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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및 기후 변화

서문

지속가능한 경제 변혁을 위한 디지털 기술 사용은 유럽과 독일의 정책 입안 논의의 핵심 포인트가 되었다.

최근 기계 학습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공 지능(AI)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이 높아졌다. 반면에, AI 또는 AI 기반 기술은 적용 유형과 배포 상황에 따라 글로벌 자원 소비 및 배출의 

동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많은 요인들이 실제 결과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위성 이미지 분석을 위한 원격 감지 

알고리즘은, 농업 생산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건물 에너지 소비를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석유 및 가스 탐사를 촉진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운전하는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본 보고서의 저자들은 북미 및 유럽의 주요 연구 기관의 기계 학습 및 정책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기후에 

유익한 기계 학습 기술의 사용을 식별 및 촉진하고 지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경고에 전념한다. 

본 보고서는 AI 적용이 기후 모델링, 배터리 개발, 전기 네트워크 및 식품 보안에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과 AI가 기후 변화 해결 노력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저자들은 지구를 괴롭히는 문제들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기술을 선전하는 것을 피하면서, 우리에게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인도하는 데 있어 인공 지능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AI의 사용이 자원 소비와 배출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감소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는 스마트 

정책, 규제 프레임워크 및 인센티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Priya Donti, Lynn Kaack, David Rolnick, Emma Strubell 등 저자들이 해당 분야의 최신 발전을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기술의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것에 

감사를 표시한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기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선을 만드는 것은 물론 향후 

정책 옵션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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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회 전반에 인공 지능(AI) 기술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AI가 기후 진행을 어떻게 가속화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그러한 발전을 어떻게 안내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AI는 

에너지,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재난 관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 전략을 촉진할 수 

있다. 반면에, AI는 또한 AI 자체와 관련된 에너지 사용뿐만 아니라 고배출 부문에 이익을 주거나 소비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후 변화와 AI의 다면 

관계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고 AI 사용을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경로와 일치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을 권장한다.

1. AI란 무엇인가?

인공 지능(AI)은 컴퓨터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모든 알고리즘을 말한다. 최근 데이터에서 패턴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일련의 기술인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ML)이라는 AI의 하위 영역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성공적인 AI 분야에는 컴퓨터 비전(이미지 내용 해석), 자연어 처리(단어와 텍스트 분석), 시계열 

분석(예: 예측) 및 제어(복합 시스템 운영)가 포함된다. 현재 이러한 각 기능에 대해 많은 AI 도구를 즉시 

사용할 수 있다. AI의 최첨단 연구 영역에는 해석 가능성(예측이 정확한 이유 설명), 불확실성 정량화(예측 

신뢰도 보정) 그리고 몇 가지 학습(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거의 없을 때 통찰력 부여)과 같은 교차 주제가 

포함된다.

AI 방식은 의사들의 의료 영상 라벨링(labeling) 보조, 자율주행차 장애물 감지, 광고용 소비자 패턴 예측 등 

응용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엔지니어링과 과학을 아우르는 다른 기본 도구와 마찬가지로 AI는 

다양한 적용을 가속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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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 지능 및 기후 변화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감안할 때 AI와 ML은, 사회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크게 의존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후 변화 해결의 중요성으로 인해 AI가 기후 진행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AI 응용

AI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연구, 엔지니어링 및 정책 등에 유용한 방법을 제공해 기후 변화 대응에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는 AI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소개하고, 각 영역에 대해 한 가지 특정 예를 

자세히 살펴본다.

• 정보 수집: 　어떤 정책 관련 정보를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I는 대량의 원시 

데이터[예: 지리 공간 이미지, 텍스트 문서 또는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정되었던 정보의 

활용을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를 위성 이미지에 적용하여 온실 가스 배출원을 정확히 

찾아내고 건물 효율성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삼림 벌채를 추적할 수 있다.

 

1.  NASA Harvest: https://nasaharvest.org/

2.  Copernicus Land Monitoring Service: https://www.copernicus.eu/en/services/land

3.  GEOGLAM: http://earthobservations.org/geoglam.php

4.  Indigo Atlas Insights: https://www.indigoag.com/atlas-insight

예: AI를 사용하여 식품 보안 개선

 기후 변화는 더 빈번하고 심각한 폭풍, 가뭄, 홍수 그리고 질병과 해충의 확산으로 

농업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해상도 인공위성과 공중영상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농작물 상태와 수확량을 규모에 맞게 모니터링하고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고안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AI는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되어 분석할 수 

있는 이미지의 수를 크게 늘리고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는 이미지의 미묘한 신호를 

포착한다. 예를 들어, AI를 사용하면 전문가가 몇 개의 이미지에서 작물 지역에 표시를 하고 

알고리즘이 이를 자동으로 넓은 영역에 추론하도록 학습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주요 참여자들은 

정부 프로그램 [예: ‘미국항공우주국 수확’(NASA Harvest¹) 과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지구관측 서비스’(Copernicus Land Monitoring Service²)], 비정부 기구[예: '지구관측 글로벌 

농업 모니터링 그룹'(GEOGLAM³)], 그리고 많은 수의 민간 기업[예: ‘인디고 아틀라스 통찰력’ 

(Indigo Atlas Insights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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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AI는 이력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풍력 생산, 교통 수요 및 재해 재난 같은, 

수량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다시 전력 시스템 최적화, 

인프라 계획 및 재해 관리와 같은 맥락에서 매우 필요한 예측을 제공할 수 있다.

