 학습과 딥러닝을 소개하

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현재 가장 중심

이 되는 기술은 수학과 컴퓨터 과

학, 신경 과학에 기반한 기계 학습

의 한 분야인 ‘딥러닝’이다. 저자 테

런스 세즈노스키는 이 분야 개척자 

중 한 명이다. 그가 30년간 딥러닝

과 신경 과학 분야 최고 수준의 연

구자와 협업하거나 경쟁한 역사를 

이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물리학과 생물학 그리고 신

경 과학이 딥러닝과 인공지능 연구

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발

전했는지에 대한 통찰과 재미를 함

께 제공한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

의 인공지능 학술 회의인 NeurlPS

가 어떻게 조직되고 시대를 견인했

는지를 학회 수장을 지낸 그의 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만만하게 읽

을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딥러닝의 

다양한 모델이 어떻게 착안되고 연

구되어왔는지 그리고 당시 연구자

들의 생각과 배경, 인간적 관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인공지능을 공부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제일 처음 읽

어야 하는 필독서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도 전에 기계가 지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컴

퓨터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의 논문이다. 그래

서 일부 학자들은 그를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한다. 이 책에

는 그의 논문과 강연 내용 다섯 편을 

수록해 컴퓨터의 초기 시대에 ‘지능

을 가진 기계’라는 개념이 어떻게 발

전했고 튜링의 영향이 왜 지금까지

도 높이 평가받는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1950년의 ‘계산 기

계와 지능’은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

다. 널리 알려진 ‘튜링 테스트’와 ‘기

계 학습’이라는 아이디어가 여기에 

나온다. 몇 개의 논문은 인터넷에서

도 여러 번역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모아 책으로 내놓으

면서 우리에게 지능에 대한 철학, 논

리, 그리고 과학적 접근을 좀 더 깊

이 있게 생각하게 한다. 150페이지 

정도로 얇지만 현재 인공지능의 뿌

리가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

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 

미국 MIT 출판사의 필수 지식 시리

즈 중 하나. 한국공학한림원의 지원

으로 출간됐다. 일반인을 위해 로봇 

공학의 과거와 현재, 로봇의 경제

적․사회적 영향력을 9장으로 나누

어 설명한 책이다. 인간의 대체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로봇이 얼마나 광

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

지를 설명한다. 어떻게 보면 로봇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처음에 읽어야 

할 책이다. 기술이 아닌 인문사회학 

입장에서 로봇을 바라보고 싶은 사

람에게 좋은 출발점을 제공한다. 저

자가 정치, 사회, 물리학, 역사를 전

공하고 지금은 경영대 교수로 있다

는 사실을 알면 그가 얼마나 다양한 

관점에서 로봇을 바라봤는지 짐작

할 수 있다. 

우리 일상에 이미 존재하는 로봇

의 현재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추

천한다. 업무 현장, 가정이나 병원, 

배송 등에 사용하는 로봇, 군사용 

로봇과 가까운 미래에 볼 수 있는 

로봇들을 사진과 그림을 통해 소

개한다. 각 로봇의 주요 특징과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이 궁금

하다면 이 책을 꺼내 보면 된다. 로

봇 하나를 3~4 페이지에 걸쳐 소

개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꺼내 볼 

수 있다. 초·중고생을 비롯해 로봇

에 관심 많은 일반인이 상식을 키

우기에 아주 적절한 책이다. 

산업용 로봇의 최강국은 일본이다. 

일본의 로봇 전문가가 일본을 중심

으로 바라본 로봇의 역사와 현재 그

리고 미래 전망을 담았다. 대부분의 

사례도 일본 로봇이며 일본의 로봇 

정책도 소개하고 있다. 사실 하드

웨어나 부품에서의 강점을 생각하

면 그가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를 어설프게 소개하는 것보다 이런 

내용을 들려주는 것이 로봇을 공부

하려는 사람에게는 더 유용할 수 있

다. 특히 그가 관심 갖는 부분은 로

봇 활용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의 

등장이다. 이미 호텔이나 청소 회사 

등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본

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나타나는 면

이 있다. ‘도대체 일본 기업이나 기

술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일

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다른 로봇 관

련 책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가 있어 

추천한다.

