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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난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사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

그램 알파고의 대결 이후 우리 사회는 ‘알파고 쇼크’라 할 만한 커다란 충

격과 마주하게 되었다. 구글 딥마인드 사의 제안으로 성사된 인공지능 알

파고 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의 대결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온 ‘인

간 대 기계’ 구도의 변주이기도 했다. 일찍이 체스 경기에서 인간은 그 왕

좌를 기계에게 내준 바 있으나, 기계의 계산 능력만으로는 모사할 수 없는 

인간만의 직관이 강조된 바둑 경기에서 인공지능의 승리를 예상한 전문가

는 가히 전무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간의 직관에 대한 강한 믿음

이 있었기에, 알파고의 압승이라는 경기 결과는 바둑계뿐 아니라 한국 사

회 전체에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알파고의 승리는 곧 인류의 패배를 의미하는가?’ 1950년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하는 기계를 만들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현대 인공지능 분

야는 오늘날에 이르러 ‘보다 인간적인’ 기계가 아닌 ‘보다 합리적인’ 기계

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상과학 작품을 비롯한 대중 매체를 

통해 알려진 인공지능의 이미지는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는 

또 다른 인간종의 형태에 가까웠다. 딥마인드 사의 알파고가 인간과는 다

른 방식으로 바둑을 두는, 오직 바둑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의 결과는 곧잘 인류의 적인 ‘터미네이터’ 

알파고와 그에 맞서는 인류 대표 이세돌의 영웅 서사로 묘사되었다. 다른 

한편, 그러한 디스토피아적인 서사에 대해 단지 공상에 불과한 것이라 치

부하는 반응 또한 존재하였다. 인공지능 알파고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알파

고의 정체를 속시원히 밝혀줄 수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알파고의 정체

성이 이미 어딘가에 있는 정답으로서 존재하기보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논

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보았다. 

인공지능 알파고의 의미가 이를 논하는 사람들의 전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알파고 쇼크 이후 한국 사회에 퍼진 4차 산업혁명 담론은 ‘4차 산

업혁명’을 유행처럼 말하는 각 개인, 집단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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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 그대로 알파고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신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혁명적인 변화를 일컫는 것일까? 알파고 쇼크 

이후 한국 사회에서 특히 ‘4차 산업혁명’ 담론이 영향력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혁명에 관한 기술결정론적 접근은 흔히 사회의 진보를 사

회적 요소와 무관한 독립적인 과학기술 발전의 결과로 간주하지만, 많은 

과학기술학 연구는 사회와 기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강조하며 

양자간의 공동 구성(co-construction)을 역설해온 바 있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본 논문은 ‘유행어(buzzword)’와 ‘사회기술

적 상상(socio-technological imaginaries)’에 관한 과학기술학 논의의 함

의에 주목, 알파고 쇼크 이후의 유행어가 정부・기업・개인에게서 사용되

는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유행어의 수사적 기능 분석을 통한 접근

은 ‘4차 산업혁명’ 담론 확산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결과물이 아닌 이를 

논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목적과 상상을 통해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주요어 : 알파고 쇼크,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유행어, 과학수사학, 공동

구성, 사회기술적 상상

학  번 : 2013-2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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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은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사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 사이의 대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마주한 ‘알파고 쇼크’의 

충격에 주목하여, ‘알파고 쇼크’와 결합한 ‘4차 산업혁명’의 어젠다가 정

부, 기업, 학계 각층의 활동과 어떻게 평화롭게 공유되는지를 분석한다. 기

계에 의해 결코 정복되지 않을 영역이라 여겨졌던 바둑 경기에서 인공지

능 알파고가 거둔 승리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전에 없던 관심을 촉발시

켰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이 차세대 기술 선도 영역

으로 주목받은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인간 대 기계’라는 세기

의 대결을 통해 전국민이 인공지능 기술의 위력을 목전에서 실감하고, 이

것이 대중적인 인공지능 붐으로 이어진 것은 우리 사회에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알파고 쇼크’로부터 촉발된 여러 담론은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

치 직전 세계 경제 포럼을 통해 제안된 4차 산업혁명의 논의와 맞물려 그 

파급력을 더해갔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관한 윤리적 

논쟁,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요청, 인간을 

대체하는 일자리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이슈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 논

의는 기존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itons Technology)

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된 형태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무인자

동차 등의 신기술이 속도와 깊이, 영향력 면에서 이전 시대와 차원이 다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 그리는 미래상에서 ‘알파고 쇼크’라는 실제 벌

어진 현상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알파고가 바둑 경기를 제패했듯 또

다른 범용 알고리즘이 인간의 할 일을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할지도 모른

다는 공포, 몰라볼 정도로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전혀 예측하지 못

했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전무하다는 현실 인식은 어떻

게 등장하게 된 것일까? 나아가 알파고 쇼크는 사회 전 영역에서 일어날 

파괴적인 변화에 대비하기를 촉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어젠다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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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결탁하기 시작했는가?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게 되었는가? 증기기

관의 발명이 최초의 산업혁명을, 인터넷의 등장이 디지털 혁명을 불러왔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담론 속 인공지능 기술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야기

할 신기술로 형상화되고 있었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전 시대와

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될 전체 사회의 혁명을 이야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어젠다가 어떻게 인공지능에 패배

한 우리가 새로이 극복해야 할 과제 혹은 나아가야 할 어떠한 지향점으로 

제시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날이 커져가는 현대 과학기술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4차 산업혁명이 

일으킬 변화를 포착하고 이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을 우리는 알파고 쇼크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사회와 독립된 고정된 실체가 존

재해, 기술의 진보가 사회의 변화 혹은 진보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술결

정론적 관점을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술결정론은 기술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와이엇

(Wyatt)은 이러한 담론이 수행하는 여러 역할에 주목하면서 오늘날에는 

특히 ICT 분야의 관리자들이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개편하는 것을 정

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결정론의 담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 에드워드(Edwards) 역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 일어난 자동

화가 보다 높은 생산성과 정보 사회로의 구조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기술

결정론 이데올로기를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2)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술

결정론의 논의와 거리를 두고, 미래 사회의 변화가 실존하는 인공지능 기

술을 통해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담론과 상상을 통해 이루어

짐을 주장하고자 한다. 

1) Wyatt, S. (2008), “Technological Determinism Is Dead; Long Live Technological 

Determinism” in Hackett, E. et al. ed., The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3rd ed.), p.174, The MIT Press.

2) Edwards, P. (1995), “From ‘Impact’ to Social Process: Computers in Society and 

Culture” in Jasanoff, S. ed.,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p.268,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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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3-5절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

한 이론적 논의를 설명한다. 미래에 대한 상상은 사회 제도, 메타포, 이미

지 등의 장치를 통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는데, 본고에서는 최근 과학학 

분야에 부쩍 늘어난 ‘유행어(buzzword)’를 사회기술적 상상 구축을 위한 

자원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방소드 뱅상(Bensaud-Vincent)이 

제안한 유행어 개념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다양한 집단의 행위자들이 

어떻게 하나의 담론 안에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또한 

본고는 사회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미래에 대한 상이 특정 과

학기술의 적용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자사노프(Jasanoff)의 ‘사

회기술적 상상(socio-technological imaginaries)’ 개념으로 기술 변화가 곧 

사회 변화를 야기하고 또한 결정한다는 기술결정론자의 입장과 거리를 두

고자 한다. 그리고 이상의 과학기술학 논의에 덧붙여 향후 분석의 용이함

을 위해 사람들이 인공지능 연구에 흔히 기대하는 ‘인간적’ AI와 실제 인

공지능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 ‘합리적’ AI의 차이를 소개, 체스와 바둑 

게임 과제와 같은 특정 분야의 연구가 인공지능 기술 분야 전체의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3절과 4절에서는 알파고 쇼크를 전후로 나타났던 여러 사회적 논의에 주

목한다. 먼저 3절에서는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가 성사된 과정과 경기

가 실제 이루어지기 전 전문가들이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소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 전 이세돌 9단의 

압승을 예측했고, 인간의 직관을 따라할 수 있다고 여겨진 기계가 바둑 경

기에서 인간을 이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았다. 4절은 기존의 예측을 

뒤엎고 승리를 거둔 인공지능 알파고가 전문가와 언론에 의해 다시금 재

평가 받는 과정을 분석한다. 바둑계를 포함한 각종 언론은 알파고가 이번 

경기를 통해 인간에 필적하는 창의성을 발휘하였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알

파고의 승리는 본래 ‘그 정의가 모호한’ 인공지능이 실제로 창의적인가를 

논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여러 갈래의 인공지능 논의를 촉발시키며 

더 큰 파장을 가져왔다. 인간 최고수의 패배를 목도하며 경험한 ‘알파고 

쇼크‘는 어떤 이에게는 기회로, 어떤 이에게는 재앙으로 여겨졌다. 알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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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로부터 촉발된 각양각색의 인공지능 논의는 더 나아가 개인・기업・

사회・국가 전 차원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파괴적인 변화를 말하는 4차 산

업혁명의 담론에 접착한다. 절의 말미에 ‘알파고 쇼크-인공지능-4차 산업

혁명‘ 사이의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몇몇 데이터가 제시될 것이다.

마지막 5절에서는 정부・기업・개인이 각자가 가진 어젠다를 정당화하는 

수사로 알파고 쇼크 이후의 유행어를 활용하는 장면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정당화의 저변에 ‘인공지능 기술이 온전히 실현된, 우리가 대비해야 할 미

래’라는 사회기술적 상상이 자리하고 있음을 포착하고자 했다. 구글 딥마

인드 챌린지 매치 이전, 기계 학습으로 대표되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은 단

지 과학기술 정책의 변두리에 존재할 뿐이었다. 2000년대 들어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 구조에 대한 비판과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위한 각종 제도

적 지원이 진행되어 왔으나 ICT・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의 ‘핵심 소프

트웨어 기술’과 달리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낮은 빈도로 언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2016년 3월 이후, 여러 소집단은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유행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

를 자신들의 어젠다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인공지능 기술은 국

가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 새로운 투자 분야,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획득해야 할 지식 등 서로 같지 않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공통 담론 아래 특별한 마찰 없이 사용되었다. 

이들 상상은 특히 새로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정부가 그 자

신의 어젠다뿐 아니라 다른 집단의 어젠다를 현실화하는 선구자 집단으로 

기능하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각 집단의 

유행어의 쓰임에 주목한 4차 산업혁명 담론 분석은 우리 사회가 ‘미처 가

지고 있지 못했던’ 인공지능 기술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과 개인의 

생존’이라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사회기술적 상상에 힘입어 하나의 독립된 

분과로 그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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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유행어와 ‘사회기술적 상상’

오늘날, 신기술의 등장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그 기술의 파급력을 예측하

는 일 역시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기술의 진보는 자칫 사회의 진보와 

동일시되기 쉽지만 기술 변화가 곧 사회 변화를 야기하고 또한 결정한다

는 기술결정론자의 입장과 달리 과학기술학의 연구는 기술 개발과 그 결

과에 개입하는 사회적 요소를 강조해왔다.3) 우리나라에서 알파고 쇼크 이

후 새로이 부상한 인공지능 분야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본 절에

서는 우선 과학기술학의 기존 논의를 통해 ‘유행어’가 가진 수사적 기능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방소드 뱅상은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친환경 기술(green 

technology)’, ‘지속가능한 발전(sustaninable development)’과 같은 유행어

가 과학적 수사의 측면에서4)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5) 1940년대에 처음 등장한 ‘유행어’라는 표현은 본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는 단어나 문구’를 통칭하는 것이었지

3) Bijker, W., Hughes, P. & Pinch, T. (1987), The Soi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and History of Technology, MIT Press; 

Jasanoff, S. (2006), “Technology as a Site and Object of Politics” in Tilly, C. & 

Goodin, R. ed., Oxford Handbook of Contextual Political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4) 오철우(2006)는 과학적 수사에 대한 연구가 1970년대 이후 과학 지식의 구성을 설득의 기술과 

전략을 탐구하는 수사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과학이 얼마나 수사학적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과학수사학 연구가들 사이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는 하나 그들은 대체로 과학 지식 역시 특정한 시공간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화자와 청자 사이

의 설득과 소통, 즉 수사학적 과정의 영향을 받아 구성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이후 과학수사학은 1990년대 들어 과학을 문화적 실천의 연결망으로 이해하려는 문화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활용되었다. 오철우 (2006), 「과학 대중화와 수사학: 1940-50년대 가모브

의 우주론 삼부작에 대한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석사학위 논

문, pp.1-2.

5) Bensaude-Vincent B. (2014), “The Politics of Buzzwords at the Interface of 

Technoscience, Market and Society: The Case of ‘Public Engagement in Science’” 

in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23, p.240, note 3, SAGE. 참고 : 

http://www.pcmag.com/encyclopedia/term/57714/buzz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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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오늘날에는 기업 인사뿐 아니라 정책 제안가, 언론인, 과학자 등 전방

위의 사람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제안을 마케팅할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다.

흔히 유행어는 아무런 의미도 기능도 없는 웅성거리는(buzz) 말로 여겨지

기 쉽지만, 방소드 뱅상은 유행어가 가진 몇몇 특징으로 인해 이것이 사람

들을 특정한 논의 안에 끌어들이는 수사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

다. 저자가 꼽은 유행어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행어는 그

것이 가리키는 객관적인 실체가 없다. 대신 유행어는 그 용어에 관한 막연

한 느낌이나 가치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녹색 기술’ 같은 유행어에 대해 

우리는 그 단어로부터 명확한 대상을 떠올릴 수는 없지만 그 대신 무기질

적인 과학 기술과 ‘녹색’으로 상징되는 자연이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녹색 기술’은 사람들이 그 유행어를 사용함

에 따라 마치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둘째, 유행어는 주로 위기의 시점에 등장한다. 컴퓨터 계산 능력의 한계

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던 때에 등장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약학 사업 

성장이 둔화되던 시기에 나타난 ‘맞춤 의학’ 같은 용어가 이러한 예라 할 

수 있다. 화학자 아나스타스(Anastas)가 제안한 ‘녹색 화학(green chemistry)’

은 화학을 환경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한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 테오 

콜본(Theo Colborn) 등의 부정적인 논의에 대응하여 화학 물질을 완전 폐

기하기보다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기

술을 추구하게끔 했다.

셋째, 유행어가 가진 유연성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유행어

를 둘러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유행어는 사람들이 저마다 가

진 욕구를 자극하지만 그들이 모두 같은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

다. 그 대신, 저자는 유행어가 가진 ‘부드러운 힘’이 해당 유행어가 품은 

가치판단적인 특성을 확산시킨다고 보았다. 

방소드 뱅상은 ‘과학의 대중적 참여(Public engagement in science)’라는 

단어를 통해 위의 세 가지 특성을 논의하였다. ‘과학의 대중적 참여’는 

1990년대 이후 과학과 대중 간 관계가 참여 모형(participatory model)이라

는 새로운 인식틀로 이해되고, 각종 과학 정책이 이러한 방식을 지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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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회적 맥락하에 등장했다. 때문에 이 유행어는 통상 대중을 과학 지식

이 결여된 상태로 간주하고 과학자를 포함한 전문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본 기존의 하향식(Top-down) 과학 커뮤

니케이션을 거부하는 움직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단어가 표면적으로 지향하는 바와 달리, ‘과학의 대중적 참여’

가 미국과 유럽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상향식(Bottom-up) 커뮤니케이션을 

지지하던 과학자나 활동가가 아닌 과학 정책과 행정에 관련된 관료 부처

에서 제안된 것이었다. ‘과학의 대중적 참여’를 통해 과학 논의에서의 민

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해당 유행어의 통상적인 의미였다면 정부, 

산업계의 관리자는 ‘과학의 대중적 참여’를 신기술 개발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 통제 기술로 사용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더 많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

하는 것 자체보다 대중이 과학기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전에 파

악하여 정책 수행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방소드 뱅상은 이러한 아이러니가 가능한 이유를 개별 이해당사자

(stakeholders)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해당 유행어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서 찾았다. 정부의 목적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대비하는 데 있었다

면, 시민 사회 조직이나 관련된 시민들에게 대중 참여는 연구 과제나 기술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환경 NGO의 경우, 대중 참여는 

환경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자신들의 어젠다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였

으며 대중 과학 기관, 교육 기관 역시 과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 참

여를 지지했다. 과학기술학 학자들은 과학과 사회 양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은 ‘보다 민주적인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방

식’이라는 ‘과학의 대중적 참여’가 가진 막연한 관념을 공유하지만, 저마다 

설정한 목표에 따라 이를 다르게 인식한다. 이로써 유행어는 강제적인 규

범이 아닌 처방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사람들을 평화롭게 해당 논의로 끌

어 모아준다.

