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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시작

의식과 감정이 물질 방정식으로 설명가능할까?



최신 연구성과 : GPT-3의 파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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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연구성과 : GPT-3의 파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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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연구성과 : GPT-3의 파괴력

https://news.joins.com/article/2384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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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849384


Image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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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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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GPT https://openai.com/blog/image-gpt/#experimental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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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ai.com/blog/image-gpt/#experimentalresults


Image GPT https://cdn.openai.com/papers/Generative_Pretraining_from_Pixels_V1_ICM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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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dn.openai.com/papers/Generative_Pretraining_from_Pixels_V1_ICML.pdf


Chor-RNN https://cdn.openai.com/papers/Generative_Pretraining_from_Pixels_V1_ICM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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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dn.openai.com/papers/Generative_Pretraining_from_Pixels_V1_ICML.pdf


Chor-RNN https://peltarion.com/customer-stories/teaching-ai-to-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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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ltarion.com/customer-stories/teaching-ai-to-dance


AI는 인지노동의 위임

세탁기는 육체 빨래 노동 위임

자동차는 공간 이동 노동 위임

주식회사는 동업 구조 위임

위임 성공

위임 성공

위임 성공

다비치가 된 알고리즘(이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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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인지/정신 노동의 위임

AI는 인지/정신 노동 위임 위임 성공?

다비치가 된 알고리즘(이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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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창조의 본질에 대한 탐구

• 세로토닌
• 에릭 켄델의 저서 [기억을 찾아서]

• 단기기억이 장기기억으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전달물질이다.
• 단백질의 자기 영속성은 국소적 단백질 합성에 결정으로 중요하며,
• 정보가 선택적으로 한 시냅스에 영속적으로 저장되도록 해 준다.

다비치가 된 알고리즘(이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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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창조의 본질에 대한 탐구

• 인간의 뇌라는 복잡한 유기체 또한 물질이다.
• 물질인 이상 다양한 성질을 수로 나타낼 수도 있으면 방정식으로 풀 수 있

다.
• 뇌 속에 있는 뉴런의 수는 약 ‘1,000억 개＇로 알려져 있다.
• 뉴런이 1초 동안 몇 번 활동하는지도 셀 수 있다.
• 뉴런 속에 있는 분자의 종류와 농도도 셀 수 있으며,
• 그 숫자 사이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Mogi, 2007)

다비치가 된 알고리즘(이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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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창조의 본질에 대한 탐구

• 학습은 생명의 위대한 발명품이다. 뇌과학에서 학습이란 자주 사용하는 신
경회로의 연결이 강해지는 것을 말한다. 

•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 즉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런들은 서로 시냅스
라는 부위로 연결되어 있다.

• 파블로프의 조건반사는 종을 치는 기억을 저장한 뉴런들과 먹이 먹는 기억
을 저장한 뉴런들이 강하게 연결된 것 뿐이다. (김상욱, 2016)

다비치가 된 알고리즘(이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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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창조의 본질에 대한 탐구

• 인간의 뇌가 갖고 있는 학습기억의 특징은 ‘끊임없이 에러를 수정하는 것’ (박문호, 2008)
• 과학적 혁신은 선행 지식을 소화하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다. (Strosberg, 2001)
• 충분한 학습량이 있어야 번뜩임이 일어난다 (Mogi, 2007)
• 임계치를 넘어서면 양은 질로 바뀐다. 다시 말해 창의성의 전제 조건은 공부의 양이며, 정보량, 

즉 학습량이 임계치를 넘어서야 가능하다. (박문호, 2008)

다비치가 된 알고리즘(이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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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창조의 본질에 대한 탐구

• [피아니스트의 뇌] 저자 후루야 신이치 교수
• 피아노 연주시 신경세포의 활성화 수 조사

• 일반인 > 피아니스트 (오히려 피아니스트가 적게 나타남)
• 피아니스트의 뇌는 복잡한 손가락의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잘 다듬어져 있다.

다비치가 된 알고리즘(이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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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창조의 본질에 대한 탐구

• [마음의 미래] 저자 미치오 카쿠
• 캐나다 심리학자 도널드 헵(Donald Hebb) 인용

• 훈련을 많이 할수록 그 부분에 해당하는 뉴런들이 더욱 강력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아냈다. 즉 훈련을 많이 할수록 작업이 더욱 쉬워진다는 뜻이다.