영화 <아이 로봇>의 소재가 되었

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아시모프

의 걸작 SF 소설이다. 1950년에 나

온 소설이지만 로봇이 나온 SF 소

설 중 여태껏 최고의 걸작으로 평

가받는다. 두 번째 에피소드 ‘스피

디 – 술래잡기 로봇’에 그의 유명

한 ‘로봇 3원칙’이 나온다. 아직까

지 로봇에서 구현되고 있지 못한 

수준의 지능과 소통 능력을 이야

기하는 부분이 많지만 로봇을 대

하는 사람의 감정, 로봇 간의 대

화, 로봇과 사람의 협력에 대해 시

대를 앞서간 그의 통찰을 느낄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로봇

과 공존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소설로 아

이보다는 어른이 읽어야 하는 소

설로 본다. 이 소설에서 다룬 것만

큼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련된 깊이 

있는 주제는 영화 <엑스 마키나> 

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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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로봇도 
유튜브에 물어보세요
백사장의 모래알만큼 많은 영상이 부유하는 유튜브 세계에서 AI와 로봇에 관한 괜찮

은 영상과 믿고 볼 만한 공식 계정을 모아봤다. AI와 로봇을 쉽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유튜브 오리지널-인공지능의 시대 The Age of A.I.
www.youtube.com/playlist?list=PLjq6DwYksrzz_fsWIpPcf6V7p2RNAneKc

테드 TED
www.ted.com

YTN 사이언스
www.youtube.com/user/ytnscience

네이버 랩스
www.youtube.com/channel/UCdYiLrXdXkkvD8WdaG3rstQ

EBS 컬처
www.youtube.com/user/EBSCulture

유튜브도 넷플릭스나 아마존처럼 오리지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 유튜

브에서 ‘유튜브 오리지널’을 검색하면 해당 채널을 찾을 수 있다. 추천하는 

콘텐츠는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 ‘인공지능의 시대’다. 총 8편에 걸쳐 지금 

현재 인류가 도달한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해 분야별로 다양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에 대한 입문 영상으로 좋다. 영화에서 쓰이

는 특수효과 같은 재미있는 콘텐츠부터 구글이 개발한 다양한 인공지능, 로

봇 관련 프로젝트, 머신러닝, 알고리즘, 빅데이터 같은 전문적인 이야기 등

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영화 <아이언맨>의 히어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해설을 맡아 더욱 흥미롭다. 많은 자본이 들어간 시리즈라 영상의 질이 높

고 내용이 전문적이면서도 쉽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로봇 등에 대해 학습하

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다. 영어 콘텐츠지만 

자막 설정에서 ‘한국어’를 선택하면 완벽한 자막을 제공하므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도 없다. 

유튜브는 아니지만 테드는 세계의 유명한 학자나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손쉽게 전해주는 강연 플랫폼으로 유명하다. 테드에는 수

많은 명강의가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강연 역시 세계적인 석학이 일

반인 눈높이에 맞게 아주 쉽게 설명하므로 내내 감탄하며 보게 된다. 강연 

길이도 5~15분 정도로 짧아 지루하지도 않다. 확인할 것도 있다. 유튜브에도 

테드 채널이 존재하지만 테드 홈페이지는 완벽한 한글 자막을 제공하므로 

테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시청할 것을 추천한다. 테드 홈페이지에서 ‘사이언

스’나 ‘테크놀로지’ 카테고리를 시청해도 좋지만 검색을 통해 ‘A.I.’나 ‘robot’, 

‘machine learning’ 등을 검색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부분

의 강의가 훌륭하지만 미국의 기술 잡지 <와이어드>의 편집장 케빈 켈리의 

강연 ‘AI가 어떻게 두 번째 산업혁명을 초래할 수 있는가?’와 한국계 미국 로

봇공학자인 데니스 홍의 ‘우리가 이 로봇들을 어떻게 만들었나?’ 등의 강연

은 상당히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는 명강연이니 놓치지 말기를.