과학기술 유행어에 관한 방소드 뱅상의 분석 외에도, 과학기술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연구로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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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가진 ‘상상’의 힘에 주목하는 자사노프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사회기술적 상상’ 개념을 통해 여러 집단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미래에 

대한 공통의 상이 어떻게 사회를 공동 구성하는지 설명하고자 했다. 당초 

이 개념은 핵 에너지 개발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특정 국가의 정책

이 어떻게 선택되고 이것이 다른 국가의 정책과 어떤 차이를 만들게 되는

지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6)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 자사노프는 이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획득되는 사회 질서와 사회 상에 대한 공통된 

이해로, 집단적으로 유지되고 제도적으로 안정화된, 그리고 대중적으로 수

행되는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상”으로 재정의한다.7) 이는 사회기술적 상

상을 국가의 정책뿐 아니라 기업, 사회 운동, 전문가 집단과 같이 사회 변

화에 개입할 수 있는 다른 조직들에도 적용가능한 개념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자사노프는 ‘사회기술적 상상’이 과학기술을 통해 어떤 미래가 찾아올 것

인지를 예측할뿐 아니라 그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삶의 방식과 가치를 따르

게 될지 함께 논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한다. 정의상으로는 ‘바람직한’ 

미래만을 언급하지만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해당 집단이 부정적인 예측을 

견지한다면 디스토피아적인 상상 역시 가능하다. 이를 통해 그는 궁극적으

로 왜 사회가 특정한 방향의 선택과 변화를 따르는지, 또 왜 그런 선택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거나 혹은 실패하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문제 의식에는 사회적 상상에 관한 기존의 사회학 논의가 근대화를 

이끈 강력한 힘인 과학과 기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해왔다는 비판이 전제

되어 있다. 섀퍼와 셰핀(Shapin and Schaffer)의 Leviathan and the Air 

Pump는 보일의 실험, 더 나아가 실험적 방법이라는 새로운 접근이 공공

의 눈으로 확인가능한 민주적인 공간의 등장에 힘입어 권위를 획득할 수 

6) Jananoff, S. & Kim Sang-hyun (2009), “Containing the Atom: Sociotechnological 

Imaginaries and Nuclear Regulation in the U.S. and South Korea” in Minerva 47, 

pp.119-149, Springer.

7) Jasanoff, S. (2015), “Future Imperfect: Science, Technology, and the Imaginations of 

Modernity”, Jasanoff, S. & Kim Sang-hyun ed., Dreamscapes of Modernity: 
Sociotechnical Imaginaries and the Fabrication of Power, p.4,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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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을 보여주었고8),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논의가 국가가 개인

을 통치하기 위해 피통치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다양한 물질적∙제도적 장

치를 활용해온 것을 보여주었듯9) 근대에 이르러 등장한 권력, 제도와 같

은 ‘상상’을 논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실체화된 지

식의 결과물이 함께 다루어져야만 한다.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제안된 깔롱

과 라투어(Callon and Latour)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ANT: Actor Network 

Theory)이 ‘상상’을 위한 분석틀로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ANT가 담지한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 간 동등성 명제는 특정한 종류의 권력과 행

동을 만들어내며, 인간만이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상상’의 능력을 비인

간 행위자에까지 적용하게 되는 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기술적 상상’은 사회학 연구가 제안한 상상의 규범과 과학기

술학이 강조하는 네트워크의 물질성 모두를 포괄하고자 하는 거대한 기획

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기술적 상상 개념이 주관적인 판단과 상상이 가능

한 행위자와 기술 시스템, 정치적 문화와 같은 사회 구조적 측면 양자를 

함께 다루기에 이러한 분석이 수사학적인 풍부함이나 어떤 제도의 이데올

로기적 특성을 언급하는 수준과 차이가 난다고 강조한다. 개인이 품고 있

는 기대는 중심 행위자가 물질적 도구를 비롯한 이미지, 텍스트, 메타포 

등의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집단적인 ‘상상’으로서의 

힘을 얻게 된다. 그러한 자원은 정부의 정책 발표와 같은 공식적인 선언이 

될 수도 있고, 어젠다 설정 혹은 이슈 구성 과정 자체가 될 수도 있다. 생

명공학 기술과 공공선을 연결짓는 내러티브, 에너지 공급 등의 공공재 조

달을 위해 위험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여러 기술을 관찰하는 연구가 ‘사회

기술적 상상’의 대표적인 분석 사례가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방소드 뱅상과 자사노프의 주장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힐가트너(Hilgartner)의 논의는 합성 생물학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에서 

상상가능한, 더 나아가 그럴싸한 기술로 자리잡게 된 것을 설명한 바 있

8) Shapin, S & Schaffer, S. (1985), Leviathan and the Air Pump: Hobbes, Boyle, and 
the Experimental Life, Princeton Univ. Press.

9) 미셸 푸코 (2003),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Foucault, M. (1979), Discipline and Punish, 

Vi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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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과학 분야의 유행어가 ‘무의미한 재잘거림’이 아니라 유행어와 관련

된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 모으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는 각기 다른 상황과 위치에 있는 행위자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논의 안

에 참여시킬 것이다. 힐가트너는 방소드 뱅상의 연구에서처럼 유행어의 주

요 역할을 행위자들을 공유된 기치 아래 모으고, 경쟁하는 의제 속에 평화

롭게 모여있을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찾았다.

그의 연구에서 사회기술적 상상은 ‘사회기술적 선구자(sociotechnical 

vanguard)’들에 의해 형태를 갖추어 간다. 그들은 아직은 대중적으로 수용

되지 않은 특정한 미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작은 개별 집단

이다. ‘선구자’는 여러 집단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목적을 품

고 사회 변화의 과정에 참여한다. 합성생물학 사례에서 미국의 선구자들은 

주로 새로운 과학 연구 분야의 성장을 과학의 진보가 국가의 부를 늘려주

거나 혹은 에너지 문제 같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연결지었다. ‘혁명가로서의 미국(America the Innovator)’이라는 집

단적인 상상이 사람들에게 공유될 때, 선구자들은 아직 가능성만을 품고 

있는 자신들의 상을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전제를 통해 꾸준히 공급하며 

각자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려 한다.

1980년대 등장한 ‘유전체학(genomics)’이라는 유행어가 기존 분야인 ‘유

전학(genetics)’과 연구 영역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유전학에서 

유전체학으로’의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던 것처럼, ‘합성생물학’ 역

시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나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영역을 추

구하는 유행어라고 할 수 있다. 힐가트너는 합성 생물학이 한 마디로 정의

하기 어려운 모호한 기술이며, 이미 존재하는 대상을 연구하는 기존의 생

명 공학 기술과 달리 유기체와 생명 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수 있는 새로

운 공학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선구자들은 합성생물학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생명 공학 시장을 

10) Hilgartner, S. (2015), “Capturing the imaginary: Vanguards, visions and the 

synthetic biology revolution” in Hilgartner, S., Miller, C. & Hagendijk, R. ed., 

Science and Democracy: Making Knowledge and Making Power in the Biosciences 
and Beyond,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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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시키는 사회기술적 상상을 지지할 수도 있고, ‘혁명가로서의 미국’이

라는 상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생명 공학 기술의 시장성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합성생물학’이라는 유행어를 통해 

‘혁명가로서의 미국’이라는 사회기술적 상상을 유지시키고 확장한다는 점

에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유행어의 쓰임과 우리 사회가 가진 사회기술적 상상이 알파고 쇼

크 이후 등장한 인공지능 분야의 제도적 안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

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2.2. 인공지능의 모호한 정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모사하는 컴퓨터 분야의 연

구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연구자가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현할 것인

지에 따라 더욱 다양하게 분화할 수 있으며, 실제 수행되는 과제 또한 학

습과 인지와 같은 일반적인 분야에서부터 체스 두기, 수학 정리 증명, 시 

쓰기 등과 같이 구체적인 분야까지 넓게 퍼져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

장 많이 쓰이는 교과서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의 

저자 러셀과 노빅(Russell and Norvig)은 인공지능의 정의를 ‘인간적 대 합

리적(Human compliance vs. Ideal compliance)’, ‘사고 대 행위(Thinking & 

Reasoning vs. behavior)’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

다.11)

11) 스튜어드 러셀 & 피터 노빅, 류광 옮김 (2016),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1』 (3판), p.2, 제

이펍, table1 재구성. [Russell, S. & Norvig, P. (2010),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3rd ed.), Pearson Education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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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 합리적

사고

<인간적 사고> 
� 사고 및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
� 인지 모형화 접근방식

<합리적 사고>
� ‘올바른 사고’를 추구하는 시스템
� 사고의 법칙 접근방식

행동

<인간적 행동>
� 인간의 행동을 따라하는 

시스템
� 튜링 검사 접근방식

<합리적 행동>
� 최상의 결과를 추구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방식

[표 1] 인공지능의 분류

[표 1]에서 가로축은 기계가 한 수행의 성공 여부를 인간의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인간적’, 인간의 능력과 별개인 이상적인 기준을 따를 

경우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한편 세로축은 과제의 종류가 사고 과정과 

추론에 관한 것일 경우 ‘사고’, 행동 방식에 관한 것일 경우 ‘행동’ 카테고

리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러셀과 노빅은 앨런 튜링(Alan Turing)이 제안

한 튜링 테스트(Turing test)를 자연어 처리, 지식 추론, 기계 학습 등의 

수행이 동반되는 ‘인간적 사고’ 인공지능으로, 경기 과정에 따른 최적의 

결정을 계산해내야 하는 체스 경기를 ‘합리적 행동’ 인공지능으로 평가했

다.12)

인공지능이 포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별 연구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나, 스위니(Sweeney)는 인공지능의 이러한 특

징이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

한 대답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한다.13) 더 큰 문제는 인공지능 정의의 모호

함이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수행되는 인공지능 연

구 간 간극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스위니는 [표 1]의 분류를 

기준으로 인공지능 교과서, 인공지능 관련 연구, 인공지능을 서술하는 컴

퓨터 과학 및 일반 참고문헌 각각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관련 연구 996편 중 987편이 ‘합리적 사고’ 또는 

12) ibid., pp.2-6.

13) Sweeney, L. (2003), “That’s AI? : A History and Critique of the Field”, Carnegie 

Mellon Univ. Technical Report CMU-CS-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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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행동’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는 반면 ‘인간적 행동’에 관한 것은 

996편 중 27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컴퓨터 과학 및 일반 참고문헌 

10편 중 9편이 ‘인간적 사고’ 또는 ‘인간적 행동’을 인공지능의 정의로 소

개하고 있었다.14)   

1950-60년대 초기 인공지능 연구 중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것은 분명 ‘인

간과 구분할 수 없는 기계’를 인공지능의 모델로 삼았던 튜링의 아이디어

였다. 이는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가장 널리 퍼져있는 관점이기

도 하다. 그러나 인공지능 분야의 초기 관심사와 달리 오늘날의 연구 대부

분은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수행하는 기계를 목표로 한다. 때문에 어떤 

연구의 성과는 인간에 가까운 사고나 행동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일 수 있

고, 그 하위 분야 역시 언어 처리, 패턴 인식, 로봇 공학 등 각기 다른 목

적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를 인공지능 기술 전체의 발전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 확언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사람

들이 소위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이벤트를 집

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된 이래 대중들

은 여러 방식의 ‘인간 대 기계’ 경기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을 확인

해왔다. 상대가 인간이냐, 인공지능이냐를 구분하는 튜링의 ‘이미테이션 게

임’을 시작으로 IBM 딥 블루(Deep blue)와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

(Kasparov)의 경기, 인간과 함께 한 퀴즈 쇼에서 승리한 IBM 왓슨

(Watson) 등 인공지능 기계가 인간 혹은 그 이상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

여주는 많은 이벤트가 있었다.

엔스멘거(Ensmenger)는 이중에서도 특히 체스 게임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확인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한다.15) 유전학 연구의 표본이 

초파리 연구가 된 것처럼, 1950년대 이래 꾸준히 체스 게임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관심사로 자리해왔다. 그러나 이어지는 저자의 분석은 체스 게

임 과제에서의 성과가 인공지능 분야 전체의 성취를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14) ibid., p.16.

15) Ensmenger, N. (2011), “Is Chess the Drosophila of Artificaial Intelligence? A Social 

History of an Algorithm” in Social Studies of Science 42, pp.5-30,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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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엔스멘거는 체스 게임이 오늘날까지 인공지능 기술 

측정의 표본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개입한 

바가 크다고 설명한다. 여기에는 우선 체스가 가진 전통적인 이미지가 크

게 작용했다. 체스는 통상 전략과 계획이 필요한 복잡하고 창의적인 게임, 

그리고 수학 및 연산과 관련된 게임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체스를 잘 두는 

사람은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체스 실력은 

프로그래밍 실력과 곧잘 연관되었다. 엔스멘거는 실제로 1950-60년대에 

프로그래머 채용에 체스 실력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었다고 말한다.

더욱 중요한 측면은 대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쉬운 체스 게임 자체와 

체스 게임 공동체의 특징에 있었다. 체스는 명확한 경기 룰이 있어 게임의 

상태를 수학적으로 정식화하기 용이하다. 20세기 중반에 체스 플레이어 

간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도 체스 인공지능의 부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체스 인공지능이 다른 과제와 달리 수행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명시할 수 있게 했다. 더욱이 체스 토너먼트 형식을 참고하여 

시행된 체스 인공지능 토너먼트는 사람들이 직접 인공지능의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중의 장이 되어주었다. 저자는 토너먼트의 결과를 두고 벌어

지는 갑론을박이 기술의 성패와 관계없이 대중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수

사적인 현상을 만들어주었다고 강조한다.16)

1997년 딥 블루가 체스 챔피언을 꺾은 이후,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체스

에 이어 바둑 경기를 ‘인공지능의 가장 도전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도전해왔다.17) 바둑은 언뜻 보기에 체스와 비슷한 점이 많아보이나 게임판

의 크기, 기물의 특성, 경기의 흐름 등에서 큰 차이가 있고18), 때문에 인

16) ibid., pp.17-21.

17) Mańdziuk, J. (2007), Computational Intelligence in Mind Games in Challenges for 
Computational Intelligence, pp.407-442, Springer; Levinovitz A. (2014), “The Mystery 

of Go: the Ancienct game that computers still can’t win”, Wired Magazine; 

Mechner, D. (1998), “All Systems Go” in Science 38, pp.32-37, AAAS.

18) 가로줄과 세로줄의 곱이 19×19인 바둑판에서 하나씩 차례로 돌을 채워나갈 때 가능한 경우의 

수는 361!개로 이는 총 자리수가 759나 되는 큰 수이다. 좀 더 현실적인 조건을 적용해 한 경

기에 평균적으로 둘 수 있는 점을 평균 250개, 한 경기가 평균 150수까지 진행된다고 가정하

더라도 그 경우의 수가 250150, 약 10360에 달한다. 또한 체스는 ‘킹’, ‘퀸’, ‘비숍’ 등 기물의 가

치가 각기 달라 가능한 이동 범위가 한정된 데 비해, 바둑은 기물인 바둑돌의 가치가 모두 같

아 최선의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 체스와 바둑의 차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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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이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는 체스 게임보다도 더 많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경우의 수를 정확히 처리해야만 했다.