• 사람의 뇌는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뉴런의 연결이 강화되면서 스스로 진화한다.

다비치가 된 알고리즘(이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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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창조의 본질에 대한 탐구

• 알파고 만든 하사비스
• 창의는 입력받은 정보를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장된 정보를 유연하게 재

조합하는 능력
• 인간이 창의적일 수 있는 이유는 살아가는 동안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더

라도 이 정보들을 무제한 재조합할 수 있기 때문
• (Hassabis and Maguire, 2009)

다비치가 된 알고리즘(이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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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창조의 본질에 대한 탐구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66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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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66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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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 Management 
시대 도래



HBR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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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bswk.hbs.edu/item/are-we-entering-an-era-of-neuromanagement

https://hbswk.hbs.edu/item/are-we-entering-an-era-of-neuromanagement


KAIST (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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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0974

http://m.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0974


삼성전자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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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6241519g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624151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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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의 창시자
하사비스 박사의 전공



Demis Hassabis : AI 연구자, 뇌과학자, 게임개발자 및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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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wikipedia.org/wiki/Demis_Hassabis

https://en.wikipedia.org/wiki/Demis_Hassabis


Hassabis의 초기 논문 : 해마 손상 환자는 새로운 경험을 상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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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sabis의 초기 논문 : 단편적 기억 생성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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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sabis의 초기 논문: 기억의 미래 : 기억, 상상 그리고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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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의 기원

(1956년 다트머스 회의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인공지능의 흐름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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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다트머스 회의 : AI개념의 공식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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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워렌 맥쿨로치 (Warren McCulloch) 와 월터 피츠 (Walter Pitts)

39

뇌의 활동을 논리적 계산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1943년 워렌 맥쿨로치 (Warren McCulloch) 와 월터 피츠 (Walter Pi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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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활동을 논리적 계산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1949년 심리학자 도널드 헵 (Donald Hebb)

41

신경세포 A 가 계속적으로 신경세포 B 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신경세포 A 와 B 사이의 synapse 는 증가된다.



1949년 심리학자 도널드 헵 (Donald He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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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세포 A 가 계속적으로 신경세포 B 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신경세포 A 와 B 사이의 synapse 는 증가된다.



1958년, 프랭크 로젠블랫 (Frank Rosenbl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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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셉트론 제시 (반복적 학습을 통해 가중치를 조정하는 ‘델타 규칙‘ 제시)



인공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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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간단하게 입력이 x, y 만 있다고 가정하여

✓ x의 가중치가 2, y의 가중치가 3이고, 한계값이 6이면,

✓ 예) 선형방정식 2x+3y=6 을 경계로

✓ 6을 넘으면 1을 출력

퍼셉트론
✓ 지각(Perception) 에서 유래

✓ 1958년 말 심리학자 프랭크 로젠블랫이 발명

인공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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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뇌의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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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nh5ExB

• 무게 : 약 1,400g~1,600g 정도

• 부피 : 평균 1350cc 정도 (가로 15cm, 너비 15cm, 깊이 20cm)

• 에너지 소비량 : 몸 전체 에너지의 20~25% 소비

• 뉴런 개수 : 약 1000억 개로 추정

• 시냅스 개수 : 약 100조 개로 추정

• 두 손에 든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https://bit.ly/3nh5ExB


뇌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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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Neuroscience and Neuropsychology, Second Edition,
Marie Banich, University of Colorado

• 기본적으로 3개의 절단면으로 구조 설명



뇌의 구조 (시상 단면의 변연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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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6xtAHa

• Sagittal Section

https://bit.ly/36xtAHa


뇌의 구조 (시상 단면의 변연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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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6xtAHa

• Coronal Section

https://bit.ly/36xtAHa


시각 신경의 회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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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6xtAHa

• Horizontal Section

https://bit.ly/36xtAHa


뉴런간 연결 부위, 시냅스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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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Neuroscience and Neuropsychology, Second Edition,
Marie Banich, University of Colorado

전기 신호 -> 화학 물질 -> 전기 신호핵심



시냅스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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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LB7KqImqXkE&t=400s

• 강봉균 교수
• 노벨상 수상자 Eric Kandel의

지도 하에 신경계 모델 연구
•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 국가과학자 선정
• 서울대학교 우수연구상
• 한국뇌신경과학회 회장
•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LB7KqImqXkE&t=400s


