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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간처럼 인지하고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기능을 결합하여 교감
형 인공지능을 만들고, 나아가 현재 가장 앞선 지능체계인 초거대 인
공지능 알고리즘 등과의 공진화를 통해 범용 인공지능을 지향하는 다
음번 혁신,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다중감각 AI의 미래라고 하겠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사회, 문화, 경제, 
산업뿐 아니라 국가 간의 역학관계에도 강력한 영향을 주는 기술이며, 
특히 다중감각 AI는 인공지능에 이을 혁신의 주체로 평가받는 메타버
스와 결합하여 실세계의 시공간적 제약 해소가 가능하다. 이는 현실 
세계에 대한 초월공간에서의 실사적 재현, 감각적 체험, 자동통역 등
을 기반으로 실감형 문화 체험 및 관광, 자기 복제 디지털 휴먼 기반
의 다양한 스포츠 행위, 수준 높고 섬세한 공연 및 상호작용을 등을 
통해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혁신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다중감각 AI의 개요, 기술 동향, 문화체육관광분
야 시사점에 대해 기술한다.

※ ‘문화정보 이슈리포트’의 내용은 작성자의 의견으로 한국문화정보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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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 딥러닝 혁신에 따라 단일지능 영역에 대해 보고, 듣고, 말하고, 추론하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심층신경망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은 여전히 인간 두뇌의 유연성을 포착하지 못하며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없음

  - 현재의 AI는 시각 및 음성 인식 등 한 번에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구축되어 사물을 높은 
정확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개념적 인지를 위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GPT-3등 초거대 
언어모델의 경우에도 인간 능력 이상의 단어 조작은 가능하나 단어를 감각적인 현실과 연결짓지 
못함

○ 인간은 복합적 감각인지에 기반하여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탐색하고 지식과 경험에 기반하여 
맥락을 파악하고 있음. 이를 구현하는 다중감각 기반의 복합지능을 통해 새로운 상황 및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는 강력한 AI 구축이 필요함1)

  - 다중감각 기반의 복합지능 알고리즘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일상생활에서 
인간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디지털휴먼, 로봇 등에 쉽게 포팅이 가능함

  - 인간 지능 구현을 위한 다양한 가설이 대두되고 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들이 세상을 
감지하고 대화함으로써 세상에 대해 배우는 능력에 기초하는 것인데 이때의 핵심은 바로 개별 
지능 요소의 조합(combination)에 근거하고 있음2)

○ 다중감각 AI는 인간의 오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교감하며 소통하는 대화형 AI 
(conversational AI3))로서 향후 인간-AI간뿐 아니라 AI간의 핵심적인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로서 
특히 실세계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연계하여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다중감각 AI는 현재 가장 주요한 기술적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있는 메타버스, 실세계와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자연지능4), 초고령화·개인화 사회에 있어 디지털 또는 로봇 
동반자 등에 적용 가능함에 따라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1) “Multi-skilled AI” from MIT “10 Breakthrough Technologies 2021”
2) 어린아이들은 단어를 시각, 소리 및 기타 감각 정보와 연관시키기 시작함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한 현상과 역학을 

설명하고, 상관관계만을 반영하여 인과관계를 구분하고, 경험에 따라 정교한 세계 모델을 구성할 수 있음
3) https://www.ibm.com/cloud/learn/conversational-ai
4) 자연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하는 생명체의 일반지능을 설명하는 영역 (IITP,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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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중감각 AI 기술 구성 예시5)

      자료 : IITP,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12.