하지만 딥 블루의 승리가 딥 블루를 보다 인간에 가까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바둑 인공지능 역시 체스 게임 과제와는 다른 종

류의 기능을 구현하려는 ‘합리적’인 기계라 할 수 있다. 인간이 경우의 수

가 많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가능성에 의한 추론, 증거에 의한 평가 등 

추단적인 원리(heuristic principles)를 주로 사용한다면 수학적 모형이 적용

된 합리적 기계는 확률, 베이지안 추측 등 인간과는 다른 방식의 평가 전

략을 따른다. 인공지능의 판단이 인간과 같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간의 

직관과 반대되는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다.19)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 더 나아가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인간 대 기계’ 경기에 참전하는 인공지능을 곧잘 ‘인간적 사고’, ‘인간적 

행동’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곤 한다. 바둑 인공지능이 둔 좋은 수를 보고 

“인간같이 둔다”고 말하거나20) “바둑은 컴퓨터가 정확하면서도 상대적으

로 간편한 검색을 산출해내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미묘한 게임이

다. 바둑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더욱 사람같이 생각해야만 한

다”21)고 말하는 인공지능 개발자의 평가가 이를 뒷받침 한다. 합리적 인공

지능이 ‘가장 이성적인 동물’인 인간의 방식을 뒤쫓으려는 것은 일견 당연

한 수순일 수 있겠으나 그러한 평가는 인공지능이 가진 모호한 특성 속에 

손쉽게 뒤섞여 ‘인간적’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확장시킨다. 체

스 혹은 바둑에서의 승리가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를 말해줄 수 있을지, 그 

승리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은 채 

‘인공지능’은 오늘날 인간과 기술, 더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논의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Burmeister, J. & Wiles, J. (1995), “The Challenge of Go as a Domain for AI 

Research: A Comparison Between Go and Chess” ,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Conference 참고.

19) Sweeney, L., op.cit., p.22.

20) Levinovitz., op.cit.

21) Mechner, D., op.cit.,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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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 알파고 대 인간 이세돌의 대결

3.1. 인공지능과 인간의 바둑 대결 성사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은 영국 바둑협회장이 보낸 한 통의 메일에서 시

작되었다. 국제바둑연맹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이하진 3단은 지난 2015년 

11월 영국 바둑협회의 회장 존 다이아몬드 회장의 메일을 받는다. 메일의 

내용은 서양에서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싶어하는 곳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

은 비밀 협약을 맺은 후에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협약서가 전달된 

후 이하진 3단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영국 런던으로 향한다. 그리고 런던

에 위치한 딥마인드 본사에서 그는 다이아몬드 회장이 말한 ‘바둑대회’가 

딥마인드가 만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과 사람 간의 대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판후이 2단과의 대국으로 알파고의 실력을 검증한 바 있는 딥마인드는 

본 대결 상대로 이세돌 9단을 지목한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하진 3단은 

양재호 한국기원 사무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후, 이세돌 9단을 직접 

만나 대결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이세돌 9단에게 먼저 “한 서양 

회사가 상금 100만 달러22)의 5번기 대결을 요청했는데, 상대를 알고 싶으

면 비밀 협약을 해야한다”고 말한 후, 그가 협약에 응하자 대결 상대가 구

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며, 해당 프로그램이 이미 

판후이(樊麾) 2단과의 5번기 대국에서 전승을 거뒀다는 사실을 전해주었

다. 이세돌 9단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기계가 잘 둘 수 있게 

되었냐’는 반응을 보였으나, 이내 대결을 수락하기로 한다. 한달 뒤인 12

월에 딥마인드와 이세돌 9단이 서면 계약을 하면서 정식으로 대결이 성사

되었다.23)

22) 계약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화 약 11억원. 2월 22일 발표된 상금 세부 내용에서는 여기에 판

당 대국료 15만 달러(1억 6500만원)와 판당 승리 수당 2만 달러(5국 총액 1억 1000만원)가 추

가 책정되어 있었다. 하사비스 대표는 알파고가 승리할 경우 상금은 유니세프와 STEM 교육 

및 바둑 관련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 정아람 (2016), 『이세돌의 일주일』, pp.14-16,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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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지나지 않아 구글은 대대적인 이벤트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을 개시

한다. 우선 그들은 2016년 1월 27일 오후 6시(영국 시간 기준) Nature 최

신 이슈를 통해 “딥러닝 신경망과 트리 탐색으로 바둑 정복하기(Ma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s and tree search)”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24) 6쪽 남짓의 본문과 3쪽의 방법론, 판후이와의 대국 기

보를 포함한 11쪽의 부록표로 구성된 이 짧은 논문은 ‘가치망(value 

networks)’, ‘정책망(policy networks)’, ‘몬테카를로 탐색 기법(Monte Carlo 

tree search)’을 탑재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가 다른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과 유럽 바둑 챔피언을 꺾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25)

다음날인 1월 28일 오후 5시(한국 시간 기준), 서울 강남구 소재 구글 코

리아 회의실에서 알파고와 이세돌의 공식 대국을 알리는 기자 회견이 열

렸다. 백여명의 한국 기자들이 참석한 이 기자 회견에 딥마인드 대표 데미

스 하사비스, 연구 총괄자 데이비드 실버가 구글 행아웃(Hangout) 서비스

를 통해 화상으로 자리했다. 알파고의 도전을 받은 이세돌 9단은 “구글 딥

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과 대결하는 영광을 안아 기쁘다”라고 말하는 

한편, “바둑 역사에서 중요한 경기라고 판단해 도전을 받아들였고 승리할 

자신이 있다”며 대결 수락 이유를 밝혔다.26) 하사비스 대표 또한 누가 이

길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50대 50으로 본다. 이세돌 9단도 

자신있다고 말했지만 우리도 자신있다”고 답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27)

그 다음주인 2월 5일, 딥마인드 측은 대국 일정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로 지정28)하고, 같은 달 22일 추가 기자회견에서 대국 장소, 대국 진행 방

식 등 경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공식 명칭 ‘구글 딥마인

24) 스무 명의 공저자 중 데미스 하사미스, 아자 황, 데이비드 실버를 포함한 18명이 구글 딥마인

드 소속이다. 나머지 2인인 수츠케버(Sutskever), 칼흐브레너(Kalchbrenner)는 구글 뇌 연구

팀에 속해 있다.

25) Silver, D. et al. (2016),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s 

and Tree Search” in Nature 529, pp.484-489, Macmillan Publishers Ltd.

26) 사이버오로 (2016. 1. 28), 「‘인간 대표’ 이세돌, 구글 AI와 ‘100만 달러’ 놓고 대결」. 이세돌 

9단은 2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과의 대결이 커리어에 악영향을 줄 거라 느낄 수도 있

었을 텐데 어떤 설득작업이 이루어졌나?“라는 질문에 인공지능 알파고가 솔직히 궁금했고, 결

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고 답했다. 

27) 사이버오로 (2016. 1. 29), 「학습하는 인공지능, 이세돌에게 도전장」.

28) 2국과 3국 사이인 3월 11일, 4국과 5국 사이인 14일이 휴식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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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챌린지 매치’의 대국 규칙은 중국룰에 따라 7집반 덤29), 2시간 제한시

간, 1분 초읽기 3회30)의 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실제 

경기는 딥마인드 소속의 아자 황(士傑黃)31) 연구원이 대리인으로서 모니터

를 보고 알파고의 수를 착점하고 다시 이세돌 9단의 다시 컴퓨터에 입력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이 9단은 판후이와 대결했던 알파고

의 성능이 그 이상으로 충분히 향상되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이며, “[알파고의 실력이 늘었겠지만] 3대 2 같은 스코어가 아니라 내가 

한 판이라도 지느냐의 승부일 것”이라 평가했다. 알파고에 대한 이세돌 9

단의 자신감 넘치는 예측은 ‘인간 대표’의 압도적인 승리를 점친 전문가들

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3.2. 예측: 인간 직관에 대한 믿음

1월 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발표된 이후, 바둑계를 중심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코멘트가 잇따라 나왔다. 딥마인드 측의 전략적인 마케팅

도 언론의 관심을 꾸준히 붙들어주었다. 하사비스 대표가 논문 발표 직후

인 1월 28일부터 SNS를 통해 알파고와 경기에 관한 정보를 꾸준히 업로

드 하는 한편, 2월 초, 2월 말에 한 번씩 경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경기

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일어나게끔 했다. 2월 22일 한국기원 회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2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 치열한 질의응답 경쟁을 

펼쳤을 뿐 아니라 3월 대국 직전까지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여러 전문가

들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29) 후공(백)의 불리함을 상쇄하기 위해 계가(計家)시 백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집. 무승부를 방지

하기 위해 반집 개념이 적용되었다. 한국은 2003년부터 6집 반 덤 규칙을 채택하고 있다.

30) 제한시간이 끝난 후에 1분 이내로 착점해야 하고, 3번 이상 초읽기 1분을 넘기거나 한 번에 

초읽기 3분을 넘길 경우 시간패가 선언되는 규칙.

31) 언론에서 사용된 아자 황(Aja Huang)은 그의 영어식 이름으로, 중국식 이름은 황사걸(士傑

黃)이다.  대만 기원 공인 아마 6단으로, 2001년 이래 바둑 인공지능을 연구해왔으며 2012년 

딥마인드 사에 정식으로 합류했다. 그의 박사논문 제목은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에 관한 새로

운 경험학습법”이었다.



- 19 -

‘세기의 대결’을 앞두고 대부분의 바둑 관계자들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성장에 놀라움을 표하면서도 경기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이세돌 9단의 압

승을 예상했다. 공개된 알파고의 기보가 판후이 2단과의 대국뿐이었기 때

문에 프로 기사들은 다섯 개의 기보를 통해 알파고의 기력을 평가할 수밖

에 없었다. 바둑 기사들이 놀랐던 부분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의 수준

이 ‘누가 인간이고, 누가 인공지능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단시간 내

에 빠르게 성장했다는 사실이었다. 중국바둑의 일인자인 커제(柯潔) 9단은 

알파고와 판후이의 대국에 대해 “흑백을 확인하지 않고 인공지능 알파고

와 판후이 2단의 기보를 봤다. 어느쪽이 인공지능이고 어느쪽이 판후이 2

단인지 알 수가 없었다. 사람과 사람이 둔 것처럼 보였다”면서 “[알파고

는] 버릴 곳은 버리고 버릴 곳은 버리고 물러날 곳은 물러나는, 아주 균형

적인 기풍이었다. 이전에 일본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젠(Zen)은 간혹 난

데없이 이상한 수를 두기도 했는데 알파고한테서는 전혀 그런 면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어디가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흐름도 끊기지 않았다. 정

말 대단하다”고 평가했다.32)

그러나 이 같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론은 ‘알파고가 판후이 2단을 꺾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세돌 9단을 상대

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쪽이었다. 판후이 2단은 중국에서 입단한 후 

2000년부터 프랑스로 무대를 옮겨 활동하였고, 프랑스 바둑 국가대표팀을 

지도하고 2013~2016년 4년 간 유럽 바둑 챔피언 자리를 지킨 실력자

다3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 기사들은 공개된 기보를 통해 예측한 알파

고의 기력이 아마추어 최강자, 혹은 프로 1~2단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

했다. 

여기에는 상대인 판후이가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파고의 진정한 실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철한 

9단은 “판후이 2단이 판판이 초반에 망했다. 그러는 바람에 알파고가 난

32) 사이버오로 (2016. 1. 29), 「커제도 놀랐다 ‘어느 쪽이 인공지능이야?’」.

33) 2013년 프랑스 국적으로 귀화했다. 프랑스 바둑은 기원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취득

한 2단 급수가 붙어 있다. 한 기사는 2015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판후이의 중국랭킹이 현역 

401위 중 298위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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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難戰)에 강한지 아직 파악이 어렵다”고 했고, 커제 9단 역시 알파고를 

‘비록 프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프로에 아주 근접한 실력’이라 평가

하면서도 “알파고와 판후이 2단의 다섯 대국에서 판후이는 이상할 정도로 

제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어떤 판은 보기 민망할 [수준이었다.] 

심지어 고의로 져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아마도 오랫동안 

바둑을 두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알파고를 상대한 판후이 2단의 기력이 이세돌 9단에 비할 수 없다는 사

실이 곧 이세돌 9단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이들은 

이 대결로부터 알파고의 실력이 이세돌 9단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알파고가 몇 개월의 시간 동안 학습을 통해 더 성장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이 9단을 상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다. 이

러한 평가는 바둑계 외부의 예측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대식 카이스트 교

수는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이전에 본인뿐 아니라 바둑, 인공지능 분

야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세돌 9단의 승리를 예상했었다고 말한

다.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네이처지 논문에 나온 내용과 

2015년에 알파고가 유럽챔피언 판후이하고 뒀던 바둑기보예요. 모든 

전문가는 판후이가 프로급으로 1단 정도 할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

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파고도 당시에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

는 거예요. 그냥 판후이보다 조금 더 잘했죠. 많은 분들이 이세돌은 

9단이고, 알파고는 한 3단 정도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대국까지 약 

6개월이 있는데 알파고가 진화하더라도 5단~6단이다, 아무리 잘하더

라도 7~8단이지 9단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했습니다.34)

이러한 예측에는 사람과 달리 기보를 통해서만 바둑을 익히는 알파고가 

세계 최정상급 수준의 바둑 기술을 익히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생각

이 전제되어 있다. 바둑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수를 내놓

34) 경향비즈 (2016. 5. 1), 「다가온 인공지능시대··· 기계처럼 일한다면, 당신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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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제 적수를 상대하며 정석(定石) 이상의 ‘감’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 온라인 기사는 알파고의 강화 학습 과정을 다음과 같이 ‘바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학습에 빗대어 설명했다. “만약 어떤 

어린이가 단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약 16만 장의 기보를 받아 든다. 

그러곤 기보를 관찰한다. 옆에 선생님은 없다. 단수, 축, 장문, 대궁소궁을 

가르쳐 주는 이도 없다. 오직 기보만 보고 규칙을 발견한다. 그러고 나서 

혼자서 대국을 해본다. 흑도 자신이고 백도 자신이다. 그렇게 약 4주 동안 

100만 판을 혼자 둬본다. 마침내 한 달분 학습량을 마친 어린이가 프로기

사를 이겼다고 한다면?”35)

앞서 소개한 대로 바둑의 기물은 체스와 달리 그 가치가 모두 동일하며 

상대가 선점하지 않는 한 반상 위의 어느 곳에나 위치할 수 있다. 때문에 

바둑 경기는 초반 국면에 훨씬 다양한 진행이 가능하며, 10수 이상을 예

측할 수 있는 체스와 달리 보통 3수 이상 전형적으로 이어지는 행마가 없

다.36) 대신 인간 바둑 기사들은 대국의 흐름을 패턴화한 정석을 주로 사

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추단

(heuristic)이라 할 수 있다. 프로 기사 수준에서는 정석을 기반으로 하되 

그외의 변칙 수들에 대해 ‘맛’37)과 ‘직관’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수읽기를 

해야 한다. 알파고보다 인간이 더 우수한 점은 무엇이겠느냐는 기자의 질

문에 이 9단이 “직관과 감각이다. 잘해봤자 70, 80% 구현하지 않겠나. 연

산속도는 따라갈 수가 없겠지만…”38)이라고 답한 것처럼, 바둑 기사들은 

인공지능이 고수들이 가진 직감을 익히지 않는 한 세계 최강급 기사인 이

세돌 9단을 상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35) 사이버오로 (2016. 2. 18), 「스스로 바둑을 깨달은 인공지능 ‘알파고’ ①」.

36) Burmeister, J. & Wiles, J., op.cit.

37) 수단의 가능성 또는 수단의 여지가 남아 있는 곳. ‘뒷맛’, ‘들여다보는 맛’, ‘맛을 없애다’ 등의 

용례가 있다. 한국기원 바둑용어사전, “맛”. 