• 운영 효율성 개선: 　AI는 이러한 시스템이 최적화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실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예로는 산업 냉난방 시스템 관리, 화물 운송 

통합, 식품 산업의 폐기물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5.  Open Climate Fix: https://openclimatefix.org/

6.  강화 학습이라는 것은 알고리즘이 일부 환경과 상호 작용하여 원하는 결과의 기회를 최대화하는 

전략을 학습하려고 하는 기계 학습 영역을 말한다.

7.  모델 예측 제어는 프로세스의 미래 상태도 고려하여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여러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 태양광 PV 실시간 예측

 전력 시스템 운영자들은 대량의 태양과 바람을 사용하는 그리드를 관리하기 위해 전력 

생산에 대한 단기 예측(또는 “실시간 예측”)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과거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AI가 전력 생산과 국지적인 날씨와 같은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한 다음 

이러한 통찰력을 적용하여 향후 전력 생산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단체인 ‘

오픈클라이밋픽스’(Open Climate Fix)5는 위성 사진에서 구름 커버를 식별하고 몇 시간 전에 

태양 에너지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다른 날씨 및 위치 데이터와 결합하는 오픈 소스 

실시간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미국 에너지부와 국립대기연구센터는 

협력하여 최대 72시간 전에 확률적 다중 시간 규모 태양광 발전 예측을 개발했다[Haupt et al. 

2016].

예: 난방, 환기 및 냉방(HVAC) 시스템 제어

 난방, 환기 및 냉방(HVAC) 시스템은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현재 시스템은 실제 건물 열역학, 사용 패턴 및 장비 제약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다. AI 기반 제어 전략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HVAC 시스템의 작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화 학습6[Wang and Hong 2020] 및 AI와 모델 예측 제어7[Drgoňa et al. 

2020, Drgoňa et al. 2018]와 같은 기술은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에서 최적의 HVAC 제어 

전략을 찾는 데 사용되었다. AI 기반 제어 전략은 산업적 맥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AI 회사인 딥마인드(DeepMind)는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HVAC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Gamble and Ga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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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유지관리: 　AI는 결함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인프라 안전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AI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누출을 감지하고, 태양광 패널 출력의 이상을 식별하고, 인프라나 산업 장비의 결함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 과학 실험 촉진: 　AI는 — 예컨대,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은 미래 실험을 제안하기 위해 과거 

실험에서 학습함으로써 — 과학적 발견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AI는 배터리나 차세대 태양 전지 같은 청정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8.  Deutsche Bahn: https://www.deutschebahn.com/en/Digitalization/technolo-

gy/New-Technology/artificial _ intelligence-3520346 

예: 철도 시스템 유지관리

 철도 시스템은 승객과 화물 운송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철도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종류의 접근법이 필요하겠지만, 

예측 정비 기술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이 많이 드는 수리의 필요성을 줄이는 과정에 

역할을 할 수 있다. AI는 센서 데이터를 규모에 맞게 분석해 예측 정비 시스템을 알려 현재 또는 

미래의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철도주식회사(Deutsche Bahn)8은 

기계적인 결함을 예측하고 철도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음향 센서와 비디오 장비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철도 유지 관리 결정을 안내하기 

위해 선로 특성에 대한 사전 지식과 진동 데이터 및 비디오 이미지의 대규모 분석을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Jamshidi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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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적인 시간 집약적 시뮬레이션: 　AI는 기후 물리학이나 공학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는 전산 집약적 시뮬레이션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AI는 

기후 모델 및 전력 시스템 최적화 모델의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미 도시 계획 프로그램의 속도를 높여 실시간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9.  예를 들어, Aionics, Accure 및 Twaice와 같은 플레이어를 참조합니다.

10.  기상, 기후 및 연안 해양학 전문 AI에 대한 국립과학재단 AI 연구소(AI2ES): https://www.ai2es-

.org/

예: 전기저장기술의 연구 및 개발

 배터리—전기 저장은 운송 및 전기 산업에서 탈탄소화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 기술은 성능과 비용 개선에 여전히 상당히 필요하다[Beuse et al. 2020]. 