YTN 사이언스 역시 전체적인 성격은 방송 콘텐츠를 유튜브로 옮긴 것으로 

형식과 완성도는 EBS와 비슷하다. 다만 EBS가 완전 초보자를 위한 개론에 

강하다면 YTN 사이언스는 뉴스, 과학 전문 채널인 만큼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소식이나 실제 적용 사례를 학습하기에 좋다. 동영상의 양이 방대하

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 인공지능, 로봇 등을 검색해 관련 콘텐츠를 찾아 즐

기는 것이 좋다. 주로 짧은 뉴스가 많지만 인터뷰나 강연 수준은 높은 편이

다. 과학자나 석학들의 강연 콘텐츠인 ‘사이언스 포럼’ 시리즈에서도 좋은 콘

텐츠를 많이 찾을 수 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는 로봇과 인공지능에 활발하게 투자하는 기업이

다. 네이버 랩스 유튜브 채널은 네이버가 개발한 다양한 로봇의 원리와 작

동 영상, 개발 스토리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 

매핑 기술 등을 그래픽과 영상으로 쉽게 설명해준다. 로봇에 대한 실제 개발 

과정과 원리 등을 설명하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살짝 어려

운 내용이 많다. 실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나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기

술 등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채널이다. 

한국의 교육 전문 채널인 EBS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다. EBS의 많은 교양 

프로그램이 올라오므로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검색해 해당 콘텐츠를 감

상하면 된다. 다양한 시리즈가 있지만 특히 미래 기술에 대한 강연 시리즈

인 ‘미래강연 Q’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나 교수들이 쉽게 인공지능과 로

봇을 설명해준다. 또 완성도 높은 다큐멘터리 시리즈 ‘지식채널e’는 5분 내

외의 짧은 영상으로 인공지능, 로봇, 머신러닝 등에 대한 기본 개요와 문제

점 등을 제기해 신선하다. 교육 채널이므로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콘텐츠도 

있다. ‘미래교육 플러스’ 시리즈는 중고생을 위한 인공지능 강의나 토론이고 

‘기획특강’은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위한 특별 강연 시리즈다.

KAIST 이경상
www.youtube.com/channel/UCL_XKB7yiePjUHx-iJPwGtw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가라도 개인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는 인공지능 

관련 채널 중에 추천할 만한 채널을 찾기는 힘들다. 개인 채널 중에서 괜찮은 

것을 고르자면 카이스트 이경상 교수가 운영하는 ‘KAIST 이경상’ 채널을 추천

한다. 교수지만 일반인이 인공지능 등의 최신 기술을 이해하기 쉽도록 눈높이

를 살짝 낮춘 강의다.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 위주로 깊이는 조금 떨어지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의 친근함이 장점이다. 이 밖에 딥러닝처럼 좀 더 전문

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면 홍콩 과기대의 김성훈 교수가 운영하는 Sung 

Kim www.youtube.com/channel/UCML9R2ol-l0Ab9OXoNnr7Lw 채널도 

추천한다. 

구독유튜브 오리지널-인공지능의 시대 The Age of A.I.
조회수 485,506회

유튜브 오리지널-인공지능의 시대 The Age of A.I.

60만 2.2만 공유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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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I와 
로봇이 
자란다 서울 최초 도심형 R&D 캠퍼스로 조성되는 양재

지구에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전문 지원기관

으로 자리하고 있다. ‘KAIST’의 글로벌 수준의 

기술 자원 및 연구 역량과 ‘모두의 연구소’의 개

방형 혁신 문화가 만나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잠재력 있는 기업과 인공지능 전

문가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기회의 공간이다.

AI 양재 허브

	http://yangjaehub.com

	02-2135-6818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이노베이션 스퀘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인공

지능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인공지능 

SW융합교육센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

공지능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강화하

고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기

본, 고급, 비즈니스 모델BM로 나눠져 있다. 

