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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 세 가지 게임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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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AI

질병 예측 AI



1. 자율 주행

현 상황



완전자동화를 위한 필수 기술

인지 기술 예측 기술

제어 기술 돌발상황
대처기술

부족한 부분
이유: “데이터“ 부족



자율주행: 최근 연구
컴퓨터 시뮬레이터 활용: 사고장면 연출

서창호 교수 연구진, AAAI 2019 (국제인공지능학회)



사고 위험도 예측 성능

서창호 교수 연구진, AAAI 2019 (국제인공지능학회)



도전적 과제
트롤리 전차의 예와 같은 딜레마 상황

정의로운 주행이란?



향후 계획
공론화된 윤리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온라인 플랫폼 개발

“빅데이터” 수집 필요



인권이나 공정성 관련된 영역까지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음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을 막기 위해 AI는
의도된대로 설계되어야 함

필요성:

1.

2.

2. 신뢰할 수 있는 AI



많이 부족한 상황

출처: Reuters

남성 여성
RESUME RESUME

현 상황

공정성 논란 사건:



Google Photos

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

현 상황
공정성 논란 사건:



공정성 논란의 원인

데이터 편향성!



신뢰할 수 있는 AI: 최근 연구

편향된 데이터로도 공정성을 보장하는
AI 기술 개발

서창호 교수 연구진, NeurIPS 2020 (국제신경망학회) 



대출 심사 사례

UCI Adult 데이터셋

개인정보

합격 or 불합격

대출 심사

RESU

ME

vs



정확도

공정성

공정성 고려 x 85%

0.37

제안 알고리즘
0.92

83%

최신 알고리즘
(Google) 0.8

81%

서창호 교수 연구진, NeurIPS 2020 (국제신경망학회) 성능



향후 계획

1.

2.

공정성/윤리에 대한 올바른 개념 확립

이를 AI 알고리즘으로 구현



3. 질병 예측 AI
“예측”의 중요성

진단 → 개선 예측 → 예방



핵심 데이터? 출처: 영화 “가타카” 예고편

머지 않은 미래에 DNA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한 방울의 피, 침, 한 가닥의 머리카락만으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능력이 어떨지를
결정할 것이다.



활용 기술

유전자

암 발병 확률

암 진단



현 상황

1.

2.

유전자 시퀀싱 기술의 한계

개인정보문제로 인한 유전자 정보
수집의 어려움

어려움이 있음:



질병 예측 AI: 최근 연구

서창호 교수 연구진, ICML 2016 (국제머신러닝학회) 

유전자 시퀀싱 기술 보유

기존 시퀀싱 기술 대비 비용 절감



향후 계획

개인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병원/정부와의
협력



자율주행 기술

2. 

3. 

신뢰할 수 있는 AI

질병 예측 AI

1.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