38) 사이버오로 (2016. 3. 8), 「이세돌 "인공지능이 이길 날 오겠지만 바둑의 아름다움은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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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평가: 알파고의 능력에 대한 의심

알파고의 알고리즘에 대한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평가는 딥마인드 

측이 Nature 논문을 통해 제공한 상세한 설명에 기반했다. 알파고 이전의 

많은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몬테카를로 검색 트리를 기반으로 해왔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었다. 딥마인드 측은 알파고가 정책망, 평가망

이라는 신경망과 몬테카를로 검색 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39)을 고안한 

것이 프로 바둑 기사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핵심이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그들은 알파고가 판후이와의 경기에서 딥 블루가 체스 챔피언 카스

파로프를 상대했을 때보다 수천 번이나 적은 자리 수를 계산했음을 강조

하면서 알파고를 “사람이 두는 방식에 더욱 가까운 접근법”을 취한 것으

로 소개했다. 논문의 말미에서는 “알파고는 마침내 바둑 경기에서 프로 수

준에 도달했고, 이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다루기 힘든 다른 인공지

능 영역에서도 언젠가 인간 수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준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40) 그러나 딥마인드 측의 자신감

에 비해, 알파고를 평가하는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반응은 바둑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먼저 그들은 알파고가 수행한 학습의 질에 의구심을 표했다. IBM 왓슨의 

개발에 참여했던 감동근 아주대 교수는 이세돌 9단을 상대하기 위해 필요

한 수준 높은 기보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판후이와의 대결에

서 알파고가 학습한 기보가 16만 건에 달했던 데 반해 한국기원이 보유하

고 있는 프로 기사의 공식 대국 기보는 1만 6천건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

이다. 한보형 포항공대 교수 역시 “[알파고 정도의] 깊이를 가진 다른 프

로그램의 경우 학습으로 만들어야 할 함수의 변수가 1억 개가 넘는다”고 

말하며, 정확도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학습 자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

39) 알파고의 판단은 ① 정책망 상의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과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을 거쳐 다음 수를 어느 위치에 착수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② 평가

망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수의 승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40) Silver, D. et al., op.cit., p.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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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은 하사비스, 실버 같은 세계 최고의 개발자들이 프로 기사의 수

준을 모르고 아무 대책도 없이 도전장을 내밀었을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

하면서도 알파고의 능력이 이 9단의 기력과 창의성에 대적하기에는 어려

울 것이라 평가했다.41)

프로 바둑기사이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김찬우 6단 역시 양질의 데이터 

수를 문제 삼았다. 비록 알파고가 판후이 2단과의 경기 전 만 건이 넘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학습 과정을 거치긴 했으나 알파고가 활용한 온라인 

바둑 사이트의 기보는 그 실력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데이터에는 저작권 문제 등으로 오래전 기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때

문에 그는 판후이와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딥 러닝을 위해 학습량에만 신

경을 쓰다보니 실력이 하향 평준화됐다”며 “초반 포석에서 지금은 사용하

지 않는 수를 놓는 등 수십 년 전 기보도 익힌 것 같다”는 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42) 이들 전문가는 만약 알파고가 이 9단의 기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세돌 맞춤형’으로 특화된다면 “어느 정도 승산은 

있”을 것이라 내다보았다.

다른 한편, 인공지능 전문가의 부정적인 평가는 바둑에 대한 특별한 기대

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프로 바둑 기사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두는 

창의적인 신수(新手)에 응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알파고가 보유한 

데이터만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인공지능은 개발자가 입

력한 알고리즘을 따를뿐,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평가하기 위해

서는 그것이 자체적으로 지식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게임 과제

에서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특이한 전략’은 보통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43) “이세돌이 창의적인 수

를 즐긴다고 들었는데, 알파고는 지금까지 전형적인 기보에 따라 학습했기 

때문에 이런 수에 당황할 수 있다. 딥러닝으로 학습한 컴퓨터가 어려운 문

제는 곧잘 풀어내는데, 사람이 봤을 때 쉬운 문제는 틀리는 경우가 종종 

41) 송준섭 (2016), 「과학자들이 본 알파고의 비장의 무기」, 『과학동아』 362, p.115, 동아사이언

스.

42) 동아사이언스 (2016. 2. 26), 「‘알파고’, 넌 너무 많은 기보를 익혔어… 그게 약점이야!」.

43) Burmeister, J. & Wiles, J.,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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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사람은 어려운 걸 배우면 쉬운 문제는 쉽게 푸는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44)고 말한 한보형 교수의 말은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림 1] 대중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결과 예상

전문가 외에 일반 대중 역시 이세돌 9단의 우세를 점치고 있었다.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직전에 발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온라인 설문조

사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45) 국민들이 평소 로봇, 인공지능, 자동화 등의 

과학기술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견을 묻기 위해 진행된 이 설문조

사에서는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의 대결을 어

떻게 전망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응답자 중 12.9%가 이세돌 전승, 43.4%

가 이세돌 우세(4:1승 또는 3:2 승)를 예측해 전체 응답자의 56.3%가 이세

돌 9단이 이길 것이라 응답했다. 그러나 대세 여론과 달리 알파고의 완승

을 예측한 전문가도 있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김진호 교수는 2016년 

44) 송준섭, op.cit., p.119.

45)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2016), 「진격하는 로봇 : 인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위협할

까」, 『Media Issue』 2, p.8, fi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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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바둑』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편집장: 이 대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직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김진호 교수 

: 대부분의 전문 기사들과 기계학습 연구자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

는 것을 잘 압니다. 이세돌 9단도 이번에는 반드시 자신이 이길 것

이라고 했죠. (...) 하지만 저는 이번의 역사적인 인공 센돌과 자연 

센돌의 대결에서 인공 센돌인 알파고가 완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자연 센돌인 이세돌 9단이 1승이라도 하면 대단하다고 놀랄 것

이구요, 만약에 2승을 한다면 역시 이세돌이구나 하고 탄성을 지를 

것입니다. 저는 이세돌 9단이 2승을 한다면 이세돌의 승리라고 평

가할 것입니다.46)

김진호 교수는 뒤이어 이러한 자신의 평가가 중론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고 덧붙였다. 자신과 다른 전문가와의 차이점은, 그들이 알파고의 승리를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는 데 반해 자신은 기계학습 기술의 엄청난 발전 속

도를 고려할 때 그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믿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세돌 9단이 상대할 알파고가 판후이 2단을 상대한 알파고

와는 전혀 다를 것이며, 과거의 알파고만을 생각하여 대국에 임했다가는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을 경기 

전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표한 전문가는 김진호 교수가 유일했다. 

46) 월간 바둑 (2016a), 「이세돌-알파고 5번기 대결: 인간과 기계의 정면대결, 누가 더 셀까?」, 

『월간 바둑』 584, pp.104-107, 한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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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공지능과 새로운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구글의 주도로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경기가 성사된 후, 바둑계 내외부

의 전문가들은 사전에 공개된 알파고의 기력에 놀라움을 표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간 바둑 기사를 상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평가를 내

렸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알파고에 바둑에 필요한 직관과 창의성이 결여되

어 있음을 지적했다. 알파고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알파고의 전략이 인간이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수를 내놓아야만 했다. 

인간 기사의 압승을 점쳤던 절대 다수의 예상과 달리, 구글 딥마인드 챌

린지는 4승 1패의 성적을 거둔 알파고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 결과는 

우리 사회에 ‘알파고 쇼크’라 할 만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본 절에서

는 알파고의 승리 이후 등장한 인공지능 관련 논의가 그 기술이 무엇인지

를 명확히 해주기보다 제각기 다른 해석을 거치며 이를 더욱 모호한 문제

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신기술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인공지능, 로보틱스,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에 의해 사회 전반이 파괴적인 변화를 거칠 것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주장과 변화의 요구 안에서 작동하게 되었다.

4.1.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경기가 전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알파고의 능력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평가는 바로 알파고가 인간과 유사한 ‘창의성’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었다. 창의성은 직관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정의를 내리거나 

그것이 발현되는 과정을 명시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 

창의성을 주제로 연구해온 보든(Boden)은 창의성에 대한 여러 정의에 공통

적으로 ‘새롭고’ ‘적절하다’라는 특징이 포함된다고 말했다.47) 이는 어떤 

47) Boden, M. (1994), “What is Creativity?” in Boden, M. ed., Dimensions of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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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정이나 그로 인한 결과물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만으로는 창의적이라는 특성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48)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전문가들이 창의성 측면에서 특히 높게 

평가한 두 수는 제1국의 102번째 수, 제2국의 24번째 수였다. 제1국의 10

번째 수의 경우, 백돌을 쥔 알파고가 흑돌이 중앙에 두텁게 세력을 쌓아가 

형세가 불리해지던 상황에서 우변 3선에 뛰어들어가 놓인 수였다. 바둑 해

설자들은 이 수를 두고 하나같이 “아마 바둑을 배우는 이가 스승에게 저

런 수를 두면 매우 혼날 것”이라고 했다. 상식을 깬 어이없는 수라는 것이

었다. 하지만 그 침투는 성공적이었고, 알파고의 수 읽기는 마치 인간의 

그것처럼, ‘승부를 걸 타이밍을 본능적으로 알고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묘사되었다. 송태곤 9단은 백102를 두고 “기계는 우리 상식으로는 변화를 

꾀하지 못한다고 여겨져 왔는데, 아니었다”, “판세가 불리하자 강력하게 

침투한 102번째 수는 프로기사 중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것이지만, 알파

고는 확신을 갖고 침투했고 위력적이었다”고 평했다.49)

MIT Press; Boden, M. (1998), “Creativ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103, pp.347-356, Elsevier.

48) 가령 ‘뾰족한 주걱턱이 달린다’는 이전에 나타난 적 없는 새로운 문장이지만 어떤 상황을 적

절히 설명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므로 창의적인 문장이라 할 수 없다.

49) 해럴드경제 (2016. 3. 11), 「‘미지의 수’ 개척… ‘어이없는 수’가 ‘훌륭한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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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제2국 37수 (흑: 알파고, 백: 이세돌)

제2국 37수 또한 많은 전문가가 창의성의 측면에서 높게 평가한 수였다. 

흑과 백이 자신의 집을 만들어가는 초반 포석에서 알파고는 이 9단의 백

36에 어깨짚는 흑37을 두었다. 보통 4선은 돌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집을 

따내기에 불리한 위치일 뿐더러, [그림 1]와 같이 백이 이미 3선을 점하고 

있는 경우에 자칫 잘못 싸움이 붙으면 흑은 많은 돌을 소모하고도 적은 

집밖에 딸 수 없거나, 아예 집을 따지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 수는 바

둑 역사상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수였다. 그러나 제1국 때와 마찬가지로 

알파고의 이어지는 행마는 불리한 위치의 수를 살려냈다. 이세돌 9단과 알

파고의 경기를 직접 관전했던 판후이 2단은 이후 딥마인드 측에서 발행한 

해설집에서 이 수를 두고 다음과 같이 평했다.

흑37을 보고 나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거기? 이건 정말 상상이상이

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알파고는 항상 다

른 돌들과의 연계에 많은 신경을 쓴다. 마치 바둑에 그 어떤 수도 가

능한 것처럼 느껴진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 수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곳에 둘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 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계산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알파고라면 가능할지 모른다. 아마 이 수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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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표시인 것일까.”50) [강조-인용자]

이러한 수들이 창의적이다, 혹은 직관적이다라고 여겨졌던 것은 일차적으

로 ‘이전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독창성’이 인정됐고, ‘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됐던 어려운 수를 성공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비

슷한 관점에서 이세돌의 제4국 78수 역시 ‘신의 한 수’로 불릴만한 창의

적인 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림 3]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제4국 78수(左)

, 제4국 전체 기보(右) (흑: 알파고, 백: 이세돌)

[그림 3]의 왼쪽 도면에서 흑인 알파고는 좌우로 돌을 늘어놓아 중앙을 

흑집으로 만들 수 있는 울타리를 쳐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대로 중

앙을 흑이 차지하면 울타리 사이에 위치한 흰돌 (10,4), (11,7)은 사석이 

되고 만다. 당시 알파고의 제한 시간은 1시간 가량 남은 데 비해 이 9단

은 주어진 시간을 거의 다 소모하고 10분 정도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이때 흑돌 사이로 끼어 들어간 78수가 흑의 맥을 끊어 [그림 3]의 오른쪽 

도면처럼 중앙에 흰돌이 이어질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특기할 점은 하사비스의 SNS 계정을 통해 밝혀졌는데, 이는 바로 알파고

50) 판후이, 「딥마인드 제공 해설집 제2국: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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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 당시 78수가 이세돌 9단이 둔 그 자리에 놓일 확률을 1만 분의 1 

이하로 예측했다는 사실이다. 알파고가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수로 이 9

단을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알파고 역시 확률이 낮을 것으로 예측했던 이

세돌 9단의 수에 크게 흔들렸고, 결국 163수, 167수에서 ‘아마추어의 수준

에도 미치지 못하는’ 악수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경기 후 기자회

견에서 이 9단이 78수에 대해 “그 수를 둔 이유는 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다른 수는 아무리 찾으려 해도 보이질 않아서, 어쩔 수 없었

던 한 수였는데 그렇게 칭찬을 받아서 좀…”이라는 평을 밝힘으로써51) 언

론은 이를 인간 이세돌의 ‘직관’을 보여준 신의 한 수이자 인간이 가진 창

의성의 증표로 서술하였다.

이처럼 알파고의 수와 이 9단의 수 모두가 ‘새롭고’ ‘적절하다’라는 창의

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지만, 알파고가 과연 인간과 같은 창의적인 사고

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경기 이후 몇몇 매체는 알파고

의 창의적인 수를 인정하면서도 알파고 자체는 기계이기에 창의적인 능력

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조의 글을 실었다. 『과학동아』의 송준섭 

기자는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에 전혀 쓰이지 않았던 새

로운 수를 찾아내는 알파고의 능력을 높게 사면서도 이는 결국 인간의 데

이터에 기초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알파고의 착상이 알파고만의 

독자적인 것이 아닌 인간을 모사한 결과이기에 인간 이상의 창의성을 보

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52)

『월간 바둑』의 이세나 편집장은 알파고가 ‘인간의 기보를 토대로 학습하

기는 했으나 수천만 번의 자가 대국과 뛰어난 연산 능력을 통해 스스로 

좋은 수를 찾아낼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창의

성을 보여주었다’고 논평한다. 이는 알파고가 자체적으로 창의적인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의 글은 ‘기계의 창의성에

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에’ 인간의 무한한 창의적 가능성에는 비할 바가 

51) “이세돌은 이 수 자체를 두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 나중에 국후 기자회견에서도 그

는 이 수를 읽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수가 맞다는 느낌을 받았

고 이를 따른 것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수는 직관의 극적인 섬광과 같았다.” 판후이, 「딥마

인드 제공 해설집 제4국: 인내」.

52) 과학동아 (2016b), 「알파고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 『과학동아』 363, p.45,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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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된다는 의견으로 끝난다.53) 이 논평에서 기계의 창의성이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으나, 기계와 대비되는 

‘인간의 무한한 창의성’이라는 표현에 비추어볼 때 필자는 기계의 창의성

을 질적인 측면에서 인간보다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그 반대편에는 알파고식 창의력을 결과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긍정

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존재했다. 이러한 평가는 알파고의 창의성이 ‘미

적 감각과 통찰, 전체 돌들 간의 배석’이 아닌 오로지 계산에 의해 만들어

진 것임에도 최종적으로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신선한 수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례로 판후이 2단은 인간이 갖

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최적의 수를 찾는 알파고의 창의성을 다음

과 같이 서술했다.

우리가 실력을 키우는 동안 우리의 지식은 한 편으로 우리의 창의성

을 억누른다. 모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 알고 있는 모든 정답과 오답의 꼬리표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 알파고는 사람이 쌓아놓은 기본에서 출발했지만 모든 지식에서 

자유롭다. 따라서 알파고가 창의적인 수를 두는 것은 어찌 보면 당

연한 일이다.54) [강조-인용자]

이처럼 알파고의 창의성은 ‘진정한 창의성’이 아닌 것으로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창의성’ 또는 ‘인공지능만의 창의성’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다. 딥마인드의 개발자들은 검색 트리의 수를 줄이고 보다 정확도가 

높은 판단을 내리게 됐다는 점에서 알파고가 인간에 보다 가까운 방식을 

따르고 있다 묘사하지만, 인공 신경망과 몬테카를로 검색 트리로 운영되는 

알파고는 분명 인간의 추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 최선의 수를 찾아

내었다. 인공지능 게임 과제에서 활용되어 온 전통적인 전략을 변형・발전

시킨 알파고는 게임에 이기기 위한 자체적인 전략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기계로 분류될 수 있겠으나, 딥마인드 사의 설명은 알파고의 

53) 월간 바둑 (2016c), 「알파고도 보여준 ‘창의’」, 『월간 바둑』 587, p.113, 한국기원.

