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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AI) 챗봇 ‘ChatGPT’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ChatGPT의 잠재성 및 한계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ChatGPT란?

  ○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OpenAI에서 개발한 자연어 생성 모델로 주어진 텍스트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학습하며, 이를 통해 사람이 쓴 것처럼 의미 있는 텍스트를 생성 가능

  ○ GPT의 성능은 매개변수(파라미터)의 개수에 따라 좌우되는데 2022년 11월 30일 공개된 GPT-3.5는 

2018년 처음 공개된 GPT-1(1.17억 개)보다 약 1,500배 많은 매개변수(1,750억 개)를 활용

❘GPT별 매개변수 수 비교❘

  ○ ChatGPT는 GPT-3.5를 기반으로 하는 챗봇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장을 이해하고, 관련 있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으며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 

   - GPT-3.5는 GPT-3와 매개변수 수(1,750억 개)가 같아 성능 면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RLHF,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적용으로 대화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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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RLHF,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 학습 데이터가 주어진 상태에서 변화가 없는 정적인 환경에서 진행되는 지도 학습이나 비지도 학습과 달리 

불확실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주어진 업무를 학습

 - 어떤 환경 안에서 정의된 주체(agent)가 현재의 상태를 관찰하며 선택할 수 있는 행동(action) 중 최대의 

보상(reward)을 가져다주는 행동이 무엇인지 학습

§ 강화학습의 동작 순서

 - 정의된 주체(agent)가 주어진 환경(environment)의 현재 상태(state)를 관찰(observation)하여, 행동

(action) 수행 →  환경의 상태가 변화하면서 정의된 주체에게 보상(reward) →  보상을 기반으로 정의된 

주체는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향(best action)으로 행동 학습

§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RLHF,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 사람의 피드백(Human Feedback)을 통해 강화학습을 시킬 경우 인간적인 말투, 문화적인 요소 등을 반영할 

수 있는데 ChatGPT는 RLHF를 적용함으로써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문장 구사 가능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

출처 : OpenAI, 재구성

사람들은 왜 ChatGPT에 열광하는가?

○ Open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챗봇 ChatGPT는 2022년 11월 30일 출시 후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출시된 지 5일 만에 100만 명, 2주일 만에 200만 명의 사용자를 달성

   - 이는 넷플릭스(3.5년), 에어비앤비(2.5년), 페이스북(10개월) 등 주요 서비스들이 1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걸린 기간에 비해 압도적으로 짧은 기간이며 AI 서비스에도 전례가 없는 기록

      ※ 100만 명 이용자 확보에 깃허브의 코드 작성을 도와주는 AI 서비스 코파일럿(Copilot)은 6개월, OpenAI가 

만든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 달리2(DALL-E 2)는 약 2.5개월 소요



THE AI REPORT 2023-1 | 2023. 1

3

❘주요 서비스별 이용자 100만 명 달성 소요 기간 비교❘

  ○ ChatGPT는 대화형 질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답변뿐만 아니라 챗봇 개발, 언어 번역, 콘텐츠 생성, 텍스트 

요약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 관심 유발

  ○ ChatGPT 공개 이후 구글 최고경영자(CEO) 순다 피차이(Sundar Pichai)는 ChatGTP 열풍을 코드 레드

(code red)급 위협으로 규정하고 ChatGPT가 검색 엔진 사업에 가하는 위협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을 지시

  ○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3월에 검색 엔진 ‘빙(Bing)’에 ChatGPT를 탑재한 버전을 출시할 예정으로 

인공지능 기반 챗봇 기술이 전통적인 검색 엔진을 대체하며 검색 엔진 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상

     ※ MS는 2019년 OpenAI에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현재 100억 달러 투자 논의 진행 중으로 MS는 OpenAI에게 

초거대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슈퍼컴퓨터급 클라우드 자원(연간 1억 달러 수준)도 제공 중