          (a)                           (b)                            (c)
<그림 2> 다중감각 AI 관련 주요 기술 및 로드맵

Ⅱ. 다중감각 AI 기술 동향

 1. 다중감각 AI 기술의 정의

○ 다중감각 AI는 인간처럼 동시적, 연속적 다중감각(multi-sensory) 입력을 통합하여 사물과 그 
관련성을 의미적으로 인지하고, 경험적으로 축적하여 지식화화고, 새로운 입력에 대해 추론하고 
판단하며, 인과관계를 규명하도록 하는 궁극적인 일반 인공지능(Artificial Genreal Intelligence) 

5) IITP,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2차년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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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정의할 수 있음
  - 좁은 의미로 보면 감각의 순서가 어떤 조합으로 입력되는지에 관계없이 미래 감각을 예측하고, 

이전 감각을 재현하며, 누락된 감각을 채우는 등의 감각적 조작을 다루는 기술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오감정보를 복합적으로 인지하여 개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론하고 판단하여 
기억화, 지식화하는 복합지능을 의미함. 그림 1은 이와 같은 의미의 다중감각 AI의 예를 
도시하고 있음

  - 초기 단계의 다중감각 AI는 그림 3과 같이 시각적, 언어적, 청각적 개별 감각 또는 모달리티를 
인지함에 기반하여 이들 이질적인 모달리티 데이터를 표현하고 요약하는 기술(representation), 
하나의 모달리티를 다른 모달리티로 변환 또는 사상하는 기술(translation), 모달리티들의 하위 
구성 요소간 관계를 확인하는 정렬 기술(alignment), 개별 모달리티를 결합하여 추론과 예측을 
수행하는 기술(fusion), 마지막으로 모달리티간 지식을 전이하며 인간과 협업을 하는 등의 
기계학습 기술(joint learning) 등의 구성요소로 정의할 수 있음

  - 그림 3의 (a)는 이러한 다중감각 기반의 멀티모달 기계학습을 위한 알고리즘 구성, (b)는 시각, 
청각, 언어의 세 개 모달리티를 통합하여 학습하는 방법론인 VATT6)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단위 
감각 정보를 학습 및 추론하는 개념, (c)는 시청각을 넘어서 후각, 미각 등을 포함하여 사물을 
인지, 개념화, 상호작용하는 개념을 가시화하고 있는 예시임

(a)

6) Akbari et al., VATT: Transformers for Multimodal Self-Supervised Learning from Raw Video, Audio and 
Text. arXiv (2021: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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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3> 멀티모달 기계학습을 위한 알고리즘 구성도 : (a)기술구성 체계도, (b)멀티모달 학습/추론 예시, 

(c)시각/청각/언어/후각/미각이 결합된 다중감각 인지 개념도
      자료 : (a) P. Morency et al, Multimodal Machine Learning: A Survey and Taxonomy, arXiv:1705.09406v2
      자료 : (c) H. Tanet al, “Bioinspired multisensory neural network with crossmodalintegration and recognition”, Nature Communication

○ 인공지능 기술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기술해 나가고 있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딥마인드의 
핵심연구자는 2020년말 MIT Technology Review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다중감각 AI 또는 
복합지능의 기술 수준에 대해 “반세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곤충 정도의 멀티 태스킹 
능력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7) 라고 술회하고 있음

  - 현재 우리는 가장 진보된 인공지능 체계인 GPT-3와 같은 초거대 언어모델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제한된 주제와 태스크 기반의 단일 지능 영역에 대해서는 이미 인간 동등성(human 
parity)을 달성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공지능은 여전히 인간 두뇌의 유연성을 포착하지 못하며 
인간처럼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없음

7)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10/15/1010461/artificial-general-intelligence-robots-ai-agi-deepmind-google-ope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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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감각 AI 기술의 현주소는 크게 제한된 영역의 제한된 태스크에 대해 인간을 넘어서는 능력을 
보이는 단일감각 AI의 성능 수준과 이를 한 단계 확장하는 크로스 모달리티 기술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파악이 가능함. 크로스 모달리티는 언어적 조작을 시각 또는 청각 등의 감각 기능과 
결합하여 잠재적으로 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바이모달리티 모델 또는 시각적 언어지능 
등으로 구현되고 있음

  - 앨런연구소(AI2)에서는 그림 4-a와 같이 초기적 연구개발 수준의 크로스 모달리티 시스템으로서 
텍스트 캡션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언어 정보(단어)를 시각 정보와 
연결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함8)

  - 딥마인드에서는 소량의 시계열 다중감각 정보를 입력받아서 미래의 감각정보를 예측하고 누락된 
정보를 복원하는 등의 개념을 구현한 통각(apperception)을 제안함 (그림 2-b)9)