시냅스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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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Neuroscience and Neuropsychology, Second Edition,
Marie Banich, University of Colorado



시냅스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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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Neuroscience and Neuropsychology, Second Edition,
Marie Banich, University of Colorado



뇌의 내부 영상

57

https://www.youtube.com/watch?v=C13OVRguQrQ

1분 시점부터 뇌 내부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13OVRguQrQ


강봉균 교수팀, 시냅스의 기억 저장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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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nu.ac.kr/snunow/press?md=v&bbsidx=125229

https://www.snu.ac.kr/snunow/press?md=v&bbsidx=12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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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뇌 연구 사례



전전두엽 절제술 (prefrontal lobotomy)

61

• 안토니오 에가쉬 무니스 박사가 시초
• 1935년 전전두엽 절제술 시술
• 1949년 노벨 의학상 수상

• 정신병 환자들 치료 후 심각한 부작용 발생
•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 로즈마리 케네디도 시술
•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하시드도 10대 후반 조현병 발

병 후 1950년에 시술 후 26세 나이로 요절



측두엽 제거 수술 후 기억 상실(헨리 몰래슨)

62

https://www.youtube.com/watch?v=t9r2J2Yeooo

• 헨리 구스타프 몰래슨(영어: Henry Gustav Molaison, 1926년 2월 26
일 ~ 2008년 12월 2일)

• 뇌전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적으로 해마를 포함한 내측 측두엽이
제거된 미국의 기억장애 환자(H. M.으로 알려져 있었음)
• 뇌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내측 측두엽 수술 이후 새로운 사건에
대해 기억 상실

• 그는 수술 전의 장기기억들은 존재하지만, 새로운 장기기억을 만
드는 것은 못하였고, 이것은 장기기억 정보의 인코딩과 검색도
다른 시스템에 의해 중재되고 있음을 알게 해 줌

• 생전 뇌 기증 서약에 따라, 사후에 2401개의 뇌 슬라이스를 제공

https://www.youtube.com/watch?v=t9r2J2Yeooo


헨리 몰래슨의 뇌 슬라이스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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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t9r2J2Yeooo

https://www.youtube.com/watch?v=t9r2J2Yeooo


브레인게이트(Brain Computer Interface)

64

https://www.braingate.org/our-team/research-team/

https://www.braingate.org/our-team/research-team/


브레인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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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raingate.org/our-team/research-team/

• 미국 브라운대학교 브레인게이트 연구소
• 2004년 뇌-컴퓨터 접속장치 개발
• Matthew Nagle 전직 미식 축구 선수 실험 자원
• 2001년 7월 강도에게 목 뒷부분을 찔린 사고
• 목 아래 부분 전체 마비
• 2004년 6월 22일 미세전극 배열칩 삽입
• 네이글이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는 상상을 하

게 하고
• 컴퓨터는 그것을 읽어내서 메일을 확인하거나

라디오 볼륨을 조절하는 등 전자장치 제어하는
데 성공

•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권고로 1년 후 칩
제거

https://www.braingate.org/our-team/research-team/


브레인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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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plFdUPtkLI

https://www.youtube.com/watch?v=KplFdUPtkLI


브레인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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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702303360504577408222201533252

• 미국 브라운대학교 브레인게이트 연구소
• 1997년 뇌간 경색으로 목 아래쪽 마비
• 2011년 브레인게이트 기술로 생각만으로 로봇

팔 조종하여 커피를 마시는데 성공

https://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702303360504577408222201533252


브레인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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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plFdUPtkLI

https://www.youtube.com/watch?v=KplFdUPtkLI


Neura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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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uralink.com/

https://neuralink.com/


Neura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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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uralink.com/

https://neuralink.com/


Neura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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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uralink.com/

https://neuralink.com/


Neura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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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uralink.com/

https://neuralink.com/


Neura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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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uralink.com/

https://neuralink.com/


Neuralink

74

https://neuralink.com/

https://neuralink.com/


Neuralink가 도약한 3가지 포인트

75

https://neuralink.com/

기존 Neurallink

전극

이식로봇

데이터 처리 칩

• 딱딱한 실리콘 전극 Utah array
• 최대 250여개의 전극 삽입

• 유연하고 작은 Flexible Polymer
• 3000여개가 넘는 전극 삽입
• 더 섬세한 신호 파악

• 수술 로봇 개발 (19번 동물 수술)
• 수술성공률 87% 수준
• 수술시간 평균 45분

• 라식 수술 수준으로 개발 목표

• 노이즈는 감소하고 데이터는 증
폭하는 데이터 처리 칩 개발

• 뇌 신호를 받아 패턴 파악
• 무선 충전

https://neuralink.com/


뇌심부자극술의 한계(deep brain stimulation)