   - 특히, 텍스트보다 영상과 이미지에 익숙한 MZ 세대가 궁금한 걸 검색할 때 포털사이트(구글, 네이버 등) 

대신 소셜미디어(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를 찾는 것처럼 앞으로 ‘챗봇 네이티브’ 세대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형태의 검색 엔진은 경쟁력이 잃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음

❘ChatGPT와 기존 검색 엔진 간 차이점❘
구 분 ChatGPT 검색 엔진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기술인 언어 모델링을 사용하여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 생성
키워드 검색을 통한 정보 제공

생성성
사용자 질문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 기존 검색 엔진보다 더 생성적인 답변 제공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없음

상호작용
사용자 친화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방식

키워드 검색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은 없음

질의 및 

컨텍스트 이해도

자연어처리 기술을 통해 사용자 질문을 이해하여 

의도에 맞는 결과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이전 질문을 

기억하고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게 답변

사용자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방식이 아닌 키워드 

검색을 통한 정보 제공 방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으며 각 검색마다 독립적으로 정보를 제공*

 * 최근에는 검색 엔진도 인간의 언어를 더 잘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어처리(NLP)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하며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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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tGPT는 무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AI에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채팅 형태로 이용해

볼 수 있고 결과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 있어 온라인 상에서 바이럴 확산

   - OpenAI는 향후 ‘ChatGPT Professional’이라는 제한적 유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

     * 중단 시간 없음(No blackout periods), 프롬프트에 대한 더 빠른 응답(Faster responses to prompts), 일반적 

일일 메시지 제한의 최소 2배 이상(At least 2X the regular daily limit of messages)

� ChatGPT의 활용 사례

  1. 논문 작성

  ○ 초록 글자 수 요약, 창의적인 연구 제목 제안, 실험 결과의 논의, 연구 목차 작성, 향후 연구 아이디어 

추천, 특정 주제에 대한 글 작성, 작성 내용에 대한 문법 교정, 번역 등 ChatGPT를 이용하여 연구 설계 

단계부터 연구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 수행 가능

     ※ 일리노이주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팀이 ChatGPT로 제작한 의학 연구 초록 50개를 발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한 결과 표절 검사기는 0%, AI 출력 탐지기는 66%, 과학자는 68% 비율로 생성된 초록을 발견

  ○ 구글 Scholar 상에서 ChatGPT 관련 논문은 1,370개(2023.1.24. 기준)로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급증

하는 추세이며, 이미 과학 분야 논문 작성에 ChatGPT가 활용되고 있음

   - 스페인 연구자들은 ChatGPT를 활용하여 신약개발에서 AI의 역할을 다룬 논문을 작성해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arXiv)에 공개(2022.12.8.)

   - 의학 논문 사전 공개사이트인 메드아카이드(medRxiv)에는 ChatGPT가 공저자인 논문 공개(2022.12.12.)

   - 영국 맨체스터대 간호과의 시오반 오코너 교수는 국제 학술지 발표 논문에 ChatGPT 공동 교신저자로 등재

(2022.12.16.)

❘ChatGPT가 공저자로 포함된 의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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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프로그래밍

  ○ 간단한 프로그램 코드 짜기, 주석 달기, 코드상 오류 찾기(오타, 정의되지 않은 코드 발견), 에러 코드에 

대한 이유 확인, 에러 코드 수정, 프로그램 설치법 안내, 업데이트 방법 안내 등 ChatGPT를 이용해 코드 

작성, 코드 오류 발견, 코드 수정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작업 수행 가능

❘ChatGPT를 통한 프로그래밍 예시❘

 3. 언어 번역 및 교정

  ○ ChatGPT는 기존 번역기와 비교하여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단순 번역을 넘어 교정 및 문법적인 오류까지 

설명해주기 때문에 영어를 포함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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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의 영어 교정 및 문법 오류 설명❘
구 분 내  용

교정

문법 오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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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콘텐츠 제작

  ○ ChatGPT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단순 답변 수준을 넘어 영화 시나리오, 소설, 노래 가사, 제품 전단지, 