     * 다양하게 입력되는 감각들의 순서와 그 연동에 기반하여 상징적인 인과이론을 구현하는 비지
도학습 알고리즘과 다중감각 통합 문제를 다룸으로써 모든 감각 시퀀스를 이해하도록 하는 
범용 통각 시스템 설계에 주목함

  -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는 이미지를 기존 언어모델에 통합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모델의 
독해력을 높이는 시각적 언어모델 방법론을 제안한 바 있으며10), 알토대에서는 그림 2-c와 
같이 시각, 청각, 언어 뿐 아니라 후각, 미각까지 통합된 진정한 의미의 다중감각 AI 기반 
인간-AI 상호작용 모델을 제시한 바 있음

  - 현재 가장 진보된 크로스 모달리티 기술은 OpenAI가 개발한 ‘DALL-E 2’를 들 수 있는데 
이는 2021년 자사가 개발한 그림 4-b와 같은 예를 생성하는 DALL-E 1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버전으로서, 초거대 사전학습 언어모델인 GPT-3와 같은 강력한 생성 능력을 가진 크로스 
모달리티 방법론임. 특히 그림 5의 예와 같이 언어(텍스트)에 대해 개념, 속성, 스타일을 
결합하여 독창적이면서도 사실적인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 생성 능력을 보이고 있음11)

  - 메타로 회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은 최근 이미지, 텍스트, 음성을 단일한 신경망 프레임워크로 
훈련하는 자기지도학습 알고리즘인 data2vec 알고리즘을 개발함12)

8)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09/25/1008921/ai-allen-institute-generates-images-from-captions/
9)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04370220301855
10)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11/06/1011726/ai-natural-language-processing-computer-vision
11) https://openai.com/dall-e-2/
12) https://ai.facebook.com/blog/the-first-high-performance-self-supervised-algorithm-that-works-for-speech-vision-and-text/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043702203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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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초기 버전의 크로스 모달리티 생성 : (a) 앨런연구소 “세 사람이 소파에서 비디오 게임을 

한다”(‘20), (b) OpenAI DALL-E ”개를 산책시키는 투투를 입은 아기 무우"(’21)



9

(a)                                        (b)
<그림 5> DALL-E 2가 생성한 독창적, 사실적 이미지 - (a) “말타는 우주인을 사실적인 스타일로”, (b) 

“말타는 우주인을 앤디 워홀 스타일로”

 2. 다중감각 AI 기술 전망 및 로드맵

○ MIT는 매년 초 10대 혁신 기술을 발표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Tiny AI”, 2021년에는 
“Multi-skilled AI”, 2022년에는 “Synthetic Data for AI”에 주목하는 등 다중감각 AI 관련 
기술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음

  - Tiny AI는 시각, 음성, 언어 처리와 같은 기본적인 인지 지능에 대해 고성능 CPU 기반의 
중앙집중식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소형 AI 칩을 통해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에 더 
많은 계산 능력을 제공하고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AI를 훈련 및 실행하도록 하는 
기술임. 이를 통해 자율차, 의료영상 분석, AI 비서와 같은 고난도 서비스를 온디바이스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음

  - Multi-skilled AI는 인간과 같이 감각을 확장하여 보고, 느끼고, 듣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로봇이 보다 생산적인 인간의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본적인 명제를 풀고자 
하는 점에 주목함 (그림 2-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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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nthetic data for AI”는 현재 AI의 이점이 주로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데이터 자체의 절대적 부족, 잡음, 편향성, 개인정보 등의 이슈로 
제한된 영역을 대상으로만 기술적 진보 및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에 주목함

○ 미국인공지능협회(AAAI)는 2019년 컴퓨팅커뮤니티컨소시엄(CCC)과 함께 미국 내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향후 20년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그 핵심적인 실행 전략 중의 첫 번째 항목으로 
그림 2-c와 같은 복합지능(Integrated Intelligence)을 정의함13)

