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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참으로 뜻 깊은 자리입니다.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주최하는《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 이코
노미스트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왕성한 활동으로 국회경제민주화
포럼을 훌륭히 이끌어 주고 계시는 이종걸, 유승희 공동대표님

정세균 국회의장

을 비롯한 여야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이 자유, 개방, 공
유의 터전으로 꽃필 수 있도록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오픈넷 관계자 여
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발 맞춰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주신
이코노미스트의 수석 에디터 크리스토퍼 클라그(Christopher Clague)님과 열띤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국내의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패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컴퓨터에서 인터넷,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어져 온 지난 30여년의 흐름을 보면
그 혁신의 속도는 점차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크나큰 충격은
인공지능 시대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님을 일깨워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
혁명의 거센 물결에 따라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래학자
들은 30년 이내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싱귤래리티’ 시대가 열릴 거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새롭게 도래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인공지능이 대한민국 산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오늘의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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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세미나는 그 동안의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영국 EIU의 최근 보고
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대한민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나침반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표방해 온 20대 국회는 그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설치, 중장기 미래전략을 담당할 <국회미래연구원> 법안 통과 등 급변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세미나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2월 12일

국회의장 정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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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입니다.
｢인공지능,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쁜 의정 활동에도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의 이종걸･유승희 의원님과 관계자
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사회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건강수명
증가, 환경문제 해소 등 우리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인공
지능과 무관하다고 여겨졌던 제조, 유통, 농업 등 기존의 전통적 산업까지 파괴적인
변화에 직면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성공적
으로 헤쳐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보화에 성공하며 ICT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국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되어 이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
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또 다른 변곡점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국회,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열리는 ｢인공지능,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져다 줄 미래의 산업･경제 모습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자리인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언들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인공지능을
통한 미래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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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유승희 의원님과 함께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을
꾸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종걸입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추상적인 논의만 무성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EIU가 간행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머신러닝이 한국경제에 미칠
전망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종걸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추진 정책을 복합･
혁신과제로 따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두 정책이 핵심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
하게 부각시킬 수 있고, 예산·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다수 부처가 연관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인공지능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면서 일자리 정책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위기를 초래할 수도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일자리 창출은 서로 보완·강화하는 측면보다는 경합하고 갈등할
소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카니발리제이션 효과 또는 역류 효과(backwash effect)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일자리의 측면에서 인공지능기술의 고도화는 기회로서의
제4차산업혁명이 아니라 위기로서의 대량의 실직과 직업 구조를 개편하는 ‘제4차실업
(失業)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국한되지 않고 빅초(超)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거기에 빅데이터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가 구현되면서
생산분야 간 융합, 제조공정과 데이터의 융합은 뚜렷한 실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대체효과론, 보완효과론, 생산유발효과론 등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논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대응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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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을 “노동시간 단축, 초과근로 금지, 직무공유, 주 4일제 전환,
노동과 소득의 분리, 여가의 획기적 중요성 등 드림 소사이어티”를 만드는 기회로 전환시켜
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국회의원 이 종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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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유승희 국회의원
입니다.
저희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 올해 들어 처음 개최한 세미나
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준비를
위해 함께 수고하신 (사)오픈넷과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발제를
위해 먼 길을 와 주신 이코노미스트의 크리스토퍼 클라그

유승희 국회의원

(Christopher Clague)님과 토론을 맡아주실 김진형 원장님과 AI 관련 전문가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축하인사 말씀을 보내주신 정세균 국회
의장님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세돌 기사와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이 있은 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한 많은 논의와 토론이
펼쳐지면서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위협적인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인류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이 시대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저희 국회경제민주화포럼에서는 영국의 경제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근 EIU에서 발표한
머신러닝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들어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칠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클라그 수석 에디터님의 발제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의 자리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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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이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국회의원 유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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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보상 - 머신러닝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시나리오
Risks and Rewards - Scenarios around the economic impact of machine learning

개요
인공지능(AI)과 그 주요 분야 중 하나인 머신러닝의 발전에는 특히 기술의 사회와 경
제에 한 영향에 관한 현재의 논쟁이 시사하는 것보다도 불확실성이 더 큽니다. 물론 진
정 놀라운 발전이 있었으며 지지자들이 이를 강조하는 것도 맞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동차가 통제된 환경에서라 해도 자율주행할 수 있다고 믿거나, 알고리즘이 사진을 분
류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
금은 그 둘 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새로
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를 순수한 선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사실은 AI가 일자리, 프라
이버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큰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
과 부합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우려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
은 아닙니다. AI는 실제로 사회를 개선하는 만큼이나 사회를 교란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숙달하는 모든 새로운 작업은 일자리의 손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또는 직업군이 다른 곳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는 노동시장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문제는 AI 지지자와 반대자,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양측 모두 종종 자신의 관점을 뒷받
침하기 위해 과장법을 동원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현재의 AI에 관한 많은 논의가 모
아니면 도라는 식입니다. 유토피아적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우리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종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며,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
닛(EIU)은 구글의 후원을 받아 선별된 몇 국가와 산업에 머신러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질적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그 중간 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
구 결과는 계량경제모형, 탁상 조사,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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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EIU는 2030년까지 우리의 최신 예측을 기준선으로 하여 세 가지 계량경제 시나리오를
실행했으며, 미국, 영국, 일본, 한국, 호주 5개국과 집단으로서의 아시아 개발도상국
(Developing Asia)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나리오 #1: 숙련도 향상을 통한 보다 큰 인간 생산성
∙ 시나리오 #2: 기술과 오픈소스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
∙ 시나리오 #3: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정책 지원 부족
시나리오 #1은 기준선보다 인간의 기술과 인공지능 사이의 상보성 정도가 높으며 정
부가 현재의 경향이 나타내는 것보다 숙련도 향상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대상 국가 또는 집단이 혜택을 받았으나, 일부는 더 많은 혜택을 받았
습니다. 점진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서비스 분야 성장이 상품 수출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호주가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영국의 생산성이 약간 감
소한다고 본 우리의 기준선 예측에 비해 약간 긍정적으로 상승합니다.
기준선 대 시나리오 #1, 국가별 GDP 변화
국가

기준선

시나리오

미국

1.84%

2.04%

영국

0.63%

1.29%

호주

1.03%

3.11%

일본

1.57%

1.96%

한국

1.78%

2.07%

아시아 개발도상국

4.34%

5.04%

시나리오 #2는 오픈소스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투자, 머신러닝의 민간 부문 도입을 촉
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컴퓨팅 효율성 발전을 통한 하드웨어 가격 인하를 가정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경제 성장에 관한 한 가장 고무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각 5개국뿐만 아
니라 아시아 개발도상국 집단 모두 EIU의 기준선 예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또다시 호주가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함께 투자 촉
진으로 가장 큰 보상을 얻지만, 대상 국가 모두가 지금부터 2030년 사이에 기준선보다
최소한 1% 이상의 GDP 증가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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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 대 시나리오 #2, 국가별 GDP 변화
국가