76

http://www.dailymedipharm.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71

• 정기적인 배터리 교체가 필수적임
• 3~10년

http://www.dailymedipharm.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71


브레인 임플란트 시대?

77

• 라훌 사페쉬카(Rahul Sarpeshkar) 교수(다트머스 대

학)

• 2012년 인체의 대사과정에서 생기는 물질인 글루코

스로부터 수백 마이크로와트의 전기 에너지를 얻어

낼 수 있는 초소영 글루코스 연료전지 개발

• 배터리 없이도 브레인 임플란트 장치를

구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 보여 줌



MICrONS : 뇌를 역공학하여 머신러닝 설계

78

https://www.iarpa.gov/index.php/research-programs/microns

https://www.iarpa.gov/index.php/research-programs/mic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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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S : 뇌를 역공학하여 머신러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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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방정식=물질의 회로 연구



대뇌피질-선조체-시상 연결 메커니즘

82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082273&memberNo=2367855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082273&memberNo=2367855


각성 상태의 신경 연결

83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082273&memberNo=2367855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082273&memberNo=2367855


파킨슨병 및 헌팅톤병 발생 메커니즘

84

https://ferstx.tistory.com/360

https://ferstx.tistory.com/360


파킨슨병에서 시상막 모터 회로의 변화

85

https://ferstx.tistory.com/360

https://ferstx.tistory.com/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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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AI 메커니즘 대조 연구



숫자 3은 인공신경망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인공신경망 데이터 입력

88



생각해 볼 문제

✓이미지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없을까요?

89



새로운 방식의 시각 이미지 입력 필요 : CNN

핵심
✓ 고양이에게 그림을 보여줬더니 동시에 뉴런이 시작되지 않은 것에 착안

(1962, Hubel and Wiesel, 1981년에는 노벨상 수상)

✓ 컴퓨터가 image를 인식하는데 쓰이는 기술

✓ 사람의 뇌에서는 후두엽에 해당

✓ CNN =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 Convolutional 은 합성함수, 중첩 적분의 의미

컨셉

90



고양이 시신경의 부분 발화 메커니즘

91

https://distillery.com/blog/implementing-human-brain-exploring-potential-convolutional-neural-networks/

https://distillery.com/blog/implementing-human-brain-exploring-potential-convolutional-neural-networks/


CNN 메커니즘

구조 ✓ 특성 찾는 돋보기로 훑듯이 부분을 확대하여 (Convolution)

✓ 특성을 찾아낸 결과물을 단순화하고(Pooling)

✓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결과를 분류하는 것(Classification)

92



CNN 메커니즘 – 필터링

핵심 ✓ 커널이라고 불리우는 돋보기가 훑으면서 필터특성에 맞게 극대화

✓ 수평선 필터가 훑으면 사진에서 수평선 부분이 극대화되는 원리

93



커널의 숫자로 이미지 통제 예시

94
https://distillery.com/blog/implementing-human-brain-exploring-potential-convolutional-neural-networks/

https://distillery.com/blog/implementing-human-brain-exploring-potential-convolutional-neural-networks/


CNN 메커니즘 – Pooling

핵심 ✓ 컨벌루션 데이터에서 권역별로 대표값을 찾아내는 것

✓ 최대 풀링(max pooling) : 최대값을 취한다. (그 값이 노이즈일 때 오버피팅)

✓ 평균 풀링(mean pooling) : 평균값을 취한다.(낮게 활성화된 값도 반영 약점)

✓ 확률적 풀링(stochastic pooling) : 필터링된 데이터를 임의의 확률로 선정

(max pooling의 오버피팅 개선 효과 큼)

맥스
풀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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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메커니즘 종합

핵심 ✓ Convoution과 Pooling을 반복하여 1차원 벡터로 압축

특성
지도
예시

✓ 강아지 = [4,8,4,5,0,0,0,0,0,0]