  - 복합지능 개발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서 단위 지능을 통합하는 복합지능의 과학(science of 
integrated intelligence)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광범위한 기능을 구성할 수 있는 작은 기본 
집합을 먼저 찾고 아울러 독립적으로 개발된 AI 알고리즘들의 통합을 목표함

  - 두 번째 과제는 맥락화 AI(contextualized AI)로서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특정 개인, 조직, 
직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의미함. 세 번째 과제는 개방형 지식 저장소(open 
knowledge repository)로서 AI 운영을 위한 방대한 지식 저장소에 기반, 혁신적 AI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을 의미함. 마지막은 인간지능 이해 과제로서 인간 지능에서 영감을 얻은 
AI, 인간지능과 AI 통합, 인간지능을 이해하는 AI를 포괄하도록 구성함

<표 1> AAAI/CCC의 복합지능 실행전략 과제 구성

구분 내용

복합지능의 과학
(Science of Integrated intelligence)

개별 감각의 인지와 제어의 정교한 통합
지능의 구성요소
메타 추론과 강화 학습
메모리 유형 및 구성

맥락화 AI (Contextualized AI)
일반적 AI 기능 사용자화
환경 인지
사회적 인지

개방형 지식 저장소
(Open Knowledge Repositories)

이기종 지식
지식 통합 및 개선
지식 확보 및 보급
확장 가능한 다양한 사용 및 추론

인간 지능 이해
(Understanding Human Intelligence)

인간 지능에서 영감을 받은 AI
인간지능과 AI 통합
인간 지능을 이해하는 AI

13) https://cra.org/ccc/resources/workshop-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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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화체육관광 분야 시사점

○ (다중감각 AI와 메타버스의 결합으로 인해 다가올 혁신적인 미래) 최근 10년 이상 AI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 산업과 생활 영역에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AI와 
결합될 또는 함께 가장 주목받게 될 다음번 혁신 기술로 메타버스를 언급하고 있음

  - 전문가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는 디지털 휴먼(아바타), 디지털 세계(공간),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의 구성요소가 아우러진 초월적 디지털 공간을 의미함. 메타버스 경험을 
위해서는 여전히 홀로렌즈, 오큘러스와 같은 아직은 범용화되어 있지 않은 물리적 장치, 고성능 
계산자원 등이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 분명하므로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메타버스 
범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메타버스 내에서는 다중감각 기반의 라이프로그, 나와 타인 뿐 아니라 나와 AI간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누적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관계와 업무 공간까지 투영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문화, 체육, 
관광 뿐 아니라 산업 활동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한 공간이라 
할 수 있음

  - 빅테크기업 페이스북은 회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할 정도로 메타버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회사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소셜미디어를 넘어 메타버스로 재편하는 혁신적인 선택을 한 바 
있으며14),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82조원을 투입하여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등 HW 및 SW를 
포괄하는 메타버스 기술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음. 특히 양사는 메타버스를 위한 플랫폼 뿐 
아니라 오큘러스, 홀로렌즈와 같은 메타버스 핵심 장치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 메타는 메타버스내 현실적인 목표로서 음성, 언어, 시각 등 다중감각 기반의 범용 음
성통역기, 스포츠 활동, 현재보다 한차원 더 높은 AI비서 서비스 구현을 목표함

     * 메타는 특히 다중감각 처리를 위한 AI 알고리즘인 data2vec을 발표하면서 이 알고리
즘이 궁극적으로 메타버스 적용을 목표하며 AI 비서와 함께 증강현실(AR) 안경에 내
장됨으로써 다양한 일상 및 업무 환경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14) Meta–Mark Zuckerberg wants to build a voice assistant that blows Alexa and Siri away, 2022, vo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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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메타의 메타버스 비전 및 홍보 영상15)

○ (AI와 메타버스 결합으로 기대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혁신)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초월적 
세상으로서 정의됨. 이러한 측면에서 AI는 필연적으로 메타버스 환경의 가장 중요한 기자재이며 
특히 다중감각 기반의 대화형 AI가 통합된 메타버스 환경은 자연스럽게 문화, 체육, 관광을 
비롯한 일상 및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다중감각 AI 관점에서 메타버스의 핵심적인 구현 기술은 크게 다중감각 인지 및 행동 제어, 
이에 기반하는 디지털 휴먼 생성 및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음