AI가 배터리 산업의 연구개발(R&D)에 성공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연구원들은 

AI를 사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터리의 용량 저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이는 

아직 잘 이해되지 않고 있다[Severson et al. 2019]. 또한 AI는 — 예컨대, 다음에 시도할 잠재적 

재료를 추천하기 위해 재료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함으로써 — 새로운 배터리 재료의 

발견을 가속화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Jain, et al. 2013]. 이러한 AI 주도적 접근 방식이 

배터리 업계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9

예: 현지화된 기후 모델

 기후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요인(대기 및 해양 물리학 등)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물리학 기반 기후 모델을 실행하는 것은 대규모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일부 시뮬레이션과 함께 매우 시간과 계산 집약적일 수 있다. AI가 물리학 기반 모델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특히 이러한 모델의 시간 집약적인 부분에 대한 빠른 근사치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는 보다 정확한 모델의 예측을 관찰함으로써 클라우드 물리학(기후 

시뮬레이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의 대략적인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기후 모델이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리학 기반 모델과 AI의 조합은 지구의 

특정한 위치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세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만약 완전한 물리적 

시뮬레이션만 사용한다면 예측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것이다. AI의 도움을 통해, 지역 

수준에서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예: 재난에 탄력적인 인프라의 

계획), 정확한 기후 모델에 대해 슈퍼컴퓨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기후 과학자들은 점점 더 AI를 그들의 전산 파이프라인에 통합하고 있다(예컨대, [Reichstein et 

al.  2019] 및 AI2ES 이니셔티브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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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이 증가하거나 영향이 불확실한 AI 응용

AI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감안할 때,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유 및 가스 탐사와 채굴을 용이하게 하도록 AI가 폭넓게 적용된다. 

AI 의존도가 높은 자율주행차는 투입 조건에 따라 운송 부문에서 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고, 마케팅이나 제조 

분야의 AI 기반 혁신은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를 늘리고 관련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후에 대한 AI의 

이러한 적용의 영향은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잠재적인 영향은 클 수 있다.

11.  군집 주행은 매우 가깝게 함께 운전하는 트럭을 말하고, 이것은 AI 기술로 촉진되고 공기 저항을 

줄여 연비를 더욱 좋게 만든다.

예: 석유 및 가스 탐사와 채굴

 AI는 화석연료 산업 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최근 보고서에서 

석유 및 가스 회사가 채굴 현장을 확인 및 모델링하고, 화석 연료 운송 및 저장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하고, 정제 공정을 개선하고, 화석 연료 파생 제품의 마케팅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규모 기술 기업이 AI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Green-

peace 2020]. 일부 보고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오는 2025년까지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무려 4천 250억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Spelman et al. 

2017]. 이는 배출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화석 연료 기술의 경쟁력을 높여 저탄소 

기술로의 전환을 늦출 수 있다[Victor 2019].

예: 자율주행 차량

 AI는 자율주행차(AV) 기술의 핵심 요소로서 자율주행 승용차, 트럭, 배달 로봇, 드론 

등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AV는 승객과 화물 운송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차량 

설계, 교통 흐름 및 운송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율주행 차량은 주행 시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예: 군집 주행,11 친환경 주행 그리고 AV와 저탄소 운송 

통합), AV는 — 예컨대, 개별적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장벽을 낮추고, 운행 거리를 늘리고, 

승객과 화물을 철도와 같은 저탄소 옵션으로부터 멀리 옮김으로써 — 실제로 더 높은 에너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Wadud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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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에너지 사용

AI 알고리즘을 실행하면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만 그 양은 알고리즘마다 크게 다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AI 시스템은 매우 적은 전력을 사용하며 표준형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실행할 수 있다. 주로 연구에 

국한된 일부 시스템은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이는 자동차가 폐차 될 때까지 배출하는 탄소의 양 

정도로 추정된다[Strubell et al. 2019]. AI의 총 전력 소비량에 대한 수치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현재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전력의 1% 정도를 소비하고 있으며[IEA 

2019], 이 중 AI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한적이라고 보고한다. 전기 사용 외에도,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내장 배출물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단일 AI 모델의 에너지 소비 측정은 AI 기반 적용의 기후 

영향을 추정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만, AI 기반 적용이 온실가스(GHG) 배출에 훨씬 더 큰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영역의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3. 정책 수단

AI를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에 잘 활용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이 다음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 기후 변화 해결을 명시적으로 목표로 하는 적용에서 AI의 연구, 개발 및 배치를 

촉진하고, (b)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이미 사용 중인 AI 기반 기술의 영향을 규제하고, 

그리고 (c) AI와 기후 변화의 접점에서 규제 및 혁신을 위한 공공 부문 역량을 늘린다. 우리는 아래 영역에서 

잠재적인 정책 수단을 제안한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정책 결정이 인센티브 제공이나 진행 과정 통제를 통한 

목표 달성에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기후에 도움이 되는 AI 연구, 개발 및 배치를 촉진한다.