기준선

시나리오

미국

1.84%

3.00%

영국

0.63%

1.94%

호주

1.03%

3.74%

일본

1.57%

2.43%

한국

1.78%

3.00%

아시아 개발도상국

4.34%

6.47%

시나리오 #3은 세 가지 중 유일하게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인력 개발의 태만 및 국가
적 정보 공유 체계의 부족으로 노동의 대체 효과가 지배적임을 가정합니다. 이 경우 기
준선에 비해 손실이 상당합니다. 영국과 호주의 경제 규모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현재에
비해 축소되며, 그 결과 영국은 4200억 달러, 호주는 500억 달러 감소를 겪게 됩니다. 시
나리오상 미국, 일본,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성장하나, 경제 규모는 기준선보다 한
참 낮으며, 미국과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약 3조 달러 감소를 겪습니다.
기준선 대 시나리오 #3, 국가별 GDP 변화
국가

기준선

시나리오

미국

1.84%

0.84%

영국

0.63%

‐1.20%

호주

1.03%

‐0.24%

일본

1.57%

0.53%

한국

1.78%

0.02%

아시아 개발도상국

4.34%

3.20%

산업
질적 시나리오는 제조, 의료, 에너지, 교통, 네 산업을 살펴봅니다.

제조업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포퓰리즘의 상승과 함께 일부 선진국에서 주요 문제가 되고 있
습니다. AI를 논의할 때, 로보틱스와 같은 하드웨어의 자동화와 소프트웨어의 자동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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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하위 개념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자는 이미 해당 분야의 노동 수요에 큰 영
향을 미친 반면, 후자는 이러한 추세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덜 직접적입니다.
제조 회사가 AI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공급망을 더 효율화하고, 유지 보수 비용을 절
감하고, 일괄(batch)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각각은 저임금 일자리
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의 확실하게 1대1의 비율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기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자동화
하는 속도는 자동화에 대한 투자 비용 대비 지역 노동 비용을 측정하는 척도인 “투자회
수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의료
지식산업으로서 의료는 AI를 위해 무르익었으며, 이미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AI는 신약의 발견 과정에서, 예방과 치료 양쪽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의사의 능
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 분야는 전통적으로 혁신을 채택하는 데 있어
대부분의 분야보다 느린 편입니다. 이는 매우 느릴망정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극복해야
할 다른 장애물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환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데 대해 민감하며, 정보가 합의된 특정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정보 공유에 아예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정보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AI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AI는 생산과 송배전을 보다 일관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에너지 분야에서 가
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확률적 모형에 기반한 가격 책
정 시스템을 만들고 간헐성의 문제, 또는 바람이 항상 불지 않고 태양이 항상 빛나지 않
는다는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헐
성 문제의 해결은 전력공급자가 그린 에너지의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이에 따른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현재의 아날로그 그리드보다
훨씬 효율적이지만, 사이버 공격에 의한 새롭고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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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가안보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는 그리드를 통합하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지
방 정부의 의지에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교통
자율주행차가 여전히 먼 미래의 일일지라도 대중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AI는
이미 대중교통의 속도와 안전에 있어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AI가 다
른 교통수단 간 승객의 흐름을 조율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 전역의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AI와 결합하여 교통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걸 돕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분야에서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자율주행차의 출현입니다. 누가 봐
도 분명한 문제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규제 및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무인자동차가 인명피해 사고 등에 연루되었을 때의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
AI에 관한 논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정보는 오해와 잘못된 정보의 광범위한 핵심의 외연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현
실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5가지 접근법을 찾아냈습니다.
기대의 관리. 단기적으로 AI는 유토피아적도 디스토피아적도 아닐 것입니다. AI는 새
로운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AI의 긍정적인 면을 과장하
는 것은 부정적인 면을 과장하는 것만큼 논의에 해가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개선. AI에 있어 많은 이해의 격차가 있지만, 개발자와 기업 및 정부 기
관 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발자는 종종 기업과 정부 기관이 실제
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반대로 기업과 정부 기관은
종종 개발자가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보와 역량, 요구 사항에 대해 서로 더 활발하게 자주 의사소통한다면 이 문
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험의 인정. AI가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고용에 있어 위험을 제기한다는 것을 인정
하고, 확고한 믿음에 기반하여 수긍이나 포기를 권유하기보다는 이러한 문제 및 다른 문
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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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투명성 개선. “저희를 믿으세요”라고 하거나 알고리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AI와 다양한 하위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수용을 얻기 위해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개
발자와 사용자 모두 각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용의 맥락에
있어 유의미하고 기술적 제약에 있어 현실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대중 교육. 지식과 이해의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잘못된 정보와 왜곡으로 더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중은 AI가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가능한 한 단순한 설명
을 필요로 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AI와 그 영향에 관한 수많은 선택에 직면합니다.
인적 역량과 교육에 대한 투자. AI로 인해 노동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
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족한 직업 교육이
보다 보편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STEM 교육에 더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워
크, 협업, 비판적 사고와 같은 “소프트 역량”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 기초 학문(liberal arts)이 경시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교육 등의 올바른
조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계, 교육자, 정책 입안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데이터 취급. 데이터 사용과 오용은 21세기의 중대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익명화된 데
이터세트의 사용을 지원하고 가능하게 하는 규제 등을 통해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해소해 줄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가 세계 어느 곳으로
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들을 국가 간 상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R&D와 기술에 대한 투자. R&D에 대한 공공 부문 투자는 많은 국가들에서 감소하여
격차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격차는 부분적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로 메워졌습니다. 이는
지속될 수 없으며, 국가가 신기술을 이용할 지적 역량을 갖추려면 공공 부문이 보다 적
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전체 보고서 국영문본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s://opennet.or.kr/14428)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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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 편집진
크리스는 생각 리더십 및 콘텐츠 솔루션 팀의 편집장으로, EIU
의 컨설팅 실무에서 이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무역 및 세계화 실
무 담당 글로벌 편집 수석입니다. EIU에 합류하기 전에는 식품, 농
업 및 국제통상 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부티크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
했습니다.
EIU에 합류한 이후에는 ICT 공급망의 미래, 50 개 주요 도시의
상대적 안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지속가능한 무역 등에 대한 다
양한 프로젝트를 관리했습니다. 또한 향후 30년 간의 경제적,

크리스토퍼 클라그
EIU 수석 에디터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메가 트렌드의 영향을 예측한 EIU / Nikkei BP 공동 간행물
"The World to 2050"의 편집자 겸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은 바 있습니다.
크리스는 스위스의 세계무역연구소(World Trade Institute)에서 국제통상법 및 경제학
과정을 이수했고 런던대학교 SOAS(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에서 한반도
정치 및 경제학을 전공해 아시아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에
정기적으로 무역 및 세계 경제에 관한 논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쿄에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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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LVNVDQGUHZDUGV
(FRQRPLFLPSDFWVFHQDULRVDURXQG
PDFKLQHOHDUQLQJ
&KULV&ODJXH
0DQDJLQJHGLWRU$VLD
*OREDOHGLWRULDOOHDG7UDGHDQG
JOREDOLVDWLRQ
7KH(FRQRPLVW,QWHOOLJHQFH8QLW