AI 이노베이션 스퀘어

	 https://ai.koipa.or.kr

	 02-6952-8372~4

	서울시	마포대로	89	15층	AI	

	 이노베이션	스퀘어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지난 1999년 6월 로보틱스

연구조합으로 출발했으며, 11월에 과학기술부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2003년에는 한국지능로봇

산업협회가 설립됐으며 2008년 5월 로보틱스

연구조합과 한국지능로봇산업협회가 통합해 한

국로봇산업협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인 ‘로보월드’를 개최하고 대만, 일

본, 중국 등의 로봇 관련 단체와 업무 협정을 체

결하면서 국제적으로 위상을 넓혀왔다.

한국로봇산업협회

	 http://www.korearobot.or.kr

	 02-780-306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1	KY빌딩	8층	

중소, 중견 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공유하고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 AI 솔루션

센터. 한양AI솔루션센터는 산업체 현장에 진출

해 활동하고 있는 한양대 동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조 공정·스마트IT·머신러닝·AI 플랫

폼 분야 등 산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용 연구를 

하고 있다. 제조 공정 분야 위주로 실용적인 AI

솔루션을 산업체에 제공하고 AI 전문 인력 양성

을 목표로 한다.

한양대학교 AI 솔루션센터

	한양대학교	02-2220-0114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521호	

01

01

02 03 04

03

한국로봇학회는 국내외 로봇공학에 관련된 학

술뿐 아니라 기술의 정보 교환과 학술 활동을 도

모한다. 한국로봇종합학술대회KROC와 국제학술

활동 URUbiquitous Robots을 주관하고 있다. 현재 한국

로봇학회에서는 일본지부, 미국 서부지부, 미국 

동부지부, 유럽지부 등 국제지부를 운영하고 있

다. 국제지부 소속 연구자들은 한국 연구자들과 

다양한 국제 교류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열리는 

UR 2020은 일본지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로봇학회

	 http://kros.org	

	 02-783-0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506호	

레고를 조립하고 코딩하는 ‘레고 마인드스톰 로

봇코딩 교육’으로 학생들을 미래형 인재로 교

육한다. 학생은 센서를 가진 로봇에 인공지능

과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컴퓨터 언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함께 배운다. 매년 FLL/

FTC/FRC 등 세계적인 규모의 로봇대회에 참가

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런스팀 에듀센터(대치점, 강동점)

	대치점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55	

	 대치퍼스트	빌딩	301호	02-566-2013

	 강동점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56	

	 명성프라자	13층	1302호	02-427-2013

2019년 9월 첫 학기를 맞은 인공지능대학원. 딥

러닝, 빅데이터 등 핵심 연구 분야와 헬스 케어, 

금융 등의 AI+X 특화 분야 중심의 교육을 진행

한다. 지도교수와 산업계 전문가가 2인 공동지

도 체제를 갖추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대

학, 글로벌 기업, 연구소와 학술교류 협약을 체

결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고려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학과)

	 http://xai.korea.ac.kr

	 02-3290-3190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미래융합기술관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전

문기관으로 서울, 경기, 대구, 광주, 경북, 전북 

센터로 지역 곳곳에 지원 사업을 확장하고 있

다.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스마트TV 앱, 1인 방송

OTT, 디지털 사이니지, VR, 미디어 파사드, 스

마트 광고 등 지역별 특화 분야를 선정하여 각 

기업이 가진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체계

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http://www.smcenter.kr

	 02-3151-0750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	DMC타워	10층	

인공지능협업센터는 동국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에 대한 대학 및 산업계의 수요에 발맞춰 관련 

산업의 기술 발전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

을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재직자 교육, 기업

지원, 산학협력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동국대학교 인공지능협업센터

	 http://aiicc.dongguk.edu

	 02-2290-1421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길	

	 동국대학교	충무로	영상센터	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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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개의 마이스터고 가운데 유일한 로봇 전

문 고등학교로, 우리나라 유일의 로봇 분야 산업 

수요 맞춤형 학교다. 로봇설계과, 로봇제어과, 

로봇시스템과, 로봇정보통신과로 나뉘어 로봇에 

특화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로봇산업체와 연

계하여 현장 기술자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동아리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서울로봇고등학교

	 http://seoulrobot.hs.kr	

	 02-2226-2141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20길	63	

	 서울로봇고등학교	

2018년부터 인공지능 전문 교육기관으로 설립

되어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 및 기술 인재 양

성의 성과를 내고 있다. 기업 실무 역량을 높이

는 AI 컨설팅 교육, 청년들의 장기 AI 취업과 창

업을 지원한다. 또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를 

위해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챗봇 제작[인공

지능 챗봇톤]을 교육한다.