✓ 고양이 = [16,12,15,11,0,0,0,0,0,0]

✓ 자동차 = [0,0,0,0,0,0,0,3,4,2]
96



시각피질에서 단순세포와 복합세포 역할 모형화

97

https://aidalab.tistory.com/23 딥러닝 제대로 시작하기 (오카타니 타카유키, 제이펍)

https://aidalab.tistory.com/23


시각정보의 흐름과 CNN 모델링

98

https://aidalab.tistory.com/23

https://aidalab.tistory.com/23


강화학습과 신경과학의 연결

99

• https://bit.ly/3d03mOA

https://bit.ly/3d03mOA


강화학습과 신경과학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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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it.ly/3d03mOA

https://bit.ly/3d03mOA


머신러닝의 유형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자율학습
(Un-supervised Learning)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초기에 정답을 알려 줌 아무 정보도 주지 않음 맞으면 보상하고

틀리면 채찍질

101



소뇌, 대뇌기저핵, 대뇌피질의 학습회로

102

• 그림으로 읽는 뇌과학의 모든 것, 박문호, 휴머니스트



역전파 알고리즘의 생물학적 연관성 발견 가능성

103

https://bit.ly/36u8adX

• 지금까지 1986년 제안된 역전파 알고리즘의 생물학적인 근거가 없었음
• 상기 논문은 ICLR2021에 제출되어 블라인드 리뷰 중(2020.10.5 기준)

https://bit.ly/36u8adX


역전파 알고리즘의 생물학적 연관성 발견 가능성

104

https://bit.ly/3iyB52R

• 상기 논문은 ICLR2021에 제출되어 블라인드 리뷰 중(2020.10.5 기준)
• Abstract의 마지막 문장

• "may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mpletely distributed neuromorp
hic architectures."

https://bit.ly/3iyB52R


GAN 메커니즘

핵심 ✓ 대립쌍 구조를 생성하는 모델

✓ GAN =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시나
리오

✓ 여당 vs 야당

✓ 경찰 vs 위조범

✓ 분류모델(D) vs 생성모델(G)

대립쌍

✓ 생성모델(G)이 기존 증거 정보(Evidence)와 유사하게 생성하면,

✓ 분류모델은 G와 E를 분류

✓ 위조범이 위조지폐(G)를 생성 -> 경찰에게 G와 E를 구별해 보라

✓ 위조범도 진화하지만 경찰도 진화

✓ 만일 위조범의 기술이 극대화되면 경찰(D)가 맞출 확률은 50% 수렴

105



GAN 메커니즘

구조

최신
연구
동향

✓ 어떻게 하면 위조범(G)를 잘 훈련시킬 수 있을까? (정밀한 이미지 생성)

✓ D와 G를 따로 훈련시킬지? 아니면 초기 훈련 때 손실 값을 다르게 줄 지?

✓ D와 G가 모두 발전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은 계속 연구 중

✓ Feature Matching(특징 매칭), minibatch discrimination(소배치 분리)등이 제시되

고 있음

최대한 진짜
같은 모조품
을 제작

진품과
모조품을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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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 Science와 AI의 GAN 대결

107

Mechanism-based View

Neuro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 뇌를 모방하여 AI를 만들기 시작했고,
• AI의 놀라운 연산력/분석력이 뇌를 연구하고 있으니
• 뇌와 AI를 서로 경쟁하며 가까워지는 GAN의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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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AI Management 전망



뇌과학, AI, 경영학의 연결

110



China Brain Project = One body and two wings

111



China Brain Project 

112



뇌연구 -> 인문사회학

113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442468.html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442468.html


뇌연구 -> 인문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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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442468.html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442468.html


신경경제학의 등장

115



신경경영학의 등장

116

http://www.cma.zju.edu.cn/neuromanagementlab/index.php/en_team_index.html

http://www.cma.zju.edu.cn/neuromanagementlab/index.php/en_team_index.html


신경경영학의 등장

117

https://allenvisioninc.com/neuromanagement/

https://allenvisioninc.com/neuromanagement/


신경경영학의 등장

118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2092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2092