54) 판후이, 「딥마인드 제공 해설집 제2국: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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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보다 그것의 보다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 연구의 모호한 특성으로 인해 비록 ‘인공지능이 진정한 창의성

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내릴 수는 없을지언정, 알파고를 

승리로 이끈 합리적인 전략은 오래도록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라 여겨졌

던 ‘창의성’이라는 속성을 인공지능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제 

알파고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인간의 직관을 모사할 수 있는 거의 인간에 

필적한 존재이거나 혹은 인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

로 묘사된다. 중요한 사실은 인공지능의 창의성에 관련된 논의가 인공지능 

기술의 성격을 평가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

는 데 더욱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된 가까운 미

래에도 ‘직관’과 ‘창의성’을 인간의 전유물이라 주장할 수 있을까? 알파고

의 승리가 만들어낸 충격은 인공지능 기술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의해서가 

아닌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상상과 해석에 통해 그 영향력을 키워 나갔다.

4.2. 인류의 위협 혹은 혜택

인공지능이 아직 도달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바둑 경기

에서 알파고가 승리를 거두자,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고 더 나아가 인

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디스토피아적 상상이 우리 사회에 급부상하기 시

작했다.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를 중계하는 기사에서 알파고는 일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아닌 인공지능 종(種)의 대표처럼 묘사되었다. 

이세돌 9단의 패색이 짙어짐에 따라 대결의 의미는 자못 심각한 것으로 

바뀌어갔고, 이 9단이 제4국에서 승리했을 때 사람들은 인간의 승리 가능

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디스토피아적 상상은 알파고가 3승으로 승리를 확정짓던 날 더욱 극적으

로 그려졌다. ‘알파고의 첫 번째 승리는 이세돌 9단이 익숙치 않은 상대 

때문에 제대로 된 실력발휘를 못했던 탓’으로 여겼던 관중들의 평가는 알

파고의 실력을 재확인하며 암울하게 변해갔다. 언론 기사 및 사설, SN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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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글은 기계 발달에 따른 인간 소외 문제를 우려하며 ‘제2의 러다이트’ 

운동을 언급했다. 한 온라인 기사는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많은 혜택을 인

정하면서도 해당 기술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력을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 

기술의 그것에 견주어 소개하기도 했다.55)

심지어 이세돌-알파고의 대국장 앞까지 직접 찾아가 시위를 벌인 사람도 

있었다. 세명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이경목 교수는 4국째 날 아침 대국 

장소인 포시즌스 호텔 입구에서 인공지능 개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피켓

을 들고 일인 시위를 펼쳤다. 그는 시위 현장에서 “이번 대국으로 인해 인

공지능이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하며 “기계 윤

리 확립과 같은 대비 없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디스토피아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56) 이 9단을 영화 <터

미네이터> 속 전쟁 영웅 존 코너로 빗댄 ‘돌 코너’ 패러디가 유행처럼 퍼

졌고, 그러한 상상 속에서 알파고는 미래 사회의 지배자이자 인류의 위협

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인공지능이 불러올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반대하는 

여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

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파괴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지배하는 

인공지능’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알파고의 승리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

적인 성장을 읽어냈다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오히려 인공지능 연구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전문가들은 알파고를 첨단 기술,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

에 속하는 연구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인공지능이 공개 

대회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면, 이는 기계의 승리라기보다 그 

기계를 만들어 낸 프로그래머의 승리로 이해해야 했다. 앞서 경기 전 알파

고의 패배를 예상했던 감동근 교수의 다음과 같은 서술은 이러한 맥락과 

직결된다. “그렇다. 알파고도 결국 인간이 개발한 것이다. 나는 바둑 팬으

로서 이세돌 9단의 승리를 고대했지만, 그렇다고 알파고가 무참히 패배하

는 것도 과학자로서는 슬픈 일이다. 1956년 인공지능이라는 연구 분야가 

55) 공감신문 (2016. 3. 12), 「대량살상무기의 도발…북한 핵보다 알파고가 무섭다」.

56) 민중의소리 (2017. 3. 13), 「이세돌 알파고 4국 대국장 앞에서 1인 시위한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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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지 60년 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의 피땀 흘려 공동 연구한 결과가 오

늘의 알파고인데, 이것이 가장 재능 있는 단 한 명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57)

  이것은 알파고의 개발사 딥마인드측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피력하고 

있던 입장이기도 했다. 경기 개최 전날 열렸던 제3차 기자회견에서 하사비

스 대표는 “[본 경기를 통해]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나?”라

는 기자의 질문에 경기의 결과와 관계 없이 똑똑한 과학자들이 알파고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곧 인간 창의성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

다.58) 알파고의 승리를 통해 자사의 기술 수준을 널리 알린 구글의 목표

는 줄곧 ‘인공지능을 통해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인공지능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상품을 소비할 대중적 지지 또한 필수

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디스토피아적 상상은 분

명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 하사비스 대표는 국내에서 열린 한 특강에서 알

파고의 승리로 늘어난 디스토피아에 대한 우려와 인류의 미래에 미칠 영

향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공상과학소설 같은 반응은 과학의 발전에 도움

이 안 된다”고 단호히 답하며,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위협이라기보다 혜

택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툴로 본다. 인간이 하기 힘든 작업이나 지겨운 

일들의 자동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을 준다. 이번 대국에서 보여준 알

파고의 범용 인공지능은 이런 목적을 도와주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

이다.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은 아직도 멀었다. 게

임도 일종의 제한된 환경에서 하는 것이라 그처럼 인간의 영역에 영

향을 끼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59)

하지만 알파고가 이 9단을 꺾고 바둑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한 이상, 그리

고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창의성을 발휘한 이상 미래의 인공지능이 

인류의 위협과 혜택 중 어느 길에 놓여 있을지는 더 이상 그것이 ‘실제로 

57) 감동근 (2016), 『바둑으로 읽는 인공지능』, p.113, 동아시아.

58) 사이버오로 (2016. 3. 8), 「이세돌 “인공지능이 이길 날 오겠지만 바둑의 아름다움은 이해 못해”」.

59) 이데일리 (2016. 3. 12), 「알파고 개발자, 카이스트 강연 “AI는 도구일뿐··· 인간 대체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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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인공지능인가에 달려 있지 않았다. 알파고가 인간이 입력한 알고리

즘에 따라 바둑 경기에서 승리한 것처럼 만약 인공지능이 그에 입력된 알

고리즘에 따라 인간을 대신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 기계는 개발

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 수준

이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섰을 때 ‘인간을 도와주는’ 인공지능과 ‘인간을 

대체하여 그 지위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결국 기술의 본성이 어떤 것이냐보다 사람들이 그 기술을 어떤 것으

로 인식하느냐가 인공지능의 담론을 더욱 크게 좌우하고 있다고 볼 수 있

고, ‘알파고 쇼크’는 이러한 상상을 확장시키는 자원으로 작동하였다.

더욱이 ‘알파고 쇼크’가 제공한 여러 상상은 그와 같은 해 1월 세계 경제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60)에서 제안된 ‘4차 산업혁명’의 어젠다

와 맞물리며 가시적인 제도 및 실천으로 연결되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

달한 미래에 대한 상상은 알파고 쇼크 이전에도 우리 사회에 존재해왔고, 

인공지능 기술 사회를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하거나 인간이 각종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긍정적인 미래로 혹은 대량 실업과 기술 혜택 수혜의 양

극화가 일어나는 부정적인 미래로 각기 다르게 평가61)하는 양상은 과거에

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허나 기술 발달을 거치며 혁신적으로 변화할 미래 

사회에 사전 대비할 것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여러 의제들은, 이세

돌 9단의 패배로 말미암아 인공지능 기술의 위력을 감지한 우리 사회에 

팽배한 여러 논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게끔 했다.

60) 세계 경제 포럼(WEF)은 비즈니스, 정치, 학회 및 사회 리더들과 함께 국제적・지역적・산업적 

어젠다를 구축하여 세계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국제기구이다. 실

제 운영은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는 배타적인 고급 클럽의 성격을 보이며, 회원 기업의 

기준은 매출액 5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기업으로, 산업별・지역별로 개별 기준이 적용된다고 알

려져 있다. 초청받은 정치 지도자들은 현직 정치인으로 국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원수급이 참가한다. 

6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2015년 기술영향평가: 인공지능』, p.336,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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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결합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이후 ‘알파고’는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의미

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가령 알파고는 ‘기계 같이 무뚝뚝하고 반응이 없는 

사람’ 혹은 ‘완벽하고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의 비유로 활용되거나 ‘치밀

하고 완벽한’, ‘꼼꼼한’의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하사비스처럼 알파고하

라』, 『알파고 시대의 부동산 투자』, 『알파고 시대의 영생과 소멸』 등과 같

은 대중서 제목에서 알파고는 혁신의 아이콘처럼 사용되었고 학계 또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 수가 2016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

다.62)

알파고가 가진 철두철미하고 유능한,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이미지와 

알파고 쇼크가 확장시킨 인간 대 기계라는 도식, 과학기술 발전의 명암에 

관한 전형적인 논의들은 지난 세대와는 다른 방식의 삶의 형태를 그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요청과 맞물렸다. 알파고를 구현한 인공지능 기

술은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핵심 기술 중 하나에 불과함에도, 

아래와 같은 서술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마치 새로운 산업 시

대를 여는 실증적인 사건인 양 사용하고 있다.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은 디지털 혁명이 우리 눈앞

에 다가왔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

로 일컬어지는 과학기술혁신은 산업구조의 재편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사회의 패러다임을 일거에 바꾸는 거대한 물결로 우리에게 몰려

오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로봇이 주변도처에서 인간과 대

결을 벌이는 지금의 기술혁신은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 위협이지만 

또한 운명적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63)

62)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키워드의 검색 결과는 2016년 

91건으로 2015년 39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연구 논문은 

어문학(5), 인문과학(5), 사회과학(44), 공학(20), 의약학(3), 농학(2), 예체능(12) 각 분야에서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해 훨씬 다양화되었다 할 수 있다. 누리미디어(http://www.dbpia.co.kr) 

역시 2015년 이전 ‘인공지능’ 검색 결과는 30여 건 정도에 불과하나 2016년에는 175건으로 증

가한다. 분야 면에서도 사회과학(68), 공학(68), 인문학(22), 복합학(14), 예술체육(2) 등 다양한 

전공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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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인용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산업구조의 재편’을 일으키는 

‘인간사회의 패러다임을 일거에 바꾸는 거대한 물결’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은 가히 ‘4차 산업혁명 열풍’이라 할 만한, 해당 

용어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꾸준히 이어진 한 해였다. 4차 산업혁명  

이 해당 표제를 달고 사회 각계의 변화를 제안한 것은 상기한 바 구글 딥

마인드 챌린지 매치가 한창 기획되던 중인 2016년 1월, 세계 경제 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의 기조연설에서였다. 그는 이 신조어를 통해 머지 않

아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기술이 서로 융합되면서 

단순히 상품 제조 방식뿐 아니라 인간 사회 전역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청자가 하나의 문구 또는 문장을 통해 

명쾌히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 슈밥 회장은 18세

기 말 영국에서 일어난 제1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이어진 산업 및 기술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을 그려낸다. 제

1차 산업혁명이 철도와 증기기관을 통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점에서 혁명적인 시기였다면 제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의 발명과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 제3차 산업혁명에서는 반도체, 개인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등장을 통해 인류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특히 가

장 최근이라 할 수 있는 3차 산업혁명은 물성을 가진 제조 상품과 눈에 

보이지 않는 ICT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생산 방식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역시 위 혁명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혁

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신기술에 의해 구체화된다. 슈밥 회장이 제시한 4

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등으로, 주로 3차 산업혁명의 ICT를 

계승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슈밥 회장은 이전 시대와 4차 산

업혁명을 가르는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을 제시한다. 이는 첨단 ICT가 서

로 융합・연결되어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예측력을 갖추게 

63) 서울신문 (2016), 「2016 서울미래컨퍼런스 개회사」, 2016 서울미래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미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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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기술 혁명으로 인한 영향력 역시 속도, 범위와 깊이, 충격 모든 면

에서 전에 없이 파괴적일(destruptive) 것이라는 예측이었다.64)

물론 우리가 슈밥 회장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조어를 굳이 빌려오지 

않더라도, 인공지능, IoT 등의 첨단 기술이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사회 문

제를 촉발할 것이라는 예측은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분석에서 일찍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일례로 2015년 시티 금융그룹(Citi 

financial institution)과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시행한 유럽의 미래 일

자리 지형 변화 연구는 노동시장의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업무 자동화, 자율주행 기술 및 3D 프린팅 기술의 부상 등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나, 이들 연구는 ‘혁명’이 전 사회적 차원에서가 아닌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로보틱스・컴퓨터 각 기술 영역에 대해 이루어졌다고 기술

한다.65) 또한 미국 백악관이 2016년 12월 발간한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

고 경제(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 자동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에 관

한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삼는데,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은 보고서의 도입

부에서 ‘세계경제포럼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동화를 꼽음’을 짧게 언급하는 정도로만 다루어지며66) 주요 분석 내용

은 주로 2013년 옥스퍼드 대학의 칼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Carl 

Frey&Michael Osbourne)이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를 

참고하고 있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한국 사회는 그것이 

선전하는 혁명적인 변화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가령 미래창조과

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과학기술 & ICT 정

책기술 동향’ 격주간지는 ‘인공지능 기술 현황’, ‘소프트웨어 교육’, ‘사물

인터넷 보안’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동향을 꾸준히 소개하면서도 

3월 말이 되어서야 4차 산업혁명을 첫 번째 꼭지로 다뤘다.67) 구글 트렌

64) 클라우스 슈밥, 송경진 역 (2016),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pp.25-32, 새로운현재.

65) Oxford Martin School & Citi Research (2016), “The Technology at Work v2.0: The future is not 

what it used to be”, Citi GPS.

66)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p.8. 

67)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3. 25),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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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이용한 [그림 4]의 검색량 추이 그래프는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에 대한 관심이 이 주목받은 시기가 전 세계

의 추세와 차이남을 보다 확실히 보여준다.

[그림 4] 키워드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범위: 전세계)과 

키워드 ‘4차 산업혁명’(범위: 대한민국)의 검색량 추이 비교 
(기간: 2015.12.24.~2017.02.24.)

[그림 4]에서 빨간색 그래프로 표시된 전 세계의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검색량 추이는 2016년 WEF 개최 첫 날인 2016년 1월 17일

에 정점을 찍고 2017년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비교적 비슷한 수치를 보이

는 반면, 파란색 그래프로 표시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검색량 추이는  

2016년 1월 경 이후로 서서히 증가해 2017년 1월과 2월에 한 번씩 큰 폭

으로 상승했다. 이로부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

이 WEF의 발표가 있을 당시보다 ‘알파고 쇼크’가 일어난 이후부터 꾸준

히 증가해갔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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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키워드 ‘alphaGO’와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범위: 전 세계) 

검색량 추이 비교 (구글 트렌드 제공, 기간: 2016.04.01.~2017.02.28.)

[그림 6] 키워드 ‘알파고’와 ‘4차 산업혁명’(범위: 대한민국) 

검색량 추이 비교 (구글 트렌드 제공, 기간: 2016.04.01.~2017.02.28.)

또한 [그림 5]68)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파고에 대한 검색량이 4차 산업혁

명의 그것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7년 1월 초 하사비스 대표가 개선된 알파고가 온라인 바둑 사이트에서 

세계 바둑랭킹 1위를 포함한 인간 바둑 고수를 상대로 전승을 거둔 사실

을 발표했을 당시 키워드 ‘alphaGo’는 이세돌 9단과의 대국 때만큼이나 

큰 관심을 끌었다. 반면 [그림 6]에서 나타나는 한국 내 ‘알파고’와 ‘4차 

산업혁명’의 검색량 추이 그래프는 보다 역동적이다. 구글 딥마인드 챌린

지 매치가 있던 3월 이후, 키워드 ‘알파고’의 검색량은 점점 줄어들어 

2016년 9월 경 ‘4차 산업혁명’의 늘어난 검색량과 만나게 된다. ‘알파고’

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 추이와 비슷하게 나타나나 ‘4차 산

68) 2016년 3월을 포함할 경우 ‘알파고/alphaGo’의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래프상의 유의미

한 변화를 보이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탐색 기간을 2016년 4월 1일 이후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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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다른 나라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은 양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어쩌면 ‘4차 산업혁명’의 검색량이 점차로 늘어난 것은 신조어 특유의 성

질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하나의 실체로 명

확히 드러나지 않고 그 주변군 단어(‘산업혁명’, ‘인공지능’, ‘ICT’…)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 기술의 파급력에 의해 생겨날 일종의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은 방소드 뱅상과 힐가트너가 지적했던 유행어의 특징에 잘 

부합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소개한 자료집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 기업, 국가 및 세계, 사회, 

개인 단위에서 각자가 마주해야할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여러 행위자들을 

논의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인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의 수장으

로 하여금 파괴적인 기술 혁신의 속도에 발맞출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을 개혁하기를 요구한다. 한편 국가 및 세계의 측면에서는 기술상의 변화

로 인해 시장의 미시권력이 변화할 것에 대응하여 정부의 역할과 평가 지

표 역시 보다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시민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

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각 의제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구체

화되는 방식은 명확하지 않을 것이나, 그 기술을 둘러싸고 벌이는 행위자

의 여러 주장들은 ‘4차 산업혁명’의 드넓은 경계 안에 유연하게 포섭될 수 

있다.