)HEUXDU\

%DFNJURXQG


Ѵ 2%-(&7,9()LQGPLGGOHJURXQGEWRSWLPLVWVDQGSHVVLPLVWV
Ѵ 7KUHHHFRQRPHWULFVFHQDULRVWZRSRVLWLYHRQHQHJDWLYH
Ѵ 7ZRLQGLFDWRUV*'3JURZWKDQGSURGXFWLYLW\ *'3SHUKRXUZRUNHG
Ѵ 4XDOLWDWLYHVFHQDULRVIRUIRXUVHFWRUV
R 0DQXIDFWXULQJ
R 7UDQVSRUW
R +HDOWKFDUH
R (QHUJ\
Ѵ 5(&200(1'$7,2160HVVDJLQJHGXFDWLRQDQGSR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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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HQDULR$VVXPSWLRQV SRVLWLYH
Ѵ 
Ѵ ,QFUHDVHGFRPSOHPHQWDULW\EWODERXUDQGPDFKLQHOHDUQLQJ
Ѵ *UHDWHUXSVNLOOLQJWKURXJKWHUWLDU\HGXFDWLRQJUHDWHUDFFHVVWRILQDQFH
Ѵ &KDQJHVLQUHJXODWRU\HQYLURQPHQWUHVXOWVLQPRUHYRFDWLRQDOHGXFDWLRQ
Ѵ ,QYHVWPHQWLQFRPSXWHUFDSLWDOUHPDLQVRXUEDVHOLQHIRUHFDVW



6FHQDULR3URGXFWLYLW\DQGVNLO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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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HQDULR$VVXPSWLRQV SRVLWLYH
Ѵ 
Ѵ ,QFUHDVHGLQYHVWPHQWLQFRPSXWHUFDSLWDO
Ѵ &RPSXWHUFDSLWDOJURZVDWDFRXQWU\VSHFLILFUDWHDERYHEDVHOLQHIRUHFDVW
Ѵ ,QFOXGLQJWD[FUHGLWZKLFKGULYHLQYHVWPHQWVLQWRPDFKLQHOHDUQLQJ
Ѵ *UHDWHUDFFHVVWRRSHQVRXUFHGDWD
Ѵ $GYDQFHVLQHIILFLHQF\GULYHGRZQKDUGZDUHFRVWV



6FHQDULR*'3DQGWHFKQRORJ\LQYHVWPHQW





23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

6FHQDULR$VVXPSWLRQV QHJDWLYH
Ѵ 
Ѵ 6XEVWLWXWLRQHIIHFWGRPLQDWHVFRPSOHPHQWDULW\HIIHFW
Ѵ 3ROLF\PDNHUVGRQRWWDNHVWHSVWRLPSURYHVNLOOVDERYHOHYHOV
Ѵ 7KHVKDUHRIWDVNVPDFKLQHVFDQSHUIRUPULVHFRPSDUHGWREDVHOLQH
Ѵ +RXUVZRUNHGIDOOGXHWRLQYROXQWDU\XQHPSOR\PHQW



6FHQDULR$SROLF\IXPE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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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FOXVLRQV





0(66$*,1*$1'2875($&+

)2532/,&<0$.(56

Ѵ 0DQDJLQJH[SHFWDWLRQV

Ѵ ,QYHVWLQJLQVNLOOVDQGWUDLQLQJ

Ѵ %HWWHUFRPPXQLFDWLRQ

Ѵ 'HDOLQJZLWKGDWD
Ѵ ,QYHVWLQJLQ5 'DQGWHFKQRORJ\

Ѵ $FNQRZOHGJLQJWKHULVNV
Ѵ ,PSURYLQJWUXVWDQGWUDQVSDUHQF\
Ѵ (GXFDWLQJWKHSXEOLF



7UDQVSRUW


Ѵ 0RUHWKDQDXWRQRPRXVYHKLFOHV
Ѵ &RQWLQXRXVVPDOOVFDOHLPSURYHPHQWVLQHIILFLHQF\
Ѵ 5DLODYLDWLRQVKLSSLQJ±DOOXVLQJ$,DOEHLWWRYDU\LQJGHJUHHV
Ѵ 5LVNVVHFXULW\VNLOOVHURVLRQ

0DLQWHQDQFH

Ѵ 2SHUDWHVPHWURV\VWHPVLQ+RQJ.RQJ%HLMLQJ/RQGRQ
DQGHOVHZKHUH
Ѵ $,ZRUNVZLWKDPRGHORIWKHHQWLUHV\VWHPWRFUHDWHD
PDLQWHQDQFHVFKHGXOH DSSURYHGE\KXPDQVWDII
Ѵ 6DYHVN\H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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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UJ\


Ѵ 8SVWUHDP)LHOGVHOHFWLRQZHOOKHDGSHUIRUPDQFHPLGVWUHDPPRQLWRULQJ
Ѵ 'RZQVWUHDP2SHUDWLRQVHTXLSPHQWPDLQWHQDQFHKHDOWK VDIHW\
Ѵ 5HQHZDEOHV6PDUWJULGVDQGLQWHUPLWWHQF\
Ѵ 5LVNFRQQHFWLYLW\DQGHQWUXVWLQJHQHUJ\VXSSO\WRPDFKLQHPDQDJHPHQW

6XSSO\ GHPDQG

Ѵ 0DFKLQHYLVLRQDQGGDWDVFLHQFHILUPXVLQJWLQ\VDWHOOLWHV
Ѵ :RUOG2LO6WRUDJH,QGH[
Ѵ (VWLPDWHVRILQYHQWRULHVLQFRUUHFWDQGGHOD\HG
Ѵ 2,GHWHFWHGSDWWHUQVLQVKDGRZVFDVWLQVLGHWKHRLOWDQNV


0DQXIDFWXULQJ


Ѵ 0RVWFRQWURYHUVLDOVHFWRUDWSUHVHQWZUWHPSOR\PHQWDQGZDJHV
Ѵ 3URGXFWLYLW\JURZWKORZLQWKHGHYHORSHGZRUOG
Ѵ $,WRERRVW"
Ѵ 0DFKLQHVWKDWEXLOGPDFKLQHV
3URGXFW
GHYHORSPHQW

Ѵ &KLOHDQILUPWKDWXVHV$,WRSURGXFHDQLPDOSURGXFWVXVLQJ
SODQWV
Ѵ 0/LGHQWLILHVYHJHWDEOHFRPELQDWLRQVWKDWPLPLFWKH
PROHFXODUVWUXFWXUHRIDQLPDOSURGXFWV
Ѵ 0D\RPLON\RJXUWFKHH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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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OWKFDUH