광고 대본, 금융 보고서, 계약서, 제안서, 강의 커리큘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창의적인 형태로 제작 가능

   - 영화배우 라이언 레이놀즈는 ChatGPT에게 라이언 레이놀즈의 말투로 농담과 욕설을 사용해 민트모바일의 

홀리데이 프로모션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광고 대본을 작성하라고 지시

❘ChatGPT가 작성한 민트모바일 광고 대본❘

"안녕하세요. 라이언 레이놀즈입니다. 먼저, 민트모바일은 개똥(shit) 같다는 얘길 하고 싶네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다른 대형 

무선통신사들의 연휴 프로모션은 모두 끝났지만 민트모바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행사를 이어갈 겁니다. 우린 아

주 멋지기 때문이죠. 민트모바일을 한 번 사용해 보세요. 아! 그리고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고객 센터에 전화를 

걸 때마다 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그건 실제 혜택이 아닙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출처 : 라이언 레이놀즈 트위터(https://twitter.com/vancityreynolds)

❘ChatGPT가 작성한 휴가 요청 이메일❘
Dear Shin (Boss)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I am writing to request for a day off on this coming Friday. I know, I know. You're 

thinking "But Friday's are the best days of the week!" and you're not wrong, but hear me out.

You see, I have a hot date with my couch and Netflix, and they don't take kindly to being stood up. Plus, I heard 

a rumor that there will be a new season of "The Office" on that day, and I can't miss out on my dose of Jim's pranks.

I promise to make up for it by working extra hard on Monday and Tuesday, and if that's not enough, I'll even make 

you a cup of coffee every morning next week, just to sweeten the deal.

So, what do you say? Can I have this Friday off? I'll be forever grateful, and I promise to come back fully recharged, 

ready to tackle any task you throw my way. 

Thank you for considering my request, and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Warm Regards, Tae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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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가 작성한 노래 가사 형태의 층간소음 사과문❘
영어 한국어

  5. 그 외에 다양한 활용 방법 :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

  ○ ChatGPT는 어떻게 질의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앞서 소개한 활용 방법 외에도 

다음과 같은 종류의 창의적 작업과 작성물 제작이 가능

   - (제공 가능 작업) 우울한 사람에게 대화 유도하기, 새로운 상품 이름 제안하기, 팟캐스트 게스트 추천 

받기, 내가 쓴 글에 인종 편향이 없는지 확인하기, 데이트 팁 얻기, 선물 아이디어 얻기, 운동 계획 세

우기, 텍스트 감정 분석하기, 음식점 블로그에 자동으로 댓글 달기, 채용을 위한 질문 리스트 뽑아내기, 

복잡한 개념 설명하기(예: 양자물리학을 초등학생에게 설명) 등

   - (생성 가능 작성물) 에세이, 뉴스 기사, 블로그 글, 기술 보고서, 비즈니스 계획서, 기금 지원 신청서, 

제품 설명서, 사용자 설명서, 법적 문서, 계약서, 이력서, 커버 레터, 시, 소설, 짧은 이야기, 연설문, 

설교문, 여행 안내서, 교재, 일기, 추천서, 채용 광고, 지원서, 브로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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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GPT의 한계

 □ 기능상의 한계 : ChatGPT는 공정하고 정확한가?

  ○ ChatGPT는 어떻게 질의하느냐에 따라 공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문학적, 철학적, 미학적 문제도 창의적이며 

전문적인 답변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AI 챗봇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결과물을 제공

  ○ ChatGPT는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RLHF) 적용을 통해 마치 사람과 대화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대화가 매끄럽고, 답변 성능이 우수하여 검색 엔진 시장 판도를 변화시킬 ‘게임 체임저’로 인식

  ○ 그러나 ChatGPT는 아직 완성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의도치 않은 편향이 존재해 위험을 내포

   - 2021년 이전의 데이터로 학습하여 2022년 이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확하게 답변