    * 다중감각 인지 및 행동 제어 측면에서 보면 SW 및 HW 기술을 이용하여 신체 움직임 또는 
제스처를 정밀 인식하여 가상공간 내 동작을 제어하고, 뇌파 및 근전도 등의 생체신호를 인지
하여 다양한 동작을 생성하거나 제어함

    * 다중감각 기반의 디지털 휴먼 생성 및 AI 측면에서는 사용자를 복제한 듯한 실감형 디지털 휴
먼을 생성하여 다중감각 AI 기반으로 실세계를 연동하고 가상세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3D 디지털 휴먼 기반의 AI NPC (Non-Playable-Character) 등을 통해 다중감각 AI 기반으
로 가상 및 현실 세계 간의 초 실감 상호작용 구현이 가능함. 이에 따라 일반인들에게는 물리
적으로 불가능한 마리아나해구나 에베레스트산에 대한 실감 체험, 역사 속 인물에 대한 디지
털 휴먼 렌더링, 메타가 제시한 영상에서와 같이 가상환경에서의 펜싱 등 스포츠 활동, AI 대
항군을 포함하는 멀티에이전트 기반의 가상 전투 시뮬레이션 등이 가능함

15) Everything Facebook revealed about the Metaverse in 11 minutes,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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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감각 AI 기반의 메타버스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의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완전히 
해소하여 가상 세계로의 관객 유입으로 전세계 문화 관람 범위 확대, 국제 문화 교류 활성 
등이 가능하고, 전시·공연작과 관객과의 고품위 실감형 상호작용성 강화에 기여함

    * 전시·공연작을 그대로 디지털 플랫폼상에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나아가 다중감각 기반의 고품위 
상호작용과 시공간성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화

    * 메타버스는 이미 게임, 교육, 문화 콘텐츠 등과의 결속을 다지고 있으며 게임의 메타버스화는 
활발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진화 중

<그림 7> 메타버스 기반의 다양한 분야별 전망16)

16) 메타버스, IIT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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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 “인간의 지능 확장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감각 지능을 결합하여 유연한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시도, 나아가 현재 가장 앞선 인공지능인 초거대 AI 등과 통합하여 범용 인공지능을 
향한 다음번 혁신”17),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다중감각 AI의 미래이며 기대하는 바로 정의할 
수 있음

  - 감각인지를 위한 물리적인 다중센서와 두뇌모방 계층적 인지구조를 통해 다중감각 정보
를 감지, 처리, 기억하고 HW 및 SW 수준에서 다중감각 데이터를 융합함

  - 다중감각 기반의 복합모달리티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포괄적 이해에 기반하여 
교차 또는 멀티 모달리티 통합, 인식, 상상 등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을 구현하여 궁극
적으로 범용 인공지능 구현을 가속화함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AI는 사회, 문화, 경제, 산업뿐 아니라 국가 간의 역학관계도 바꾸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인간과의 교감형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다중감각 AI는 다음번 혁신의 주체로 평가받는 메타버스와 결합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진정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다중감각 AI를 배경으로 하는 메타버스는 실세계의 시공간적 제약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초월공간에서의 실사적 재현, 감각적 체험 뿐 아니라 자동통역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함. 이에 따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역에 대한 실감형 문화 체험 및 
관광, 사용자를 복제한 듯한 다양한 국적의 실감형 디지털 휴먼과의 사회관계망 확장 및 
다양한 스포츠 활동, 수준 높고 섬세한 공연 및 관객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함으로써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혁신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초월공간에 실세계 생활 및 업무 공간을 투영함으로써 사회관계망 기반의 입체적인 사용자간 
교감, 다양한 산업 및 경제 활동, 국가 간의 외교 등도 가능하여 사회, 경제, 산업적으로 혁신적 
파급효과가 예상됨

17) ETRI가 바라본 2022년 10대 기술 전망, ETRI,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