• 컴퓨터 과학과 기후 관련 분야(예: 엔지니어링, 경제 또는 도시 계획)의 접점에서 학제간 교류 및 

응용 연구를 가속화한다.

• 연구, 개발 및 실증(RD&D)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AI 적용의 기술적 

준비 상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로를 개발한다.

•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된 부문 및 산업(예: 전기 부문)에서 AI 기술 배치에 대한 장애물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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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기술의 배출 영향 규제

• 기후 영향에 대한 고려사항을 AI 기반 신흥 기술(예: 자율주행 차량 또는 공유 경제 

애플리케이션)의 규제에 통합하여 이러한 기술을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경로와 더 잘 

일치시킨다.

• AI가 산업 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적용될 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반발 효과 회피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및 규제 요건(예: 탄소세 또는 상한 거래 프로그램)을 만든다.

• 해당되는 경우, 수명 주기 영향과 외부 효과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 또는 AI의 에너지 소비 

영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고를 의무화한다.

공공부문에서 AI 및 데이터 공유 촉진

• 유익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내에서 자체 AI 구현 역량을 개발 또는 강화한다.

• 관련 프로젝트의 범위 지정, 설계 및 배치 과정 전반에 걸쳐 AI 기술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예: 시민 사회, 산업 등)의 피드백을 통합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한다.

4. 정책 관련 고려사항

AI 시스템은 위험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집행위원회의 ‘AI에 대한 고급 

전문가 그룹’(High — Level Expert Group on AI)은 신뢰할 만한 AI에 대해 7가지 요구사항을 정의했다[AI 

HLEG 2019]. 이러한 고려사항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AI의 기후 변화 관련 응용 분야에도 적용된다. 기후 

전략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들이 특히 관련되어 있다.

• 영향 평가 기준: 　AI의 기후 영향에 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특히 AI 모델의 에너지 소비는 비교적 쉽게 추정할 수 있지만 사용 사례의 

영향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정책은 — 특히 AI 부문이 빠르게 

진화하는 속도를 감안할 때 — 에너지 사용과 적용 별 영향을 모두 해결함에 있어서 주도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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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형평성은 모든 수준의 통치에서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 전략과 관련하여 중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AI 기반 접근법은 - 예를 들어, 정보 격차를 확대하거나 알고리즘 편향과 

같은 문제를 통해 —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 권력 이동: 　AI의 사용으로 인해 관련 데이터를 통제하는 사람, 이러한 데이터의 AI 기반 분석을 

위한 용량과 지적 자본의 (불균등한) 분포,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대한 접근과 유지 관리의 조건에 

의해서 공공 및 민간 기업 사이에서 권력 구조가 이동될 수 있다. 많은 기후 전략이 공공 부문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AI를 사용하려는 공공 기관은 자체 역량 구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 중요 인프라: 　에너지 분야는 기후 변화 완화의 중심이며, 그 중 많은 부분이 중요한 인프라로 

간주된다. 중요 인프라에 대해 AI를 적용하려면 안전과 보안에 대한 고려사항을 통합해야 한다.

5. 결론

우리가 앞으로 AI를 채택하기로 한 것은 기후 변화 목표를 향한 사회적 진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광범위하면서도 강력한 엔지니어링 도구인 AI는 —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적용과 방해하는 

적용을 모두 포함하여 — 다양한 적용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정책은 AI가 기후 변화 전략과 현재 

및 미래의 사회 복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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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읽을거리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AI 응용 

• Rolnick, D., Donti, P.L., Kaack, L.H., Kochanski, K. et al., 2019. Tackling climate change 
with machine learning. arXiv preprint arXiv:1906.05433

• IEA (2017), Digitalisation and Energy, IEA, Paris

• Deutsche Energie-Agentur,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 from Hype to Reality for the 
Energy Industry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시키는  AI 응용

• Costas Samaras, various articles on the climate and energy impacts of autonomous 
vehicles

• Donaghy, T., Henderson, C., and Jardim, E., 2020, Oil in the Cloud: How Tech Compa-
nies are Helping Big Oil Profit from Climate Destruction, Greenpeace Reports

AI의 에너지 사용

• IEA (2019), Data centres and energy ‒ from global headlines to local headaches?, 
IEA, Paris

• Strubell, E., Ganesh, A. and McCallum, A., 2019. Energy and policy considerations for 
deep learning in NLP. arXiv preprint arXiv:1906.02243

• Schwartz, R., Dodge, J., Smith, N.A. and Etzioni, O., 2019. Green AI. arXiv preprint 
arXiv:1907.10597

정책 관련 고려사항

•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HLEG), EU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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