   - ChatGPT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한글보다 영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영어 질의에 정확도가 보다 우수

   -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RLHF) 적용한 결과 오히려 인간의 결함과 실수를 쉽게 모방할 우려 존재

   - 특히 ChatGPT의 답변은 때로 꽤 논리적으로 보이나 잘못된 정보이거나 무의미한 내용*일 수 있음

      *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이슈 : AI가 존재하지 않는 환각을 보는 것처럼 없는 답변, 틀린 답변을 제시

     ※ OpenAI 웹사이트에서는 진실에 대한 출처가 없는 강화학습의 특징에 따른 ChatGPT의 한계를 기술

     ※ ChatGPT는 오답률이 높고 일반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질의응답 

사이트인 ‘스택오버플로우(Stack Overflow)’는 ChatGPT를 통해 생성한 답변을 등록하는 걸 당분간 금지 조치

❘ChatGPT의 강화학습 단계❘

                                                          출처 : OpenAI(https://openai.com/blog/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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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상의 한계 : ChatGPT는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 ChatGTP는 타 서비스 대비 초단기간에 100만 사용자를 모았고, 현재 5억 명 넘게 사용할 것이라는 

추정도 있으나 현재까지 무료 서비스로서 이렇다 할만한 수익 모델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존재

  ○ 100만 사용자 확보에 넷플릭스는 3.5년이, 에어비앤비는 2.5년이, 페이스북은 10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이들은 시장의 혁신적 파괴자들로서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경쟁자들보다 빠르게 시장을 선점

  ○ 반면, 2021년 초 음성 기반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클럽하우스’는 한때 초대장이 수만 원에 거래

되는 등 큰 인기를 끌며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모았으나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생산에 한계를 

드러내며 사용자 급감

  ○ ChatGPT의 단기간 확산은 여러 조건*이 맞물려 이뤄낸 결과일 뿐 구체적인 수익 모델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 

사용자 수 확보만으로 타 서비스와 비교를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ChatGPT가 단기간 100만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무료 서비스로서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질문 

방식으로 사용법이 단순하고, 답변 성능이 우수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사용자들이 온라인상 공유·확산하였기 때문

   - ChatGPT 의의는 단기간 사용자 확보보다는 ‘생성 AI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라는 점이 더 바람직

     ※ ‘You.com’, ‘Perplexity.ai’ 등 ChatGPT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출시 

  ○ 향후 유료 서비스 버전(ChatGPT Professional)을 출시 예정이나 이는 단순 기능 확장에 그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킬러 서비스 개발 필요

❘Clubhouse 구글 트렌드 검색 지수(세계 기준, 2020.11.1.~ 2021.4.30.)❘

❘ChatGPT 구글 트렌드 검색 지수(세계 기준, 2022.8.1.~ 20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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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ChatGPT는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 한계 극복을 통해 초거대 AI는 보편화

  ○ ChatGPT의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답변, 잘못된 정보나 무의미한 응답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오류는 

반복적인 시행착오 상호작용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ChatGPT는 이미 차별·혐오 발언을 차단하기 위해 AI 기반 조정 시스템인 ‘Moderation API’를 사용

     ※ 허용되지 않는 내용의 질문이 나올 경우 ‘차별적· 공격적이거나 부적절한 질문, 여기에는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동성애 혐오적, 성전환자 혐오적 또는 기타 차별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질문이 포함됩니다’라고 답변

   - ChatGPT는 언어모델로서 추가적인 학습과 전문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음

  ○ 향후 GPT-4가 출시될 예정으로 초거대 AI 기술 진전은 가속화될 전망

   - GPT-4는 인간의 시냅스 개수에 맞먹는 100조 개(GPT-3 매개변수 수의 571배)의 매개변수를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GPT-4의 출시 시기와 매개변수 수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

     ※ 포브스는 ‘2023년 10대 AI 예측’에서 GPT-4의 등장을 첫째 이슈로 선정(2022.12.)