3KDUPDFHXWLFDOV

+HDOWKFDUHVHUYLFHV

Ѵ \UV EQIRUQHZPHGLFLQH

Ѵ +HDOWKV\VWHPSODQQLQJ

Ѵ $,VSHHGXSDQGUHGXFHFRVWV

Ѵ 3DQGHPLFSODQQLQJ

Ѵ ([)DVWHUOLWHUDWXUHUHYLHZV
YLUWXDOWULDOV

Ѵ 7ULDJHDQGLQLWLDOFRQVXOWDWLRQV
Ѵ 'LDJQRVWLFV

Ѵ 1RWWRPDUNHW\HW
5HPRWHKHDOWKFDUH

Ѵ 8.EDVHGILUPWKDWVLWVDORQJVLGH1DWLRQDO+HDOWK6HUYLFH
Ѵ 2IIHUVDFKDWERWSURYLGLQJLQLWLDOGLDJQRVLV
Ѵ &ODLPVRISDWLHQWVGRQRWQHHGWRVHHD*3
Ѵ 5LVN2YHUGLDJQRVLVDQGFDXWLRQGDWDDQGSULY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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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고상원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 본 연구는 기계학습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Hanson(2001)
의 모형을 활용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 하에 분석하고 있음. 첫 번째 시나리오는
upskilling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인력과 자본의 보완성을 높이는 경우이고, 두 번째 시
나리오는 컴퓨터 자본에 대한 투자와 오픈소스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기계학
습의 도입을 가속화시키고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는 경우이며,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가 upskilling이나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계학습의
노동대체효과가 보완효과를 압도하는 경우임.
-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 하에서는 baseline 전망보다 높은 수준의 GDP 성장률에
도달할 수 있고, 세 번째 시나리오 하에서는 baseline 전망보다 낮은 수준의 GDP 성
장률이 나타나게 됨. 한국의 경우, baseline 하에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GDP가
연평균 1.78% 성장하지만 시나리오 1하에서는 연평균 1.96%, 시나리오 2 하에서는
연평균 3.0%, 시나리오 3 하에서는 연평균 0.02%성장 할 것으로 전망됨 (보고서
66page의 표와 text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지만, 6,7page의 표와 비교해 보면 66page
표의 수치들이 오타인 것으로 보임)
-한국이 시나리오 1보다는 시나리오 2하에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기존 연
구들의 결과와 일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Arntz et al.(2016)에1) 따르면 연구대
상국인 OECD 21개 국가 일자리 전체의 9%가 자동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 자동화 될 수 있는 일자리가 6%로 연구대상국 중 가장 낮음. 이 연구는
미국을 기준으로 자동화 될 수 있는 일자리의 비중 차이를 산업내·산업간 요인, 직
업내·직업간 요인, 교육내·교육간 요인으로 분해해서 분석하고 있음. 한국은 미국보
다 자동화 될 수 있는 일자리가 3.1% 낮은데, 이를 산업으로 분해하면 산업내 요인
이 2.8% 낮고, 산업간 요인이 0.3%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해석하면 동일 산업 내
에 미국보다 자동화 할 수 있는 일자리가 2.8% 적고 산업구성이 달라 자동화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은 부분이 0.3%라는 의미. 교육을 분해하면 교육내 요인의 차이가

1) Arntz, Melanie et al (2016). “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89,
OECD Publishing,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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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교육간 요인의 차이가 –1.4%임.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과의 교육간 요인의
차이는 양의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보다 교육수준이 낮아 자동화 될 수 있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 마지막으로 직업을 분해해 보면 직업내 요인의 차
이가 –3.6%이고 직업간 요인은 양의 값을 보임. 이는 평균적으로 자동화 될 수 있는
직업은 한국이 더 많은데, 직업 내에서 미국보다 자동화 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음. 이 연구의 해석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수준이 높고, 같은 직업이라도 미
국보다 자동화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자동화의 위험에 처해 있는 일자리가 낮게
나타난 다는 것임.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시나리오 1의 upskilling이 machine
learning의 보완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는 타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임.
<표> 국가간 자동화로 인한 고위험군 근로자 비중 차이의 분해
산업

직업

교육

미국과의
차이

산업내

산업간

직업내

직업간

교육내

교육간

오스트리아

3.2

2.7

0.6

3.3

-0.1

-2.2

5.5

벨기에

-1.9

-1.6

-0.3

-1.1

-0.7

-3.1

1.2

캐나다

0.4

0.3

0.0

1.3

-0.9

-0.8

1.2

체코

1.0

-0.2

1.3

-0.8

1.8

-2.0

3.0

덴마크

-0.4

0.1

-0.5

-0.2

-0.2

-3.3

2.9

에스토니아

-2.6

-3.0

0.4

-1.4

-1.2

-2.9

0.3

핀란드

-2.4

-2.9

0.6

-3.3

0.9

-2.8

0.4

프랑스

-0.2

-0.3

0.1

-0.3

0.1

-1.5

1.4

독일

3.2

3.6

-0.4

2.0

1.2

0.1

3.1

아일랜드

-0.7

-0.6

-0.1

-0.5

-0.2

0.0

-0.7

이탈리아

0.7

0.2

0.5

0.7

0.0

-3.7

4.4

일본

-1.7

-1.7

-0.1

-2.5

0.8

-0.8

-0.9

한국

-3.1

-2.8

-0.3

-3.6

0.6

-1.7

-1.4

네덜란드

0.8

0.9

-0.1

1.2

-0.4

-4.9

5.7

노르웨이

1.0

1.6

-0.6

1.4

-0.4

-3.4

4.4

폴란드

-1.7

-3.3

1.6

-2.7

1.0

-1.8

0.1

슬로바키아

1.7

1.2

0.6

2.0

-0.2

-0.2

2.0

스페인

2.8

2.5

0.3

2.3

0.5

-1.4

4.1

스웨덴

-1.5

-1.0

-0.5

-1.5

0.0

-4.1

2.6

영국

1.3

2.1

-0.8

0.1

1.2

-1.3

2.6

국가

자료: Arntz et 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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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자본에 대한 투자와 오픈소스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한국의 경제성장
률을 상대적으로 크게 높일 수 있다는 EIU의 분석은 Jorgenson & Vu(2005)의 연구결
과와 궤를 같이 함.

2)

