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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과 로봇이 만나 로봇을 낳는 미래
글 최수민(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연구원)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삶은 점차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 인간의 안

그램이나 구조적 특성)를 전송하게 되는데, 이때 두 로봇의 특성이 무작위로

전과 복지를 위한 로봇이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만 약 14만 대가 있

조합되어 새로운 유전정보를 만든다. 또한 돌연변이 유전자를 만들기도 한

을 만큼 산업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로봇이 활용되어 현재는 ICT, 드론

다. 이렇게 조합된 정보는 3D 프린터로 보내져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낸다.

등의 신기술로 고도화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702개의 직업의 로봇

유성생식과 비슷한 원리이다. 아직은 구현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태어난 아기

대체지수를 발표하였는데, 이 지수는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정도로

로봇은 유치원에 다니며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모 로봇으로부터 받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은 기술들을 제어 할 수 있게 배우는 곳인데, 이때 필수 과정을 통과하지 못

이제 로봇이 지적행동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동을 모방할 수 있게 되는 날

하면 폐기되어 불량 로봇의 활동을 방지하게 된다.

이 머지않은 듯하다. 최근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로봇끼리 짝을 지어 ‘아

즉, 무생물이 무생물을 낳는 기술이 현실이 된 셈이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과

기 로봇을 낳는’ 것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였다. 몸과 두뇌의 구조를 가지

함께 인간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극한의 환경에서 로봇이 스스로 적응하고 진화

는 로봇이 짝을 만날 수 있는 특정한 환경에서 서로의 매력을 평가하기 시

하여 미션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

작한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유전정보(프로

큐리오시티의 수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날이 오고 있는 것이다.

로봇시장의 발전 추세

세계 작업 로봇현황

(BofA Merrill Lynch Global Investment Strateg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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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로봇의 탄생 과정

(Japan Robotic Associa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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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직업의 로봇대체지수

MEGA TREND

(Oxford University, 2013)

* 1.0에 가까울수록 대체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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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T(2015) 자료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