앞선 검색량 추이 그래프가 주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한국의 특별한 관

심에 해당 용어의 유행어로서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다음의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보고서69)는 ‘알파고 쇼크’ 이후 한국 

사회에 인공지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비슷한 시기에 

인공지능을 중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논의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여년 간(1996년 1월 1일-2016년 4월 30

일) 30개 매체의 인공지능 기사에서 나온 키워드를 분석한 것으로, [그림 

7]은 그중에서도 특히 2016년 1월부터 4월 간 ‘알파고’, ‘인공지능’, ‘인공

지능’, ‘AI’를 중심어로 하는 인용문 주제 중심어 연결망을 나타낸다.

69) 오세욱・박대민 (2016), 「AI 21년: 뉴스 빅데이터로 본 인공지능의 역사」, 『News big data 

analytics & Insights』 1,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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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알파고, 인공지능, 이세돌 관련 주제 중심어 연결망 

(기간: 2016.01.01.~2016.04.30.)

이들 중심어 연결망은 ‘이세돌’을 중심으로 하는 군집과 ‘인공지능’을 중

심으로 하는 군집이 나눠져 있고, 이 둘 사이를 ‘알파고’가 매개하고 있었

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인공지능’이 포함된 기사의 인용문에서 ‘알파고’가 

활발히 등장했지만 그 내용 측면에서 ‘알파고’가 주로 ‘이세돌’과의 대국 

차원에서만 거론된 점에 주목한다. 이는 ‘이세돌’과의 대국을 통해 ‘알파

고’가 언론이 인공지능에 주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한편, 정작 인

공지능 전문가들은 ‘알파고’와 상관없는 자신만의 논의를 이어갔다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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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알파고’, ‘인공지능’ 중심어-정보원 연결망 

(기간: 2016.01.01.-2016.04.30.)

연구팀은 또한 [그림 8]과 같이 ‘알파고’와 ‘인공지능’을 언급한 정보원들 

간 연결망을 구성하였다. 이 연결망은 ‘알파고’와 ‘인공지능’을 함께 언급

한 정보원이 박치문 한국기원 부총재,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둘에 불과하

고, ‘알파고’, ‘인공지능’을 언급하는 정보원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들은 특히 알파고에 대해 언급한 정보원은 대부분 대국 이

전에 등장한 데 반해 인공지능에 대해 언급한 정보원은 대국 이후에 주로 

등장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인용문의 내용 측면에서도 대국 전에는 

‘알파고’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대국 후에는 ‘인공지능’

에 대한 일반적인 성찰이 제시되었다고 한다.70)

이상의 양적 분석 자료는 알파고 쇼크의 여파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특수한 관심으로 이어지

게 되었음을 뒷받침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자료는 언론이 경기 이전에

는 주로 알파고의 기술적 측면에 주목했으나 경기 이후 이것이 인공지능 

관련 논의로 변화하였음을 확인시켜주는데, 이러한 분석은 사람들이 ‘알파

고’와 그 승리의 의미를 알파고를 실현케 한 기술의 실체보다 이를 둘러싼 

70) ibid., pp.2-5, fig.1 & f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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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는 3.2절의 주장과 맞닿는 측면이 있

다. 알파고를 정녕 인간에 필적하는 존재라 보아야 할지, 아니면 인간이 

사용하는 기술의 일부로 보아야 할지는 알파고를 만드는 데 쓰였던 알고

리즘의 기술적 본성만으로 만들어진 논의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 유행어를 통해 사람들이 각자의 이

해를 추구하는 과정은, 기술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일방적인 영향에 방점

을 찍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집단의 요구와 기술에 관한 담론

이 기술의 구체적인 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따라서 마지막 절에서는 여러 집단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

사로 두 유행어를 활용하는 현상의 면면에 주목하면서, 4차 산업혁명 담

론과 그들이 공유하는 집단적인 상상이 사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존재했던 

‘새로운 시대의 인공지능 기술’을 독립적인 기술 분과로 만드는 데 기여하

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고는 우선 여러 과학기술 

정책 문건을 통해 ‘알파고 쇼크’ 이전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과 그 

지위를 되짚어볼 것이다.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이후 정부・

기업・개인의 알파고 쇼크, 4차 산업혁명 관련 유행어 사용 양상을 분석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론의 확산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구하며 해당 분과의 제도적 정착에 영향미치고 있음을 보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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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기술 사회를 향한 담론

세계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초정밀 기술을 중심으로 급속한 

기술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이 일상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이 

영향으로 산업에서도 창조적 파괴 현상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은 지금 평생 내내 새로운 기술을 학

습하느라 바쁘다. 이제 평생교육은 사회 교육원에서나 일컬어지는 용

어가 아니라 산업 현장이나 이공계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다양한 

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71)

위 인용의 상황은 일견 기술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를 요청하는, 4차 

산업혁명이 실현된 미래 사회의 모습처럼 보인다. 인용한 글이 창조적 파

괴 현상’의 일상화와 개인의 끊임없는 재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슈

밥 회장은 스스로 “파괴적 혁신의 속도와 발전의 가속화 현상을 받아들이

기도,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으며 그러한 혁신이 계속

될 때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 사이에 점차 심

화되는 양극화를 목격”하게 될 것을 경고한 바 있다.72)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 인용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5년의 한 보고서에서 발췌된 내용이다. 누군가에게는 ‘4차 산업혁명’이 

아주 새로운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 서

로 융합하여 혁신을 이뤄내고 이로써 산업 구조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변화할 것이라는 미래상은 오래지 않은 과거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대 초반의 융합 기술과 최근의 4차 산

업혁명 기술이 실제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낼지보다 어째서 기술에 관한 

논의에 미래에 대한 상상이 끊임없이 동원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1)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다분야 기술융합의 혁신시스템 특성분석』, p.9, 한국과학기

술정책연구원.

72) 클라우스 슈밥, op. cit., p.87,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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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공지능 기술과 사회의 비전

20세기 말, 전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이래 우리나라는 핸드폰, 

반도체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 시장을 꾸준히 확대하며 ‘IT 강국’이라

는 호칭을 스스럼없이 사용해왔다. 그러나 미래 기술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타난 이래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전략이 

제시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과제는 한국 

사회에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는 주로 제조업, 금융, 통신산업 등에 필요한 IT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존재해왔고, 때문에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

인 반도체, LCD, 휴대폰 등의 하드웨어 제품에 비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의 기술 경쟁력은 크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73)  따라서 2014년, 우리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체가 되는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을 전 부처

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 전략”을 

개편하여 소프트웨어 단일 산업에서 국가 사회 제반의 시스템으로 전략의 

대상을 확장하게 된다.

2015년 범부처간 합동으로 시행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 전략”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형의 소프트웨어임을 역설하면

서, ‘소프트웨어 없이는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유지 및 향상할 수 없’으며 

‘애플 앱스토어, 구글 스마트카, Industry 4.0’을 예시로 세계 주요국 역시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의 의제와 유사하게 소프트웨어 기술 사회에서의 ‘개인・기업・정

부’가 각기 어떤 비전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그림 9]와 같이 그려내고 있

었다. 해당 정책은 첫째, 개인 영역에서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개인이 되도

록 소프트웨어를 체화시킨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둘째, 기

업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셋째, 정부 영

73) 이기식・오철호 (2012),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위기원인도출을 중심

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 p.98, 한국정책과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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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국가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선도적으로 사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을 제안했는데74), 이러한 비전은 4차 산업혁명의 의제가 지

향하는 바와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림 9]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 중 SW 중심사회 생태계 도식(일부)

하지만 흥미롭게도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미래 사회의 비전을 실천하는 

핵심기술로 꼽힌 인공지능 기술은 이와 유사한 비전을 공유하는 “소프트

웨어 중심 사회 실현 전략”에서 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무

인비행체’, ‘지능형 로봇’, ‘스마트공장’ 등의 미래성장동력 기술은 인공지

능이라는 표현보다 ‘스마트’라는 수식어와 주로 어울렸다. 2015년 3월 미

래창조과학부가 새롭게 제안한 ‘K-ICT 전략’의 9대 전략산업75)에서도 핵

심 산업은 인공지능이 아닌 ‘소프트웨어’, ‘IoT’, ‘빅데이터’ 등의 분야였

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이 개최되기 직전에 발간된 소프트웨어 정책연

74) 관계부처합동 (2015. 7. 23), 「소프트웨어중심사회 실현 전략」.

75) 소프트웨어, IoT, 클라우드, 정보보안, 5G, UHD, 스마트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 9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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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의 한 보고서 역시 ‘소프트웨어로 컴퓨터가 과거 인간만의 영역이었던 

정신적 업무도 점차 대체해 감에 따라 컴퓨터는 모든 산업과 업무에 활용

될 수 있는 보편적 기계로 진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차후 구조적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문제 삼는데, 필자는 인공지능이 아닌 일반적인 소프트

웨어 능력이 함양된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다.76) 일련의 서술은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가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미국, 

독일 등의 국가가 첨단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

으며 인공지능 자동화로 인한 실업 문제 등이 가까운 시일에 발생할 것이

라는 점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파고 쇼크’가 일어나기 전 인공지능 기술은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는 커다란 

범주 아래 그 모습이 감추어져 있었다. 

물론 기존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전

무한 것은 아니었다. 2013년 발간된 한 보고서77)는 ICT와 융합기술 분야

에서 향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주목해야 할 7대 기술’ 중 하나로 ‘딥 러

닝 알고리즘(빅데이터, 심층신경망)’78)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가령, 

해외에서의 인공지능 연구가 주로 IBM,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국내의 연구는 일부 대학과 연구기관, 혹은 산학연 

연계의 R&D 프로젝트를 통해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었다. 글로벌 기업이 

일상에 바로 적용가능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운용하고 있

었던 반면, 주로 국책 과제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인공지

능 연구는 과제가 설정한 종류의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

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2013년부터 10년 간 1070억 원의 투자가 결정된 ‘엑소브레인 소

76) 이동현 (2015a), 「SW중심사회에서의 미래 일자리 연구: 컴퓨터화의 위협과 대응전략」, 『소프

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슈리포트』 2015-016,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7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창의미래연구소 (2013), 「ECOsight 기반의 미래기술 전망: 기술・인문・사

회 통합적 기술예측」,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8) 해당 보고서에서는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고도 컴퓨터 스스로가 사용자 이력정보나 외부의 상

황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점, 장소 등 현재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제공하

는 기술’로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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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 프로젝트’는 20여 개의 산학연 단체가 참여한 우리나라의 대표 

인공지능 R&D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엑소브레인’은 자연어 처리, 시각 

인지, 데이터 처리와 같은 기본적인 인공지능 기술 구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책적 투자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으나, R&D의 결과물을 지난 2011년 퀴즈쇼에서 인간을 상대로 

승리한 IMB사의 왓슨과 같은 형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의 유연

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소프트웨어 정책에서 인공

지능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해당 분

야에 대해 그 이상의 기대는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주로 쓰이는 또 다른 기술 영역인 로봇 산업 분야에서

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로봇 산업은 주로 IMF 외환

위기 전까지는 제조업용 로봇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가 2001년 이후 IT 기

반 서비스 로봇 산업으로의 전환을 점차 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략의 

변화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지능형 로봇’79)이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정책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능형로봇산업 비전과 발전전략(2004)”,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2008)”, “제1・2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2009; 2014)” 등의 로봇 관련 법률과 정책은 ‘지능형 로봇’의 생산과 보급

에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성능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지능적 활동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투자를 꾸준히 독려해왔다. 문제는 우리나라

의 로봇 산업이 지능, 인식 등의 원천 기술면에서 크게 뒤쳐져 있다는 사

실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된 반면80),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서 인

공지능 기술이 전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산업자원부

가 관여하는 로봇 산업,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했던 소프트웨어 정책 모두

에서 딥 러닝과 같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은 단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뿐 우리의 비전을 실현해줄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발판으로 한 ‘발전된 

79) 2009년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서는 지능형로봇을 “외부환경을 인식(perception)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cognition)하여 자율적으로 동작(mobility&manipulation)하는 로봇”이라 

정의했다.

80) 관계부처합동 (2009. 4. 17),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 계획」; 관계부처합동 (2013. 5. 30), 

「지능형 로봇 2013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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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상에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을 참고한다면, 

알파고 쇼크 이후의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의 ‘경고’에 반응해 인공지

능 기술을 미래를 위한 필수 지식으로 인식하게 된 것과 달리 그러한 비

전이 반드시 인공지능이라는 특정 기술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만은 아니

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을 위한 인프

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 소프트웨어 기술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점, 

신기술에 잘 적응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으로 끊임없

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 등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롭

게’ 등장한 어젠다라고는 할 수 없었다. 다만 이전과 달리 4차 산업혁명 

담론의 핵심 기술에 인공지능이 위치하게 된 것은 알파고의 성공이 결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 열풍이 일어나기 직전

인 지난 2015년 말에 시행된 한 설문 결과는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준다.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가 기업, 정부・공공 기관, 대학・대학원, 연구기관

을 망라한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종사자를 상대로 시행한 ‘2016년 소프트

웨어 산업 이슈’ 예측 설문에서, 당시 ‘인공지능・머신러닝’을 차세대 기술 

이슈로 꼽은 사람은 전체 응답자 708명 중 고작 57명(8%)에 불과했으며81)

이들 응답자는 기업, 정부・공공 기관 관계자이기보다는 대부분 대학・대

학원, 연구기관 소속 종사자들이었다. 인공지능 기술과 직접 관련되는 ‘스

마트 로봇 활용 서비스 시장 확대(13.5%)’, ‘자율주행・스마트카 시장 선점 

경쟁 심화(13.3%)’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기는 했으나 선정된 다른 10대 

이슈에 비해 응답 비중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듬해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2017년 소프트웨어 산업 이슈’에

서 ‘인공지능’은 모든 기관을 불문하고 가장 주목받는 최상위 화두로 선택

받는다.82) 눈에 띄는 연구 과제라고는 엑소브레인과 같은 한국형 퀴즈 인

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고작이었던 인공지능 기술 분야가 일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제조업, 증권・투자, 교육 등 분야를 막론하고 전 사

81) 이동현 (2015b), 「국내 SW전문가들이 예상한 2016년 SW산업 이슈」,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슈리포트』 2015-019, p.9,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82) 인공지능(1위), 사물인터넷(2위),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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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영역에 사용될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알파

고 쇼크’라는 한국 사회의 공통 경험과 ‘4차 산업혁명’의 열풍을 거치며 

만들어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상과 담론은 사회 각 영역이 품고 있던 

어젠다와 접착하여 때로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때로는 이에 대한 방해

물로 형상화되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문제 의식과 비전은 유

행어를 통해 마치 새롭게 제시된 신선한 어젠다인 양 겉모습을 바꾸었다. 