이 연구는 WITSA(World Information Technology and Services

Alliance) Digital Planet Report등의 자료를 이용해서 세계 110개 국을 대상으로 IT 자
본이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하였는데,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세계 110개 국가
의 IT 자본의 축적이 각 국의 성장률에 기여하는 바가 평균 약 15%정도인 반면에
한국의 경우 IT 자본의 성장기여율이 약 11%정도에 지나지 않음. 선진 7개국(G7)의
경우 IT 자본이 성장에 기여한 비율이 약 27%정도가 되어서 ICT자본의 성장기여율
이 한국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남. Jorgenson은 2006년 한국에서의 강연에서 한국 IT
자본의 성장기여율이 낮은 것은 IT 활용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더딘 측면에 기인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다만 제조업 근로자 만 명당 산업용 로봇의 수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이 531대로 일본의 305대 독일의 301대보다 월등하게 높음. 특히 전기
전자 산업의 경우 한국의 411대는 일본, 독일의 213대, 201대 보다 월등하게 높음.
-인구구조변화는 baseline전망을 함에 있어 암묵적으로 고려되었지만, 시나리오 1에 대
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한국고용정보원의 전망에 따르면 대졸자는 2016
년 34만 9천명에서 2026년 23만 6천명으로 격감하고, 동 기간 전문대학 졸업자도 17
만 8천명에서 11만 2천명으로 격감함.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인력이 격감하는
상황에서는 정규교육기관에서 적절한 skill을 배양하는 것의 중요성이 배가될 수 있
음. 보고서에서 인터뷰 결과의 형태로 언급된 Art & Humanity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서는 한국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TEM이 아닌 STEAM을 강조하고 있
음. 하지만 Art&Humanity의 취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변하지 않고 있음.
-정부가 머신러닝과 관련해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인 시나리오 3은 노동수요와 머신러
닝에 대한 수요 간의 대체관계가 커지는 결과로 이어져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EIU의 연구결과임. 정책입안자들이 궁금해 할 질문은 머신러닝 도입의 적정 속도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임. 보통 신기술의 경우 생산성도 높이고 이로 인한 시장 확대로
일자리도 늘려나갈 수 있는 적정 도입속도가 존재함. 발표자에게 머신러닝 도입에도
이러한 적정 속도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싶음.
-산업별 사례 분석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는 인도의 the Aravind Eye Care System과 유
2) Jorgenson, Dale W. and Khuong Vu(2005),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World Economy”,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Vol. 107, Iss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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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사례가 나올 수 없음이 유감스러움. 2002년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진료가 허용
된 이후 16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의사-환자가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못하고 있음. 의
료뿐만 아니라 우버와 같은 ride sharing 서비스도 완전히 금지되어 있음. 4차 산업혁
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 4.0의 종주국인 독일에서도 우버 서비스는 금
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신기술 도입의 속
도가 늦은 증거라고 할 수는 없음. 원격진료와 우버의 사례로부터 한국은 신규서비
스의 도입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아주 큰 국가임을 확
인할 수 있음. 한국의 상황 하에서는 산업에 따라 신규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기존
산업 및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기존 이해관계자들과 신규사
업자들이 윈-윈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하는 대안 간에 경중을 따지는 정
책입안 과정이 필요함.
-기타: ii) 기본적으로 본 보고서는 기계학습의 성격을 SBTC로 보고 있으나 RBTC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견해도 많음. ii) 분배의 Issue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하였음.
iii)AI와 data가 몇 몇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iv)
Google, Facebook, Apple이 유럽 기업이었다면 정보보호에 대한 규제가 미국보다 유
럽에서 더 엄격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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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과장(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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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실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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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전 교수(경희대학교)

흥미로운 추정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 연구 내용과는 별도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에서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사람들은 종말론적 세계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만 달라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상상력이 부족할 뿐이죠.
AI기술은 그 사회적 영향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AI기술은 그동안 꾸준히 진보하고, 엄
청난 발전이 있었으나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AI기술이 잘못 적용되어 실수를 할
때의 문제를 더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딥러닝은 계속 오류를 내고 있으며,
의사결정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약간의 데이터 변경이나 오염에 매우 취약합니
다. 강화학습은 바둑, 장기, 체스와 같은 아주 단순한 문제에만 그 적용가능성을 보여주
었을 뿐입니다.
의료에서의 인공지능의 성과는 매우 주목할만하지만, 그것은 의사의 대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의료 산업의 확장을 의미하며, 새로운 의료 인
텔리전스의 등장으로 인류의 기대수명은 더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AI는 무기를 생산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
다. AI와 관련된 정책은 이를 활용한 무기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AI는 의료, 에너지,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데에 기여할 것입
니다. 따라서, AI 기술의 확산을 걱정해야 할 일은 오직 무기 사용의 경우로 한정하고 싶
습니다.
AI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는 분명있겠지만, 그 속도는 지금 많은 과장론자들의 주장
에 비해 느릴 것이며,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자리가 더많이 생겨
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예측이 잘못되더라도,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초연결된
사회가 제공하는 민주주의의 확대와 발전에 따라, 민주적인 정책과 제도를 낳을 것이므
로 낙관적입니다.
결국, AI의 힘보다는 AI의 부족한 능력에 따른 문제에 정책을 집중해야 합니다. 계속
사고를 내고 있는 자율주행차를 사회에 도입할 것인가?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인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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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죠. AI의 능력부족으로 자율주행차는 천천히 도입할 수 밖에 없으며, 도입되더라도 무
고한 인명의 희생을 거치게 될 것인데, 이러한 희생을 어떻게 최소화할것인가 등이 정책
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AI의 수퍼 파워에 대비하기보다, AI의 무능력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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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교수(한양대학교)

“위험과 보상, 머신 러닝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시나리오”[이하 이코노미스트 보고서]
에서 토론자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은 이 보고서가 인공지능의 기술적 미래와 사
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나 부정적 입장을 가진 사람 모두 지
나치게 ‘단정적’이라는 점을 비판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즉,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발전할 것인지와 그런 기술적 변화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
지에는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이
이러이러하므로 사회적으로 이런 변화가 불가피하니 이러이러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단언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은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고려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막연하게 지나치게 극단적인 입장은 올바르지 않고 적당히 중도적 입장이 좋
다는 말이 아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불확실성이 많은 이유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미래(기술적 발전 방향까지 포함해서)가 기술적 전망과 사회적 대응이 서로 맞물
려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하는지
에 따라 인공지능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달라질 것이고, 인공지능의 개발 방향도 달라질
것이며, 이는 다시 다음 단계의 정책적 대응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
술의 내용만 바라보고 미래의 모습을 예단하는 것은 마치 갈릴레오의 진공 낙하 법칙을
사용하여 바람이 심한 계곡에서 떨어뜨린 물건의 위치를 예측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익하다. 이코노미스트 보고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대응 방식과 인간과 인공
지능의 상호보완적 상호작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혹은 다른 말로 하면 인공지능
에 의한 단순 인력대체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주요 고려 요소로 삼아 세 가지 시나리오
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코노미스트 보고서가 갖는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인공지능 관련 핵심 쟁점인 제조
업, 의료, 에너지, 교통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하되 큰 틀에서 각각의 쟁점이 미래
에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 지는 몇 가지 중요한 맥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지
적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아니다의 단순한 답을 내놓지도 않고 단순직 일자리는 많이 사라지겠지만 고급
숙련직 일자리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좀 더 구체적이지만, 여전히 단정적인 답을 내놓
지도 않는다. 시나리오에 따라 물론 세부적 내용은 달라지지만, 결국 이 사안은 ‘투자회
수기간’처럼 산업계가 구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 경영적 요인(이 요인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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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미래 기술적 혁신의 정도와 관련 산업 정책의 내용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에 의해 구체적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는 식이다.
이는 인공지능 관련 쟁점이 분명 매우 복잡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에 모든 사람이 가까
운 미래에 노동하지 않으며 각자 자신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식의 유
토피아적 전망이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절대빈곤으로 추락할 것이기
에 급진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디스토피아적 전망 모두 단순히 극단적이어서
틀린 전망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쟁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맥락적 요인을 제대로 고
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전망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 시사점은 최근 왓슨의 병원
진료 에피소드로 국내에서 큰 관심을 불러온 의료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
서도 유사하게 도출될 수 있다. 의료계의 문화적 특징과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 들을 충
분히 고려하지 않고 인공 지능의 비용절감 효과와 ‘정확성’(이 부분도 적어도 아직까지
는 과장이지만)만을 고려하여 정책적 고려를 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서이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스트 보고서가 결론에서 제시하는 ‘5가지 접근법’에 전적으로 공
감한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이 다섯 가지 접근의 핵심은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이 아니
라 인공지능 연구자나 사업자 그리고 정부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발언이나 정책
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행동 지침 정도에 해당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기대의 관리, 커뮤니케이션 개선, 위험의 인정, 신뢰와 투명성 개선, 대중 교육 모두
인공지능에 대해 근거가 빈약한, 그렇지만 선정적이어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
고 언론매체에 보도되기도 쉬운 주장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비생
산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지극히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도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인공지능 개발 단계부터 모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생산적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덧붙여 정책 집행자 입장에서는 실행하기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으나, 인공지능을 비
롯한 첨단 과학기술 연구의 특성상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정
보 공유를 통해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KISTEP을 비롯한 몇몇 정부 기관에서
주로 정책 제안의 관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를 이코
노미스트 보고서가 강조하는 5가지 접근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강조점을 전환하여 확대
실시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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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모 교수(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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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ৼࢇ܊ળࡓ FRPPXQLFDWLRQSRZHU ऎɼ