신경과학-AI 융합, 정보처리 과정 연구

119

https://bit.ly/33uwp9L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이상완 교수 연구팀이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의 융합연구를 통해 인간
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원리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신경과학-인공지능 융합연구를 이용해 인간의 문제 해결 과정을 이론적·신경과학적
으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인간 지능의 핵심 요소들을 인공지능 알고리즘
으로 이식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완 교수와 함께 김동재 박사과정과 박건영 석사과정이 주도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
학(Caltech)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진행된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
션즈(Nature Communications)’12월 16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불확실성과 복잡도가 변하는 상황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실행 및 전략
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은 인간이 가진 고유한 문제 해결 능력 중 하나이다. 최근 인공지능 알고
리즘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작업 수행 능력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완벽한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https://bit.ly/33uwp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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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3uwp9L

인간의 문제 해결 과정은 목표설정-전략수립-실행-전략수정을 반복하는 과정으로, 이는 상태
의존적인 복잡한 시간의 함수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문제 해결 과정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으기 어렵고 불확실성과 복잡도가 높아 빅데이터 기반의 전통적 딥러닝 설계 방식으로는 구
현이 어렵다.
연구팀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강화학습 이론 기반 실험 디자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문제 해결
목표, 문제의 복잡도, 상황 변화의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동시에 변화시켜 실제 인간
의 문제 해결 과정과 유사한 상황을 구현했다.
이를 이용해 취득한 행동과 뇌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
적 모델을 찾기 위해 100가지가 넘는 종류의 메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비교 분석했
다. 이 과정은 모델 기반 뇌 이미징 분석이라 불리는 기법이다.

신경과학-AI 융합, 정보처리 과정 연구

https://bit.ly/33uwp9L


121

https://bit.ly/33uwp9L

연구팀은 더 엄밀한 검증을 위해 ‘정밀 행동 프로파일링’이라는 분석 방법을 적용했다. 이 방법
을 이용하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인간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간과 같은 원리로 문
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문제의 불확실성 및 복잡도와 변화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학습과 추론 과정을 모사하
는 메타 강화학습 모델을 구현했고, 이 모델의 정보처리 과정이 전두엽의 한 부위인 복외측전
전두피질의 신경 활성 패턴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신경과학-AI 융합, 정보처리 과정 연구

https://bit.ly/33uwp9L


보편화되는 뇌 연구 기기 등장 : Mu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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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oosemuse.com/muse-2/

https://choosemuse.com/muse-2/


MUSE 기반 학술 논문 (190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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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ndeley.com/profiles/muse-research-team/publications/

https://www.mendeley.com/profiles/muse-research-team/publications/


보편화되는 뇌 연구 기기 등장 : OBE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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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belab.com/index.php

http://obelab.com/index.php


보편화되는 뇌 연구 기기 등장 : 뉴로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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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jvkVIM

https://bit.ly/3jvkV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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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AI 메커니즘 연구의 시사점



Neuro-AI의 메커니즘 통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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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based View

Neuro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누적된 Neuro-AI의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응용 연구 전개의 기회



Neuro Science연구의 기초 토대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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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럴드 에델만
• Gerald Edelman
• 뇌과학의 거시적 관점 연구 토

대 마련
• 저서

•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
• 뇌의식의 우주
• 세컨드 네이처

• 로돌포 R. 이나스
• Rodolfo Llinás Riascos
• 뇌과학의 미시적 관점 연구 토

대 마련
• 저서

• 꿈꾸는 기계의 진화

• 리사 펠드먼 배럿
• Lisa Feldman Barrett
• 감정의 신경과학 연구 대가
• 저서

•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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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perswithcode.com/sota

AI연구의 기초 토대가 마련 : 알고리즘 유형화

https://paperswithcode.com/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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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perswithcode.com/sota

AI연구의 기초 토대가 마련 : 알고리즘 유형화

https://paperswithcode.com/sota


경영학/사회과학 연구의 최신화 기회

132

• 저렴해진 휴대용 기기 •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
• 인지, 기억, 감정 등

• 더 정밀해진 연구방법론



필요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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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사회과학과 기술과학의 종합적 이해

사회과학 분야 기술과학 분야

• 심리학
• 인지과학
• 철학
• 경제학
• 경영학 등

• 통계학
• 머신러닝
• 딥러닝
• 신경과학
• 분자세포생물학
• 전기/화학공학



뇌와 AI, 모두 Black Box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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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box를 떠나는 오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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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가 뇌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순하다면,
우리는 너무 단순해서 결코 뇌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이안 스튜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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