한국인공지능아카데미

	 http://ai-academy.ai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7길	6-5	와와빌딩	B1

삼성리서치는 삼성전자 CEConsumer Electronics 부문

과 IMIT & Mobile Communications 부서가 참여하는 End-

Products 사업부의 첨단 R&D 허브다. 주요 연

구 분야는 AI, 데이터 인텔리전스, 로봇, 차세대 

통신&비주얼 기술, 타이젠, 보안 등이다. 특히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실

현하기 위해 새로운 유망 분야로 연구 범위를 확

대하고 있다.

삼성리서치

	 research.samsung.com	

	서울시	서초구	성촌길	56	

사물인터넷 사업으로 서울 내 도시 문제 해결

을 위해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

다.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술사업화

를 지원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

는다. 기업 및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개방

형 협업 공간에서 멘토링을 시행하고, 네트워크

형 커뮤니티를 구축해 교육 및 설명회,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서울스마트시티센터

	 iotcenter.seoul.go.kr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	

	 서울스마트시티센터	

총 면적 4872평 규모의 개포디지털혁신파크GDIP

는 ‘개방개포, IT디지털, 창조혁신, 복합파크’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담았다. 서울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IT 중심의 창조, 혁신적인 복합단지로서 

IT 개발자와 창업자를 위한 시설이다. 빅데이터

를 연구하는 새롬관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마루

관, 컨벤션이 열리는 열림홀과 울림마당, 자람마

당 등 5개 시설이 15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

	 02-570-4600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416	

도시데이터 사이언스연구소는 빅데이터를 기반

으로 서울시가 직면한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

한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빅데이

터 연구원이 도심에 설립한 연구소로, 서울 시민

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연구의 장이자 배움터

다. Big Data Academy는 연구소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신

청 가능하다.

서울대학교 도시데이터 
사이언스연구소

	 http://udsl.snu.ac.kr	

	 02-573-0983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416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새롬관	3~4층

RnC로봇교육센터는 Robot & Culture라는 의

미로, 로봇과 문화 창조를 주제로 하여 2009년 

설립됐다. 초등 저학년 대상의 로봇 기초반과 초

등 고학년 대상의 전기․전자반, 구동형 로봇반과 

초․중․고급 반으로 이루어진 휴머노이드반이 있

다. 보다 쉽게 로봇 과학을 접목한 교육으로 미

래 로봇 과학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nC로봇교육센터

	 http://www.rnc.or.kr

	 070-7799-3006

	인천시	계양구	계산4동	1083-9	

	 유진빌딩	502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한국의 기술 분야 스타

트업의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각계 저명한 연사를 초빙하여 멘토링과 강

연 기회를 제공한다. 캠퍼스는 열린 공간과 입

주 공간으로 구분되어, 캠퍼스 멤버로 등록하면 

자유롭게 열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서울

	 www.campus.co/seoul/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7	

	 오토웨이타워	지하	2층	

작년 3월 개교한 국내 첫 P-테크 학교인 서울

뉴칼라스쿨. 교원그룹과 미래산업과학고, 명지

전문대학이 5년제 통합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고숙련일학습병행제(P-TECH)’ 학교로, 인공지

능, 데이터 사이언스,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

업혁명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P-테크는 AI, 

데이터 사이언스, 사이버 보안 등 첨단 기술 인

재를 육성하기 위한 혁신적 교육 모델이다. P-

테크 개념은 2011년 뉴욕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현재는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13개국 200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서울뉴칼라스쿨

	 02-354-1323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2가길	33	

	 세명컴퓨터고등학교	

AI 시대를 이끌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이

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국내에서는 접하기 어려

웠던 혁신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첫 번째 프로젝

트인 ‘42 SEOUL’은 교수, 교재, 학비가 없는 프

랑스 ‘Ecole 42’의 아시아 최초 캠퍼스다. 에꼴

42는 자기주도 학습식 SW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핀란드, 스페인, 일본 등 전 세