ئࢂ߭ה 0RRUHĜV/DZ 

Number of transistors

ࢉ੫ࢂॷվ*RUGRQ(0RRUHɼࢿ߇ଞ
&38۽М؈ࢷࢇԽ

؆ѦखࢶୣԻࢂ۽МࢇʎࡖցЬؑԻ
ऎɼଞЬЕئ

ɶࢇԽࢶऎɼ
ɶࢿݨऎɼ

2010+

ୃࢢ

Ԏ
Yea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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ࢼ५˒ֵି߳یԸ ୕ك41$16+%5 

&KRDQG.LP  ࢂࠉ˱߾۰Е̛ܽऑؿɼࢺऑࢶࡳԻࢇՔ߭एˈЕୃࢢۘଢ଼ࡶʏ˗ࢶ
ࡳԻૡɼଜ̛ࡢଥԻنϠѰࠉܹضʼѹіࢇਫ਼ձࢇࡈଞЬࣸୣ̆ٗ۱ࡶݤଭ

•

धԻنएܹضձࢇࡈଜࠆԻنࢂएࠪˈࡈ̒Իݤɾࢎ̖ҟϠѰܹضҚ˕
ݨऎٗ۱ࡶݤଭ

•

ୃ߾ݨ۰˗ॲѸЕଞ˲ࢂۘଢ଼ࡵԻنঠऑୃۘ˕ଡ͉ϠѰࢠݤˁऐ۽ҟ࠹ٕࡁࢉࡳԻࢉଥԻ
نɼۏɼМࢇ۽ϩࡸ

•

Իنए URERWL]DWLRQLQGLFDWRU ЕԻنࢽѦձ্ࢽଜЕࢽؿձॸ̛߭Ԯࡋۘଢ଼߾۰
˃ۘࢽࢂ ߾Ҭհࡈ߶ۏࢿݨԻنоܹձࢇࡈଜࠆˈࡈ˕Իنɾऐࢻࢶࢉࠒଯࡶળ߆ଟܹ
ࡸ

•

ࡅ߳یԸࢄكԁѰࡳԻ࣏ࢽѸˈࢢԻ̐ԒࢇɼМଜֲʎࢇۘࢂ D[LV ࡶɼऑЬּࢶ
̛˃ࢠԻ۰ЭࢇΟࢇѰ̛̛߾ٕ९Ѹ߭Еࢠձֆଡ

 ଜҖ࡛߭Ѱࣸ ݪ


5

ࢼ५˒ֵି߳یԸ ୕ك41$16+%5 

•

҂धԻنɼ࠹ܹۢضɼ߅ТԂέ۟ࢳࡰԸʹࢺѵВࣔܶسܓԸ۳ࢺ

•

•

܅धˈࡈڸփ߅ТԂ̏ԸݡɻҜ˅ࡅܶسҗࢂࠒଯԯࡶـଢࢶࡳԻˈԮ

•

•

߭ҿଞࡁܕҚࢇԻنձঠऑˈੁݤшҡʯଜЕएձࠆܹضҚࢂࠒଯԯࡶࢿଞۘଢ଼߾۰ٗ۱

̒ԻݤɾࡶЯଜЕ˕ࢽ߾۰ϠѰࡳݣۘࡈٸԻˈࡈࢇʃܕଟܹѦएփԻنऑࡳԻۢ۽ۏ
ࡶଯܹۘݤѦࡸ

ϒधϠѰࡈٸईࢋܹ̓ضձ૦ଡଜࠆٗ۱

•

ԻنԻࢉଞࢊչоЕ̛ܽࢶڸࢿחփ߅ТԂоଜ̛ࡢଞࡈٸؿоԻࢉଞܹ࢈۽
߾ҬԂбԂओܹ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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ଛ˯ࡿࡅ߳یԸ୕ك

•

ଞ˲ࡵࡈ߶ۏࢂࡢ˃ۿԻ˲ࡁܹن


•

ଞ˲ࡵϗ߾ٸଥऎɼଜࠆ
Ьհʎ˲߾ٸଥऎɼ૧ࢇਾ

• ଞ˲ࡵࡈ߶ۏԻنѰࢂফۘࡢ˲ɼԻ۰
ԻنѦЕ˃ۿૡ̎ࡶؑࢇۘ
• ,)5  ࢇ্ࢽଜࠆ؈ଜЕԻنѦЕ
ࢿ࣏߶߾۰̒Իָкࡈ߶ۏԻنоܹ
ձࢂ






ϔࡅ߳یԸࠆࡿ˯࠾ܶ࠾࣬ࡿكɻܶ࠾Ԙ

ϔۼˀɺ˯ࡿԸكѣ

Ьл 
ষঈ: IFR(2016. 9), World Robotics 2016

ষঈ: IFR(2016.9), World Robotics 2016

7

ଛ˯ࡿࡅ߳یԸ୕ك

•

ଞ˲ࢂࡈ߶ۏԻࡁܹنԛࡵϗֲࢇۿࢠ۽ϗࢇ୯߾Ѧ˃ܖѺʨࡳԻ্ࠖ

•

ଞ˲ࡵ/&'ֻ֩չࢿ࣏ٗߞѰ८ࢿ࣏ٗߞձࣸࡳݪԻࢠ۽









ϔ˒ϔଛ˯ࡿࠆɻࡅ߳یԸ࠾ܶكԘ
Ьл 
࣯: 2017-2020ϗࡵ ࢽࢎ
ষঈ: IFR(2017. 9), World Robotics Report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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ଛ˯ࡿࡅ߳یԸ୕ك