이제 이어지는 절에서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의 쓰

임을 통해 여러 집단의 논의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

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5.2. 알파고 쇼크 이후의 신조어와 그 확산

본 절의 목표는 알파고 쇼크 이후 어떻게 ‘정부’, ‘기업’, ‘개인’ 내 여러 

행위자들이 4차 산업혁명의 담론과 유행어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의제를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2015년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

현 전략’과 슈밥 회장의 4차 산업혁명 보고서는 정부, 기업, 개인을 신기

술의 영향을 받을 군집으로 제시했었다.83)  

5.2.1. 정부 :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

앞서 살펴보았듯 기존 정부 정책에서 인공지능은 일부 과제에서 모습을 

비추기는 했으나 그리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기술이었다. 그러나 알파

고 쇼크 이후, 지능정보기술시대의 제1관심사는 단연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었다. 이 9단과 알파고의 경기가 끝난 3월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를 필두

로 한 여러 정부 기관에서 ‘4차 산업혁명’을 분석했는데, 특징적이게도 몇

몇 장면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은 ‘국가가 마주한 위기의 순

83) 관계부처합동 (2015. 7. 23), 「소프트웨어중심사회 실현 전략」; 클라우스 슈밥,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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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 불리게 된다. 알파고와의 경기 내용을 

과학기술 정책의 향방과 연결짓는 아래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을 자연스럽게 연결짓고 있는 일례라 할 수 있다.

그저께 끝난 이세돌 9단과 알파고와의 대국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

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상을 확인하면서 모두가 충격을 받았

고, 이세돌 9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분발하는 모습을 보면

서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국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

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되돌아 볼 수 있었고, 기계가 일자리

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인간과 기계

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

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이번 알파고 쇼크를 계기로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큰 경각심과 자극을 받

은 것이 역설적으로 상당히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84)

상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冒頭) 발언은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가 

끝나고 불과 며칠 뒤인 2016년 3월 17일 시행된 ‘지능정보사회 민관협동 

간담회’에서 제언된 것이다. 그리고 해당 간담회에서 발표된 두 가지 새로

운 정책은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 기술을 

상당히 중요한 안건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첫째, 박근혜 대통

령은 국과과학기술심의회와 같은 기존 자문 기구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인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출범하겠다고 밝혔

다. 이러한 과학기술전략회의의 목표는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와 같은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정계 인사가 4차 산업혁명의 

어젠다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

춰져 있었다. 이는 해당 정책 발표 당시 정계에서 ‘4차 산업혁명’을 범부

처적 협력 차원을 넘어서 국가 수뇌부의 직접 개입과 신속한 대응을 필요

로 하는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84) 「지능정보사회 민관협동 간담회 영상」 중 박근혜 대통령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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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학기술전략회의 출범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산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지능정보 연구원의 설립을 제안했다.85) 해당 정책 브

리핑을 담당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 측에서 

지능정보산업을 위한 기초 기술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산업 규제 완

화 등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이 그러한 지원의 중심

이 될 것이라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의 설립 제안이 

정부를 통해 공식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의 성격이 정부 산하

의 연구소가 아닌 “우리 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

여 공급할 목적으로”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86)한 기업 소유의 

연구소라는 점에 있다. 즉 지능정보기술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자 하는 주

체가 정부인 데 반해, 연구소의 운영은 일곱 개 참여 기업을 주축으로 하

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연구원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연구원의 비전을 밝히고 있

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우리에게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과 능력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올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란 화두로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일자리에서 큰 변화가 온다고 경고하

면서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

은 스마트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핵심 기술로서 의료진단, 금융서비

스, 무인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 정보보호 등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

공지능 기술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

여 민관에서 인공지능에의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다행이라

고 생각합니다.”87) 후술하겠지만, 이는 산업계에서 알파고 혹은 4차 산업

혁명이란 키워드를 다루는 방식과 사뭇 차이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필두로 한 지능정보기술 육성 계획 발표에는 박 대통령

의 모두발언에서 언급된 바대로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상당한 영

향을 끼친 것이 분명해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관계자가 본 정책의 발표 

85) 미래창조과학부 (2016. 3. 17), 「지능정보산업 육성 관련” 정책 브리핑 전문」

86) SK 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KT, 네이버, 한화생명 총 7개 기업이 참여했다.

87) 지능정보기술연구원 홈페이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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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대한 질의에서 “3월 정도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도 있고, 사실 그때 발표할 때는 

사회적 수용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적, 이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타서 하게 된 것이고”88)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도 동일한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지능정보기술 육성을 정당화하는 정부 관계

자의 발언에서는 구글, 왓슨,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 있기는 하나 아직 이 분야에서 선두를 점한 나라는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

지능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부 역시 향후 5년 간 지능정보

산업 분야에 1조원 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먼저 지능정보산

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민간 영역에서의 투자 규모를 키우는 것

이 그들의 목표였다.

정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알파고 쇼크’의 위기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논의가 차세대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

한 정당성을 부과해주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국내 인공지능 연구는 대부분 

정부 과제에 의존해 단기 수요가 많은 연구만을 진행하고 있었다. 가시적

이고 의미있는 국내의 인공지능 연구 및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비단 인공지능 

기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인공지능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

에는 일찍이 소프트웨어 기술 사회를 실현하는 데 문제되었던 사안이 고

스란히 반영되어 있었다.

<질문> 민간연구소에서 정부의 역할을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

세하게 정부는 그럼... 해야 하는 역할,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참여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들에 기준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답변> 지금 보시면 이 모든 변화가 가장 기본적으로서는 (…) 기술

의 커다란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산업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래부의 역할이 클 수밖

에 없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89)

88) 미래창조과학부 (2016. 3. 17), 「지능정보산업 육성 관련” 정책 브리핑 전문」 중 질의응답,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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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발언에서 정부는 기술 변화에 따라 산업 변화, 사회 변화가 순

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근거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산업 분

야에의 대대적인 투자를 공표했지만 실상은 이와 반대였다. 인공지능 기술

은 분명 존재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은, 가지지 못한 기술

이었다. 한국 사회에서의 기술 변화는 오히려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중

심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해 나가는 세계적 흐름으로부터 유입된, 향후 달

성해야 할 목표에 가까웠다. 따라서 정부의 새 정책 제안에서 ‘알파고 쇼

크’는 인공지능 기술의 위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4차 산업혁명’은 알파고 

쇼크를 계기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선도적 기술 수준의 장으로 형상화되

었다. ICT를 중심으로 이행되었던 기존의 과학기술 정책은 인공지능이라

는 새로운 핵심 과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달성되어야만 하는 어젠다로 

모습을 바꾼다.

5.2.2. 기업 : 인공지능 산업 시장 형성

알파고 쇼크 이전에도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시장은 분명 존재했다. 인

공지능 관련 중소기업 뿐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의 대기업 계열사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 담론이 형성된 이후로 인공지능 기술 시장은 판매자

와 소비자 양측에 더욱 가시적인 것으로 떠오르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는 알파고의 승리가 인공지능 기술의 위력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 알파고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의미 있는 효과를 만

들어낼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알파고를 매개로 더욱 

많은 인공지능 제품을 접할 수 있었다. 언론에서 인공지능 관련 상품을 알

파고에 빗대어 소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령 현대 자동차에서 출시된 

자율주행차의 명칭은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임에도 언론은 이를 ‘자

89) Ibid.,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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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판 알파고’라는 표현으로 소개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언론은 기업의 

신제품을 구글의 기술력 또는 알파고의 성능과 비교서술하면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수준(상품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상의 기준을 제시해주었다. 

“네이버, “아미카, 구글과 싸울 AI 핵심무기””90)라는 기사 제목이나 ““AI 

번역, 구글도 앞선다”… 네이버 韓·英 번역↑”91)이라는 기사 내용이 이

에 해당하는 예시라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알파고의 승리는 기업의 투자를 위한 유인 동기로 작용

하였다. 첫째, 이는 인공지능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였다. 알파고는 특정한 ‘상품’이라기보다 그러한 상

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구현된 결과물이다. 그러한 점에서 구글 딥

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구글이 인공지능 기술 면에서 IBM, 페이스북, 아마

존과 같은 여러 기업들 중에서도 단연 선두에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

었던 이벤트였다. 전체 대국 상금인 100만 달러(약 12억 원)도 분명 큰 돈

이었지만, 업계에서는 알파고의 승리를 통해 구글이 상금의 100배를 상회

하는 부대 이익을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대

한민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주목받았으며, 5번의 대국 

때마다 경기 결과와 내용에 대한 외신 보도가 쏟아졌다. 대국 온라인 생중

계가 이루어진 동영상 서비스 ‘유투브’ 역시 구글 소유의 플랫폼이었고, 

무엇보다 바둑 고수를 상대로 한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압도적인 승

리는 과거 IBM이 개최한 인간과 인공지능의 퀴즈 쇼 이상의 인상을 남겼

다.92) 알파고에 탑재된 것과 같은 범용 알고리즘이 구글 어시스턴트와 같

은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에 적용되었을 때, 알파고의 승리는 그 서비스의 

상품성을 보증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이를 만든 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보장

해줄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인공지능 기술 상품은 기업의 새로운 사업 모

델로 제시될 수 있었다. ‘알파고’가 기업 역량을 선전하고 소비자의 관심

90) 지디넷코리아 (2016. 10. 14), 「네이버, “아미카, 구글과 싸울 AI 핵심무기”」.

91) 이데일리 (2016. 11. 13), 「“AI 번역, 구글도 앞선다”··· 네이버 韓·英 번역↑」.

92) 포커스뉴스 (2016. 3. 11), 「알파고는 세계서 가장 똑똑한 광고판?… 이세돌-알파고 대결, 구

글 홍보효과↑」.



- 57 -

을 효과적으로 이끈 성공 사례로 형상화된 이후, 연일 국내 기업의 인공지

능 기술 투자 소식이 언론 보도를 탔다. “알파고의 등장은 인공지능 경쟁

의 서막을 알리는” 일이었고, “알파고 이전에는 AI의 개발이나 투자에 대

한 이해가 부족했으나 알파고 이후 AI의 개발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알파고는 AI가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모

멘텀을 만들어줬다”93)고 밝힌 박명순 SK 텔레콤 미래기술원 원장의 평가

는 알파고라는 성공 사례가 있음으로써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투자가 보

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뒷받침해준다. 같은 그룹사인 박정호 

SK 텔레콤 사장 역시 2017년 시무식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

민국 대표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될 것을 아래와 같이 선언하면서, 자신들

이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선제적인 어젠다를 제시하는 ‘정보통신 기술 기

업의 맏형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경과 영역

이 없는 전면적인 글로벌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 경

쟁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사업 모델을 혁신해내고, 글로벌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룹 내 

모든 정보통신 역량을 총결집하고 과감한 투자와 글로벌 사업자들과

의 협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94)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선전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전면에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다. 

2013년 네이버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별도로 분사(分社)하였던 네

이버랩스는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투자를 강조하면

서, 인공지능 번역기 ‘파파고’, 음성인식 대화 서비스 ‘아미카’ 등을 대대적

으로 선전했다. 다음카카오 역시 기업 차원에서 미국 청와대의 인공지능 

보고서를 직접 번역, 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인공지능 기술에 보

93) 아시아경제 (2016. 11. 9), 「<2016 여성포럼> 박명순 SKT 미래기술원장 “인공지능 기술은 삶

의 동반자”」.

94) 서울경제 (2017. 2. 14),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4차 산업혁명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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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숙해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또한 SK 그룹, 네이버 등은 대

학에서 인공지능 인력을 직접 교육하여 고용하는 산학 장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공지능 인력을 꾸준히 흡수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 시장의 형성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만 포착되지 않았다. ‘4

차 산업혁명’의 의제 안에 인공지능 기술에 특화된 독자적인 산업 집단이 

형성된 것이다. 2016년 12월 발족한 ‘지능정보산업협회’는 약 60여 개의 

산업체 및 대학, 정부기관이 회원으로 포함되어있는데, 그 주축을 SK 텔

레콤(초대 회장사), 솔트룩스, 이스트소프트, 와이즈넛(초대 이사 기업) 등 대

기업, 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

S・ICT총연합회’라는 또 다른 협회가 발족하는데, 두 협회는 모두 자신들

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자임을 주창한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의제를 

공유하지만 방향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능정보산업협회의 핵심 단체가 

기업인 것과 달리 한국SW・ICT총연합회에는 ‘빅데이터기업협의회’, ‘중소

기업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컨설팅학회’ 등 

소프트웨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70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확실히 지능정보산업협회와 한국SW・ICT총연합회는 4차 산업혁명을 주

도, 확산한다는 미래의 상을 공유하고 있지만 전자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

의 동향과 비즈니스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활동을, 후자의 경우 ‘SW・

ICT 독임부처 신설’과 같은 소프트웨어 정책의 측면에서 활동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를 공유하지만 각기 다른 ‘사회기술적 상상’

을 품고 있는 소집단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능정

보산업협회와 같은 단체는 기업 영역 내에서 여러 소프트웨어 분야 중에

서도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집단

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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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개인 : 생존을 위한 (재)교육

개인 영역에서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이 특히 문제되는 지점은 우

리가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을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와 관련 깊었다.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이후 

사교육 시장에 불어닥친 코딩 교육 열풍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 

기사는 서울 강남권의 한 코딩학원에서 미국 현지에서 열흘간 코딩을 배

울 수 있는 600만 원 짜리 코딩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딩 학

원, 코딩 과외뿐만 아니라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유치원까지 등장했다. 자

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코딩교육이 없으면 학부모끼리 모여 방과후 교육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한다.95) 또 다른 기사에서 15년 이상 소프

트웨어 교육에 종사한 한 학원장은 “알파고가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준 것

은 사실”이며 “15~20년 전에도 중고교생 사이에 컴퓨터 교육 열풍이 불었

는데 그때는 대학 입시,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취득이 주요 목적이었다. 

지금은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코딩 교육을 주목하는 

것 같다”96)는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다. 

위와 같은 기사가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하려는 개인의 사례를 보여준다

면,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에 개입하는 주요 단체는 교육계 관련 기관

이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 계획’ 당시에도 공교육 

장면에서는 ICT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는 필수 교육 과정

을 통해 각 개인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체현하여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발

휘하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펼쳐졌고,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서는 ICT・

융합 기술 중심의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이 중요 과제

로 떠올랐다. 소외 계층 교육이나 성인 이상의 재교육에 관한 정책 또한 

언급되었으나, 대부분 직업 선택에 더 많은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95) 매일경제 (2017. 3. 21), 「‘사교육도 4차 산업혁명중?’ 대치동에 등장한 실리콘밸리 캠프」.

96) 동아일보 (2016. 6. 15), 「코딩이 뭐야? 컴퓨터학원 달려가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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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 사회가 ‘알파고 쇼크’를 목도한 이후, 4차 산업혁명이 경고

하는 일자리 위기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 및 기

술의 습득을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으로 느껴지게끔 했

다. ‘어떤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인가’를 말하는 기사, 보고서, 

다큐멘터리 등이 연일 노출되었고, 이는 이미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성

인에게도 통용되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교육 기관 및 단체가 강조

하는 교육 어젠다 역시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 담론에 참여하게 된

다. 아래의 글은 공교육 현장에서 알파고 쇼크 이후 교육 혁신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대두되었음을 보여준다.

인공지능 기술과 알파고의 실력이 놀라운 수준이긴 하지만, 세계 모

든 나라가 한국 사회와 교육계처럼 충격과 불안의 소용돌이에 빠진 

것은 아니다. 유독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충격과 불안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벌어진 곳이 서울이기 때문이 

아니다. 한국 사회와 교육계가 유난히 미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은 탓도 아니다. 한국 사회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교육에 집중적

으로 자원을 투입해왔지만 전혀 미래를 향한 대비가 되지 못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알파고 쇼크는 한국의 교육현실이 

미래 교육의 핵심과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알려줬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과 자원을 교육과 학습에 집중 투자하고 있지

만, 그 투입의 결과가 미래에 거의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파

고를 통해 확인했다.97) [강조-인용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순 암기식 교육 방식

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미래창조

과학부와 교육부가 참여한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의 주

요 정책이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 민관이 협력한 친(親) 소프트웨어 문화 확산 등이었

97) 구본권 (2016), 「인공지능시대 미래교육의 과제」, 『2016 서울미래교육포럼 인공지능시대의 이

해와 서울미래교육』, p.35,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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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98), 2016년 말 발표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

향과 전략’에서는 정책 추진 배경에 4차 산업혁명이 자리하여 우리나라의 

미흡한 준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혁신이 권장되었다.