계 13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https://innovationacademy.kr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416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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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서울 AI․로봇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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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스캐터랩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25, KD타워 901호, 902호
 scatterlab.co.kr/

43  한국축산데이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6, 9층
 www.aidkr.com/ 

4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02-970-6114  www.seoultech.ac.kr

45  서울로봇고등학교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20길 63
 02-2226-2141  seoulrobot.hs.kr

46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서울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7 오토웨이타워 지하 2층
 www.campus.co/seoul

47  런스팀 에듀센터(대치점)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55 대치퍼스트 빌딩 301호
 02-566-2013  learnsteam.co.kr

48  솔트룩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38 대웅빌딩 3~5층
 02-2193-1600  www.saltlux.com

49  (주)아크릴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청담벤처프라자 11층
 02-557-4958  www.iacryl.com

50  아이아갤러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길 38 HSR 에피센터 2층
 aia-gallery.com

51  코드42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21
 www.code42.ai

52  모두의 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50 2층 
 070-7743-5882  www.modulabs.co.kr

53  크라우드웍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10 케이스퀘어 9층
 02-6954-2960  www.crowdworks.kr

54  루닛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5 현승빌딩 6층
 lunit.io/ko

55  JLK인스펙션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플라자빌딩 3층
 070-4651-3493  jlk-inspection.com

56  오드컨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9길 5 삼보빌딩 5층
 02-556-7650  www.oddconcepts.kr 

57  라운지랩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02-6250-0924  www.loungelab.io 
58  키센스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yangjaehub.com/about/companies/qisens/

59  서큘러스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122
 070-7793-0314  www.circul.us

60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416
 02-570-4600

61  이노베이션아카데미
 개포디지털혁신파크
 070-6203-3005  www.innovationacademy.kr

62  시큐그래프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마루관 2층
 070-4488-6776  https://secugraph.com/
63  펠루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신관 2층

64  (주)부자앱컴퍼니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30 이움빌딩 2F
 02-6945-1700  www.boozaapp.com

65  테스트웍스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40 부영빌딩 401호, 201호
 02-423-5178  www.testworks.co.kr

66  런스팀 에듀센터(강동점)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56 명성프라자 13층 1302호
 02-427-2013  learnsteam.co.kr

67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83
 02-440-5500  www.dbedu.or.kr
68  한국로봇학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506호
 02-783-0305  http://kros.org 
69  RnC로봇교육센터
 인천시 계양구 계산4동 1083-9 
 유진빌딩 502호
 070-7799-3006  http://www.rnc.or.kr 

70  서울뉴칼라스쿨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2가길 33 
 세명컴퓨터고등학교
 02-354-1323

71  서울대학교 도시데이터 사이언스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416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새롬관 3~4층
 02-573-0983  http://udsl.snu.ac.kr 

72  한국인공지능아카데미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7길 6-5 와와빌딩 B1
 http://ai-academy.ai 

73  ㈜마인즈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다산타워 6층  maum.ai

74  ㈜클로봇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9
       https://www.clobot.co.kr

01  K-ICT스마트미디어센터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0층  
 02-3151-0750  smcenter.kr

02  AI 이노베이션 스퀘어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15층 AI 이노베이션 스퀘어
 02-6952-8372~4  ai.koipa.or.kr

03  전자부품연구원 상암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1 전자회관 10층
 02-6388-6608  www.keti.re.kr

04  주식회사 블루프린트랩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디엠씨첨단산업센터 404호 비-1
 070-7526-6897  www.blueprint-lab.com

05  동국대학교 인공지능협업센터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길 동국대학교 충무로 영상센터 709호 
 02-2290-1421  aiicc.dongguk.edu

06  와이즈패션  

 서울시 중구 마장로 66, 5층
 070-8656-0064  www.wise-fashion.com

07  노매드커넥션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쳐타워 3층 
 02-2608-1575  www.nomadconnection.com