•

ଞ˲ࢂ㺀߶ˁݨ࣏ی㺁 :RUN(QYLURQPHQW$VVHVVPHQW6XUYH\ ߾۰
ࡈ߶ۏԻ نLQGXVWULDOURERW ࢂୃࡪؿଢ଼ࡶ࣏ی

•

,)5߾۰ࢽࢂଞࡈ߶ۏԻ˕نѰࢊ

• ࡈ߶ۏԻࢽˈࡵنӖЕࢇѰࡳԻѰࢿ߭Ի̐ԒɼɼМଜˈࢇۘࢂࡏऐࢎࢇɼМଜѦԼ
࣏ࢽ˃̛શ PDQLSXODWRU ࡶɼऑʨࡶֆଡ

•

ϗࢿ࣏߶ࢂࡈ߶ۏԻنоܹЕоȥϗ߾ЕоԻऎɼ  

•

ࢿ࣏߶ࣸϗ˕ϗֻѿࡈ߶ۏԻࡶنɼࢠքࢇࡪؿଜˈЕٗߞЕѰ८ઝԦࢊԜ
ࢿ࣏߶
ϔϔࡅ߳یԸܶࡧؼكԘࣵٵ㺀
㺀߳ୗʾݥ࣌ۉ㺁

 ܶ ࡧؼԘ(л)
 ࡅ߳یԸك

Industry
ࢼ࣌߳
30-ѭ५  ચԣࢇԙ ࢼ࣌߳
26-ࢷٕ૽, ৷ଈਫ਼, ࠒۘ, ࡸଯ ߶࣏ࢿ ٸࢠݦ 
̛ ࢿ࣏߶
߳࣌ࢼٵ

total

2009
23,813
12,834
4,778
6,201
3
23,816

࣯: ଞ˲ࣱٗ߶ۏզࢂ ࣸٗզ(2-digit)߾ ࢂଡ
Վ: ߇ࢷؿʢ˓Я(2009, 2014), 㺀߶ˁݨ࣏ی㺁










 ࡅ߳یԸ(ࣵٵ ࡧؼ ك%)

2014
34,870
22,781
4,250
7,839
32

ऋʀ
11,057
9,947
-528
1,638
29

2009
99.99
53.89
20.06
26.04
0.01

2014
99.91
65.33
12.19
22.48
0.09

ऋʀ(%p)
-0.08%p
11.44%p
-7.88%p
-3.56%p
0.08%p

34,902

11,086

100.00

100.00

0.00%p

9



ଛ˯ࡿϝѭ࢝ݡ
• :()  ˲ɼˁࢪԯ ૡɼ ʼ˕ଞ˲ࢂ ϠѰ ࢠݤ୪ࡢ ࡵ۽
• ଞ˲ࢂˈࡈଥˈ˗ଭࡵࡢࢎ̖ʼࢽࡪࠉࡢ۽Ϡیɾԯࡢࢽչଥˈࡢࡈٸҟ
• :()Еଞ˲ϠѰࢂࢠݤάࡵ୪ࡵ۽փװࢇࢉࡁࢶ۽ԻϠѰ۽ࠉࡪࢠݤؿձࡢଞࢶ̑ࢶϠѰࢽॺ
ػଭଗࡁ۽ʈ࣏

• 2(&'  ˈࡈࢿ̍ؿएܹ (PSOR\PHQW3URWHFWLRQ/HJLVODWLRQ(3/ ߾۰
ଞ˲ࢂࢽ̍ऐଥˈࢿଞएܹЕ̍ࢽٸऐࢿ̍ࡈیЕएܹЕԻɽɽ2(&'ૡ̎ؿЬ
ϩࡵࣱܹ
•

ܹɼϩࡶܹԼ ࢽ̍ऐࡵࢽչଥˈɼ߭Գˈ̍ࢽٸऐࡵࡈࡪࠉࢇ۽ά߅ϠѰࢠݤˁऐࢇ۽
ЬЕʨࡶࢂ


(a) ELP for Regular Employment, 2013

(b) ELP for Temporary Employment, 2013










Վ: OECD(2017),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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ଛ˯ࡿϝѭ࢝ݡ

•

ϗଞ˲ࢂ̒ԻݤɾࡵݤɾࡳԻ
֪ݤ ݤɾ ݛչ ݤɾ 
ЬࡸࡳԻϩࡸ

• ̒Իݤɾࡶࣲࢇִˈࡈթࢿˈ"ȥԻنঠऑ
ɼМˈ࠳ࡵ۽Ԯଜए߉Еɼ"
• 2(&'˲ɼࣸࠉɾ̒Իݤɾࢇݤɾࢇۘ
ࢇִ۰ˈࡈթࢇɼφЕ˲ɼЕࢷה
• ̒Իݤɾ Я߾ ࢂଞ ˈࡈթ ࢿˈ, Իن ঠऑ
߾ оଞ Ϣࢂࠪ ࠉ˱ ଗࡁ

!
2016ϔ OCED ˯ɹࠆ شɻ ̏Ըݡɻ
࣯: ী߶ ࢷ ࣱ̛ࢇֲ ࠉɾ ̒Իݤɾࢎ
Վ: OECD(2017),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ϔ1'%&˯ɹ̏شԸݡɻ˒˅ࡅզ
࣯: ̒Իк ࠉૡ̎ ̒ ࢿݨԻݤɾࡵ ࠉɾ দ̒Իݤɾ/ࠉɾ ૡ̎ ী߶ܹࢎ.
ࢷࢊࢿ ݤ ɾࢿ ̒ԻѦ ૦ଡ
Վ: OECD(2017),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11

%*1#0&-+/  ࡿٔ ˒ʹۮ

•

धԻࡈˈࢂنળˤୃۘࢇࢳߪѣୀ࢟ВѼғԙऌʬΜΜऌ߆ࡵ

•

•

ࢂ̛ܽݦٙࠉضࢶܖɼটԎଟˈࡈળˤୃۘࡵୃࢢࢂԻنࣱܹࡳԻЕ߅ऐѦԎଜए߉ߑЬˈ
ࠆؿएֲٙࠉ̛ܽࢶܖऑࢎࢂؿીઝЕˁࢿیୣࢿѦࢂ؆ࡻ؏ଯ˕ࢽѦ߾ҬԂЬձʨࢎ

҂ध̏ԸݡɻЬলࡶଞࢊչॷষࢽॺࢇѦչ߭ԻࢊࢂنʠչॷষԻࢇ߭ओܹࡸ

•
•

̛߶ࡵࡁ˱ѸЕট˕̒ԻٕٗփਾԻنձऑଟࡪࢉࡶɼक
ʼ˲̒ԻݤɾЯࢇʃܕѹ̒ԻݤɾЯٗփਾԻنԻоѸ߭ˈࡈऎɼԻࢇ߭ओܹࡸ

 ࢇ࠹߾*OREDO9DOXH&KDLQࠪԻنࢂۘࡈѦࠒଯ؇ࡶʨࢎ 

•

܅धࠉ˓ࢂ߾̖ࢎ۽ଞऌࢆࢆࢳܓʟࡵݠەٵʼ˕ࢶࡳԻԻنձঠऑ
• :()  ࢂ˲ɼˁࢪԯૡɼ߾۰ଞ˲ࢂࢎ̖ʼࢽࡪࠉٕࢿٕ̍ࢽ ࡢ ۽ж ࡢ ܻࡢࢂएࢶܖଜԃۿ
एࢶ