새로운 정책은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인간만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새로운 교육 주제로 제시하였

다. ‘창의 융합 인재’와 ‘교육 패러다임 개혁’의 중요성은 “엄청난 속도의 

기술 진보로 인해 기술이 인간을 위협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우

려”를 거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사회성・윤리성 등을 키우는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의로 나아갔다.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전문화’를 추구하면서 앞으로 있을 사회양극화와 인

간소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생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인간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99)

정부 기관 외부의 교육 종사자들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을 논의

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한국대학신문이 주관하는 ‘UCN 프레지던트 서

밋’은 30여 명의 전국 사립대 총장과 교육기관장이 4차례에 걸쳐 “4차 산

업혁명과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의견을 나누도록 했다. 논의는 대체로 고

등교육이 이전에 추진했던 과제들과 맥을 함께 했으나, 여기에 교육 내용

뿐 아니라 대학 구조에 있어서도 혁신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었다. 

한편 전문대교협은 이와 다른 전략을 펼쳤다.100) 그들은 정치권에서 나오

는 교육 정책이 주로 초중고 이슈에만 집중되어 있기에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의 실제 현장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대교협은 ‘4차 산업혁

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에 산업 및 인력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학벌지상주의만을 강조해서는 미래 경쟁력이 없다고 역설

한다. 개인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직업교육을 받아야 ‘기계에 대체되지 않

는’ 인재로 생존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전문대교협의 입장은, 4차 산업혁

명의 의제에 공감하는 여러 집단들 사이에서도 집단의 이해추구를 위해 

98)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 (2015. 7. 20),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소프트웨어 교육 청사진 나왔다」.

99) 교육부 (2016. 12),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100) 한국대학신문 (2017. 3. 28), 「‘장미대선’에 지워진 직업교육 4차 산업혁명 변죽만 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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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방식으로 인공지능 기술 담론을 활용하는 또 하나의 사례를 보

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3. 한국 사회의 기저에 있는 사회기술적 상상

일련의 현상은 정부・기업・개인 영역의 개별 집단이 공통적으로 공유하

는 4차 산업혁명의 의제 아래서 각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 유행어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기관에서는 국

가 수뇌부 차원에서 국가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술 생태계의 구축

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요청이 기존 정책에서 제시되었던 소프트웨

어 산업 생태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에는 

‘알파고 쇼크’로 인한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기

술의 육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시장을 활

성화하기 위해, 혹은 기본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좀 더 힘을 싣기 위해 4

차 산업혁명의 수사를 사용하는 집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교육 장면에서

는 개인의 생존을 위한 컴퓨터 전반의 교육이 중요해진 한편 기계와 구분

되는 인간만의 능력을 계발할 것을 강조하는 ‘인간화’의 어젠다가 새롭게 

제시되었고, 그 빈틈을 노려 전문 직업 교육의 특성화 지지를 요청하는 집

단이 나타나기도 했다. 

만약 서로 상이한 개별 집단의 상상이 단지 사회에 흩뿌려져 존재할 뿐

이라면, 이러한 상상은  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

다. 근대인들이 ‘실험’이라는 공공 영역에서의 장치를 통해 공동의 과학 

지식을 구축하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받아

들임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회기술

적 상상’이 사회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상상이 집단적

인 상, 즉 사회에 마땅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만 한다. 앞서 

‘사회기술적 상상’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상이 이미지, 유행어와 같은 

수사적 자원과 각종 제도 및 정책에 의해 집단적으로 공유되고 또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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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향후 어떤 형

태를 갖추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추측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나, 

인공지능 기술이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를 경유하며 

‘모두가 알아야 할 어떤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고 4차 산업혁명 유행이 나타난지 얼마되지 않은 현 시점에 이러한 상

상을 보다 실천적인 것으로 규합하는 우리 사회의 ‘사회기술적 선구자’는 

바로 정부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그들이 품은 사회기술적 상상을 퍼뜨리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첫째, 정부는 공식적인 행사와 발

표를 통해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건으

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경기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어느 집단에서든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국가 수뇌

부 인사가 호명하는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은 각종 매체를 타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다루어야 할 공적인 사건으로 전파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알파고 쇼크를 우리 사회에 인식의 전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종의 기회로 표현한 것을 떠올려 보자. 이와 비슷한 시기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9단을 비롯한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국무총리 공관으

로 초대해 바둑계 인사 간담회를 개최한다. 황 국무총리는 이세돌 9단의 

도전정신과 그간 우리나라의 바둑 기량을 드높여 온 바둑기사들의 공을 

높이 사는 한편, 이 자리에서 “바둑계가 일깨워준 인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도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

는 뜻을 표했다.101) ‘알파고 쇼크’에 관한 한 이세돌 9단에 대한 황 국무

총리의 치하는 단순히 바둑계의 부흥을 격려하기 위함이 아닌 해당 사건

이 4차 산업혁명의 준비를 위한 포문을 열어준 것, 또한 4차 산업혁명 시

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보여준 것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었다. 

둘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기관, 법률, 예산 등의 다양

한 제도적 장치를 새롭게 편성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대통령 직속 과

101) 월간 바둑 (2016b), 「바둑 국가대표팀, 국무총리 초청 오찬 간담회 참석」, 『월간 바둑』 586, 

p.21, 한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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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 컨트롤 타워인 ‘과학기술전략회의’, 정부 주도의 ‘지능정보기술연구

원’ 등이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의 육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

책 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진작하기 위한 노력은 예

산 편성 과정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미래부는 2017년에 인공지

능 소프트웨어 연구를 위한 인공지능, 하드웨어, 기초 기술 3개 분야에 총 

1,6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 1,106억 

원에 비해 47%나 증가한 규모였다. 인공지능 기술을 위한 응용 서비스 확

산과 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면 인공지능 기술 

관련 예산은 총 2,257억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 63%나 증가하였다.102)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민간 영역에서의 투자가 전례없이 큰 규모로 이루

어지고 있는 추세임은 확실하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은 4차 산

업혁명의 논의가 등장한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 산하 기관들

은 정책과 관련된 개별 소집단이 가진 여러 이해를 민간 집담회를 통해 

수용 및 조율할 수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ICT정책 해우소’

가 이에 해당하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본 민간 

집담회를 통해 정부가 그리고 있는 지능정보산업 관련 정책의 로드맵을 

사전에 전달할 수 있었다. 한편, ‘지능정보산업협회’와 같은 민간 업체는 

이러한 집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이슈와 산업 현장에서 나타

나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한다.103)

비록 알파고 쇼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 년 남짓한 기간 동안만 운영되

었을 뿐이었지만, 비슷한 논제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중요 정책으로 대

두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 관련 논의가 새로운 정부에서도 

주요한 과제로 수행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육성은 과학

기술 정책의 일환이나, 4차 산업혁명의 어젠다는 일자리와 관련한 노동 

문제, 새로운 시대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정책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

다. 탄핵을 둘러싼 이슈가 한국 사회 내부의 문제였다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은 한국 사회 밖에서 닥쳐 올 외부 문제라 할 수 있었다. 더불

102) 이데일리 (2017. 3. 8), 「미래부, 인공지능 R&D에 1630억 투입··· 전년보다 47% 증가」.

103) 이데일리 (2017. 1. 22), 「자율주행차・지능정보 의료, 어떻게 키울까··· 미래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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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주당의 문재인 대선 후보의 경우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인 ‘4차 산

업혁명위원회’를 구상할 것을 제1공략으로 내세웠으며, 다른 후보들 역시 

대부분 그들의 10대 공약 안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포함시켰다.

  박근혜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어젠다를 제시하고 또한 타 집단의 

어젠다를 정책적 제안 아래 모집하였다면, 대선 기간 당시 각 후보 캠프 

역시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각 후보 집단은 자신들의 

의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 유행어를 활용하

였는데,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대선 기간 동안 당 차원에서 ‘알파고’가 가

지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그들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기업가인 점을 부각하기 위해 ‘알파고 시대 지도자’

임을 언급하거나104), 보수 진영 분열에 관한 당 차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

에 요즘 국민들의 정치 이해가 알파고 수준이기 때문에(‘알파고 국민’) 제대

로 된 정치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답변을 꾸준히 내놓기도 했다. 이들처

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선거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 알파고 쇼크와 관련

된 인물들이 포함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이세돌 9단이 

안희정 충청지사를 지지한 것이 화제가 되거나, 문재인 후보 캠프에 바둑

기사가 포함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정책에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나, 국민들에게 간접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된 후보라는 인상을 전달해주었다.

다른 한편 각 후보 캠프는 노동,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간의 4차 산

업혁명 관련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행동하려 하는 ‘사회기술적 선구자’ 

집단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정부 기관이 여러 단체

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던 것처럼 대선 후보들 역시 민간 

영역의 어젠다를 수용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한국SW・ICT총연합회’가 소

프트웨어 정책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한 11개 조항을, ‘전문대교협’이 전

문교육 교부금 및 법・행정적 지원 체제의 확립 그리고 교육부 내에 고등

직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관련 부서를 설립할 것을 각 대선 후보 캠프

에 전달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04) 서울경제 (2017. 2. 16), 「‘대선주자 국민면접’ 안철수, “전문가들과 토론할 수 있는 대통령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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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가 활용하는 여러 자원은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을 

공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주었고, 이는 ‘우리가 대비해야 할, 인공지능 기술

이 실현된 사회’라는 미래의 상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게끔 했다. 알파고 쇼

크 이전에 우리 사회가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인공지능이라는 신기술은 

두 유행어를 사용하는 담론을 통해, 특히 사회기술적 선구자의 역할을 수

행하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정부・기업・개인’ 영역에서 그 형

태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알파고 쇼크’로부터 촉발된 ‘사회기술적 상상’

은어떤 눈에 보이는 기술적 실체나 인공지능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된 미래 사회에 대한 상상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

야 할 삶의 방식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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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는 그것이 처음 우리 사회에 소개된 이래 과

연 이 용어가 정의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한 과연 정보 혁명을 넘

어선 새로운 종류의 기술 혁명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숱한 

의문을 불러 일으켜왔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논의에서 인공지

능 기술은 흔히 우리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산업혁

명의 전제 조건처럼 서술되곤 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류 최강의 기사

인 이세돌 9단을 꺾고 바둑의 일인자로 등극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 인간

의 ‘직관’과 ‘창의성’에 준하는 능력을 발휘할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된다

면 그때의 인류는 미래 사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유행어는 인

공지능 기술의 파급력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를 타고 세를 더욱 불

려 나갔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거대한 변

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적 전제에서 탈피해, 인공지능 기술

을 둘러싼 담론과 상상이라는 사회적 요소가 사회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

끌어 내고 더 나아가 기술 공동체의 형성에까지 개입하게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했다. 인간을 모사한 기계를 구현하고자 했던 초창기의 인공지능 

연구와 달리, 오늘날의 인공지능 연구는 ‘보다 인간적인’ 기계가 아닌 주

어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기계를 만드는 데 더욱 집중

하고 있다. 바둑 인공지능이 세계 최정상급의 프로 바둑 기사를 상대로 좋

은 성과를 거둔 것은 해당 알고리즘에 동원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정도

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는 있겠으나, ‘바둑을 잘 두는’ 기계를 ‘보다 인

간에 가까운 방식으로 바둑을 두는’ 기계에 빗대어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

간의 ‘직관’과 ‘창의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 4차 산업혁명 담론이 유행하게 된 데는 ‘알파고 쇼크’를 통

해 일반 대중이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여러 담론과 관계 맺게 된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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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월 세계경제포

럼에서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최초로 등장했을 당시에 이 논의는 우리 사

회의 별다른 관심을 불러오지 못했으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경기를 경

유해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일반적인 담론이 퍼지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

이 예견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실현된 미래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상상이 

자기충족적 예언처럼 작동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이 개인, 기업, 정부 등에 제시하는 비전이 우리 사회에 전

무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일찍이 한국 사회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기술

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 의식하에 소프트웨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한 바 있었다.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 이전

에도 ICT 기술의 높은 산업적 가치, 소프트웨어 교육과 소프트웨어 기술 

인프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존재해왔다. 다만 그 제안을 따라야 할 당

위성이나 공공의 상상이 희박했을 뿐이다. 

‘알파고 쇼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 기술이 실현된 미래에 대한 

상상’을 공유하게 되면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유행어가 각 개인과 

집단의 목적에 따라 모호하게 사용되면서 사람들은 그러한 미래 사회에 

각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형태, 어젠다를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

었다. 가령 산업계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의 

상품성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 규모가 눈에 띄

게 증가하였다. 기업의 투자는 상품 개발뿐 아니라 관련 산업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상

품의 소비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구비한 구직자로서 시

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개인 차원의 

관심이 늘어난 한편, 교육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시대에 필요한 교육 어

젠다가 다방면에서 제시되었다.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기술에 보다 친숙해

질 필요와 인공지능 기계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만의 고유한 감성을 함양

해야 할 필요성이 동시에 공존하게 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망라하는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생태계를 재구성하고자 했던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과 4차 산업혁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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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람들의 상상을 굳혀나가는 ‘사회기술적 상상의 선구자’ 집단이라 

할만 했다. 정부가 활용하는 각종 제도적 자원은 4차 산업혁명의 의제를 

우리 사회의 문제로 공식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신설되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

한 별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두 유행어는 우리 사회의 기술 수준

을 보여주는 위기이자 기회로 형상화되었다. 더욱이 차기 정부가 4차 산

업혁명의 논의를 주요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사회를 향한 

‘사회기술적 상상’은 정부를 중심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리고 이러한 상상이 유지되는 한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은 과학

기술 관련 정책과 그 사회적 변화의 방향을 추동하는 자원으로서 생명력

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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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phaGo Shock and 

the Sprea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scourse 

: Analyzing the Rhetorical Fun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Buzz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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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6 March, the Korean society faced the so-called “AlphaGo 

Shock” after the match between professional Baduk[Go] player Lee 

Se-do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Baduk program AlpahGo, designed by 

Google DeepMind. This match, title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continued in the tradition of the ‘human vs. machine’ match that has 

been repeated throughout history. Humanity has already surrendered 

the throne of Chess to the the machine, but still none of the experts 

predicted an AI victory in Baduk, as they believed that human 

intuition, which was widely known to be an important capability in 

Baduk, could not be simulated by machine. For this reason, the 

overwhelming victory of AlphaGo caused a sensation not only in the 

Baduk professional circles but also throughout the whole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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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Does AlphaGo’s victory really mean humanity’s defeat?” In the 

1950s, modern artificial intelligence began its history with the effort 

to create a machine that imitates human intelligence. However, at 

this day most AI experts are aiming to ‘more rational’ machines, not 

‘more human-like’ machines. Nevertheless, the popular image of AI, 

spreading through mass media including science fiction, is more akin 

to ‘another version of human species’ that thinks and feels like 

humans do. Despite Deep Mind’s AlphaGo being only a Go-optimized 

AI program that plays Babuk in a different way, the “match of the 

century” was usually described as a heroic struggle of Lee Se-dol, 

representing humanity in the fight against the ‘Terminator’ AlphaGo.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response that regards such 

dystopian narratives as merely fantasy. Could the argument over AI 

reveal the true, explicity identity of AlphaGo? This study considers 

that the identity of AlphaGo is constructed by the debate about AI, 

rather than existing a priori as a correct answer.

As the meaning of AlphaGo varies according to the premise of those 

who discuss it, so is the discours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spread throughout Korean society after AlphaGo 

Shock and is used differently by each individuals and group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purposes. Do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mply a destructive change brought about by the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represented by the advent of 

AlphaGo? Why di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scourse become 

influential in Korea after AlphaGo Shock? While the technological- 

deterministic approach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often view social 

progress as a result of the scientific advancement independent from 

other social influences, many STS studies have tried to reveal a new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and technology and 

emphasized their ‘co-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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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ontext, this paper will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concept ‘buzzword’ and ‘socio-technological imaginaries’ studied in 

STS, and focus on the use of buzzwords which became popular after 

AlphaGo Shock at government, market, and individual levels. The 

approach using the analysis of buzzwords’ rhetorical function will 

help in understanding the sprea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scourse, not through the narrative of AI technology progress but 

through the interests and imaginaries of social actors who arguing 

about it.

Keywords : AlphaGo Shock,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buzzword, rhetoric of science, 

co-construction, socio-technological imaginaries

Student Number : 2013-2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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