08  한국로봇산업협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1 KY빌딩 8층  
 02-780-3060  www.korearobot.or.kr

09  고려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미래융합기술관  
 02-3290-3190  xai.korea.ac.kr
10  한양대학교 AI 솔루션센터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5층 
 02-2220-0114

11  (주)에이아이스페라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7 더블유동 701~704호  
 02-6419-1087  www.aispera.com

12  LG CNS 본사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LG사이언스파크 E13, E14  
 02-3773-1114  www.lgcns.co.kr

13  서울스마트시티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
 iotcenter.seoul.go.kr

14  (주)NHN다이퀘스트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31 5층  
 02-3470-4300  www.diquest.com

15  티쓰리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대륭포스트타워7차 403호  
 02-6344-7660  www.t3q.co.kr

16  한국 IBM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02-3781-5114  www.ibm.com/kr-ko

17  토르드라이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10 문래SKV1센터 17층 1701호-1704호
 02-786-8191  www.thordrive.ai

18  (주)아임클라우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22, 기계회관(신관) 11층  
 02-6472-0410  www.imcloud.co.kr

19  (주)엠로보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00 우리은행 위비 핀테크 랩 2층  
 www.m-robo.co

20  셀바스AI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대륭테크노타운18차 20층  
 02-6190-7500  www.selvasai.com

21  (주)엘젠아이씨티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  
 070-8789-2035  www.elgen.co.kr

22  (주)인피닉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이플라츠 701호  
 02-525-2202  www.infiniq.net/ko

23  (주)솔루게이트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11층 1104호  
 070-8882-5252  www.solugate.com

24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02-958-5114 www.kist.re.kr

25  포티투마루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5 호전크리닉스타워 6층
 02-6952-9201  www.42maru.ai

26  (주)잡쇼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SK센터 1층 T1
 070-4616-1515  www.majormap.net

27  삼성리서치  

 서울시 서초구 성촌길 56  
 research.samsung.com

28  보이저X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 마제스타시티 타워2, 9층 보이저엑스
 www.voyagerx.com

29  코난테크놀로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27 대륭서초타워 6, 7층
 02-3469-8555 www.konantech.com

30  (주)그리드원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23 유진빌딩 4층
 02-2058-2220  www.gridone.co.kr  

31  서울로보틱스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www.seoulrobotics.org

32  뷰노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07 신태양빌딩 6층
 02-515-6646  www.vuno.co

33  AI 양재 허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2135-6818  yangjaehub.com

34  (주)딥네츄럴
 AI 양재 허브 602호
  02-6952-0588  deepnatural.ai/ko

35  엘렉시
 AI 양재 허브 801호
  070-7733-5679  www.ellexi.com

36  (주)아스크스토리
 AI 양재 허브 1307호
 02-538-7988   www.askstorygroup.com

37  날비컴퍼니
 AI 양재 허브 815호
  070-8280-7780   www.nalbi.ai

38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
 서울시 서초구 성촌길 56

39  인공지능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031-8020-8700  https://airi.kr

40  로보티즈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1길 37
 070-8671-2600  www.robotis.com/

41  스켈터랩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60 7층
 02-2038-0112  www.skelterla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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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렇게 많은 AI와 로봇 관련 연구자와 기업 등이 활약하고 있

다는 걸 아시고 놀라지 않으셨는지요. AI와 로봇이 오늘도 우리 생활

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놀

라지 않으셨는지요. <SEOUL MADE> 편집부 역시 AI와 로봇이 이

렇게나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호를 만들

며 AI와 로봇이 만들어갈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니 심박수가 빨라지더

군요. 로봇 제작사 ‘로보틱스’의 로봇을 청계천으로 데리고 가 촬영하

기 위해 차 뒷자리에 로봇을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운 이 모습을 보고  

<SEOUL MADE> 편집부는 한참 웃었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이런 사

진은 곧 ‘일상스타그램’이 되겠지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운전하고 뒷

자리에 로봇과 아이가 나란히 안전벨트를 하고 앉아 까르르 웃으며 이

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AI 
#로봇 
#일상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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