• ࢇࢷ߾ЕϠѰࢿٕ̍ࢽݣۘࡈٸʈࢠ˓ࡵ߶̛ݤଥ࠹ࢇࢷӖЕ߅ࡑݭܕҟࡶˈԮଟܹ߹एփए̖
ࡵଥ࠹߾߇ɼѦ˲ΰ˓ࢠࢂˈࡈࡶʃˈੁݤܕԻنձঠऑࡸܹݤ

• ߅ҡЬݛ০ϢܕТҟࢂ̛߶ࢇѧࢊ˕ࢊࡳقԻ8WXUQଜࠆए˱ডࢂˈࡈࡵʃܕଥѦ˲ࢂߦओࢂˈࡈࡶ
ॷষଜЕʨѦԻنɼࣸࡁܹضԻࡈଞʨࢎ
&KRDQG.LP  ,QGHQWLI\LQJ)DFWRUV5HLQIRUFLQJ5RERWL]DWLRQ,QWHUDFWLYH)RUFHVRI(PSOR\PHQW:RUNLQJ+RXUDQG
:DJHࢂ ݨऎٗ۱ ٕٗࡶ ॳ࣏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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Ըࡳ۟ەࡿࡅ˅ࠧ୕كଛлࡸ،߄

•

•

$,֞ݦԜЪԻنҟࢂ̛ܽऑؿձ࠹ܹۢضԻكҶݤΟչࠝ߾ҬԂ˲ɼ'*ط3ض
7KH(FRQRPLVW,QWHOOLJHQFH8QLW 

•

ݤΟչࠝܺѦଯۘ߾આ̛ܽ˕ࠝଏݛܕіࢇਫ਼ߖ߾ݛۿоଞઆࢉԯʎ؈ࢂ
փ˲ɼࢶࢽࡪ˓ؿ˃ٕ࣐

•

ईܺѦଯۘ߾આӖЕ̛ܽ˕ࠝଏ߾ݛܕઆଜִ*'3ɼऎɼଜएփࢽٕࢂ࢚׃ѹ
ࢽॺࡵࢢ࢜ࢠ۽ԯࡶࢵଜࡸܹݤ

&KRDQG.LP  ࡵࢇԜଞݤΟչࠝɼʠͰԻ$,֞ݦԜЪԻنҟࢂ̛ܽऑܖؿѦࠪ
оࢽѦ߾զࢂέ۟( ۺGGFDCEMKPI'PFQIGPKV[ ࢇࡶɼМࡶ۽एࢶଡ

•
•

ݤΟչࠝ'*ط3ࢠ۽թضձऎо ݤDXJPHQWLQJ ܹࡸ

ઞ۴ऑ˲ࢂԻنЕ*9&߾۰ʎѦ˲ࢇࢷଟʨࡶ˲ࢂΰ˲ࢊչॷষ߾̛ࠆଟܹࡸ

 Իنɼए˱ডࢂদˈࡈࡵʃੁܕʷѦ˲ࢂˈࡈ˕ࢊչओࡵʎ۴ଟܹࡸ 

•

ࢇঈԠ̛ܽऑؿɼࢉɾࢂࢊչদԛ˕ؑٗ߾߭ҿଞࠒଯࡶЕɼЕ˲ɼطˁࢿیୣࢽॺо
ࡻࢷԘ*9&ҟـଢ˃ձˈࢊ˲ࢂϠѰࠒ߾ࢠݤଯࡶʨࢎ

•

2QH6L]HILWV$OOঈԠیࢂ̛ܽݦԷɼࢷˈˌ߾˃ۿՔ؈ۢଟʨࢇԂЕʨࡵࢊ؆ࢂࠝզ )DOODF\
RI*HQHUDOL]DWLRQ ࢊܹࡸ
13

Ըࡳ۟ەࡿࡅ˅ࠧ୕كଛлࡸ،߄
#+Ը୕كɹ˅ࡅࡳлଙВɹ!XUࢇն࢟ࡳଢ˅ࡅࡳॴଙВɹ!



ࢺْࡿऍࢸʋࢌؼЩВࢆɻࡿϝѭԬࢄлࡸଜܶࢎВࠃʟࡳߪӇʬ࣌ۺଜʥࢆɹɹ˔ʟ

•

̛ܽԯ˕ࢊչࢂ࣑ػ FRH[LVWHQFH ࢂ̛ܽ߶ۏएࡕࡢࡶॺࢽ۽ଞ֍ط߶ۏসࢂ
˓ࢿؿࢽ˃ࠉࡈˈ߶ۏ

•

•

˱ࠉقЕˈࡈ˕Իنɼо˗˃߾Е߾߶ۏ۰Еˈࡈоձࣲࢇ̛ࡢଞࢽॺࡶ
ˈࡈॷষࢇࢇՔ߭ऑࢂ߶ۏˁࡉ߾ЕˈࡈॷষࢇшࡊоѺܹѦԼࢽॺܹվ߾̛টࢽؿԻ
ࡈɼМ

Իنऎɼ߾ҬհԻ ۿنURERWWD[ ٕ˕ϢࢂࢂࢽॺϢչԻࡈ

•

ԻۿنЕ࣏ٕۿжթࡶάˈ̛ܕقҗࢿѦࢢࡕࡳԻࡈଟܹएփԻ˕ٕࡶ̖ۿ߾نଜЕ
ʨࡵড়̛߶ࢂ̛ܽୂ߾ݦоଞઆձւࡶܹࡸ

•

ࢇࢂ˱ࠉقԽࢶડࡵԻنઆԛضɼ߅ТԂˈࡈ˕ԻضࢂنձѰˈ߾ݤԮଜࠆߞଞЬЕ
ʨࢇװԻˈࡈॷষԻنЕQHJDWLYHԻ߯ࢿࡶ ̖࣏ؿ ۿ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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Ըࡳ۟ەࡿࡅ˅ࠧ୕كଛлࡸ،߄




ʾࠏֱۭВ˅ࡅ˒Ը୕كɹْࢺࢳࢆ୧˒ծʆВ߳یӓВۭ߳ۉВ˅ࡅ୕ࢳ
ࡸࡅ୕߳ۉծѣָଢߛଞ

•

ࢊչળˤɼࡉԮѸЕ̛߶߾ˈࡈࢶـࡱ˕ٕٗ߶یଢࢶࢿஉձଜˈ
ԯࡈˈࠪیࢶ߅ࡑֻۛࡶ߇؏ݭܕ

•

˱ࠉقЕࢉɾ̛ܽۘۢࢂۢۏࢉ˱ࡶࡢଞ̛টˁࠒࢽؿձࢿ˓ଜЕࠇଟࡶଟܹ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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