     ※ OpenAI CEO 샘 알트만(Samuel H. Altman)은 StrictlyVC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도에 GPT-4 모델이 출시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매개변수 수가 100조 개인 것에 대해 사실상 부정(2023.1.17.)

 □ 지식(知識)을 얻기 위한 노력이 줄어드는 세상

  ○ 지식(知識)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로서 인간의 

지식은 자신의 직접 경험 및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타인의 경험을 학습함으로써 축적

   - 따라서 학습은 지식 축적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학습 또는 경험 없이 지식은 

존재할 수 없음

  ○ 검색 엔진이 등장하며 학습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주었고, ChatGPT와 같은 AI 서비스는 

지식 획득을 위한 인간의 학습 과정을 아예 없애줌으로써 지식의 정의를 바꿀 만큼 혁신적 변화를 가져옴

 □ 검색 엔진(Search Engine) 시대에서 창의성 엔진(Creativity Engine) 시대로 전환

  ○ 지금까지 AI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생성 AI(Generative AI)보다 식별 AI(Discriminative AI)가 주로 사용

   - 식별 모델은 지도 학습 기반으로 이미지 인식과 같은 분석 작업에 적합하며, 생성 모델은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이미지 생성과 같은 창의적인 작업에 적합

  ○ 생성 AI는 모델을 실행하기 어렵고, 컴퓨터 자원을 관리하고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교한 워크로드 

조정이 필요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등 수년간 여러 요인의 제약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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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의 등장, 더 많은 데이터, 더 저렴한 컴퓨팅 성능 등 이제는 쉽게 생성 AI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언어, 시각 및 예술, 오디오 및 음악, 과학 등 다양한 창의성 유형별 180개 이상의 AI 도구 존재

  ○ ‘Generative AI 시대’ 강력한 AI 도구의 출현은 광범위한 실업이 발생하거나, 일부 직업은 대체될 것이고, 

일부 직업은 확대되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재창조되는 등 수십억 근로자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인공 창의성 도구들❘

                                                   출처 : NESS LABS(https://nesslabs.com/artificial-creativity)

 □ 기술은 양날의 검, 기술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 필요

  ○ ChatGPT와 같은 초거대 AI 서비스는 잘 활용하면 훌륭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는 한편 표절이나 대필 문제, 

결과물의 신뢰성 문제, 저작권 문제, 기술 발달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 학습 능력 저하 우려도 함께 존재

     ※ 교육전문가들은 학생들이 ChatGPT를 작문이나 컴퓨터 코딩 과제 해결에 사용하는 등 AI에 의존할 경우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교내 ChatGPT 접근을 차단

     ※ 미국 한 대학생이 ChatGPT로 작성한 글을 선별하는 앱 ‘ChatZero’ 개발

  ○ 올바른 AI 사용을 위해서는 AI로 인간 교사를 대체하기보다는 AI를 보완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AI를 활용해 과제와 발표 자료를 만들고, 수업 시간에는 토론, 질문과 개인적 피드백을 제공

     ※ OpenAI CEO 샘 알트만(Samuel H. Altman)은 본인의 트위터에 “사용자가 당장 중요한 일에 ChatGPT를 의존

하는 것은 실수이며, 여전히 ChatGPT는 진실성 부분에서 해결해야할 일이 많다”라고 발언(2022.12.10.)

  ○ 학생들이 정보 출처를 인지하고 자동화 인공지능 모델의 적절한 사용법과 자동화 텍스트에 대한 한계를 

배울 수 있는 적절한 디지털 교육 제공 필요



THE AI REPORT 2023-1 | 2023. 1

13

  ○ 기술이라는 도구는 선과 악이라는 방향성이 없으며, 사용자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문제

  ○ 따라서 ChatGPT와 같은 초거대 AI 서비스가 혁신의 도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작용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AI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묻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불이 위협이라고 생각하는지, 불을 찬성하는지 불에 반대하

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됩니다. 물론, 당신은 불을 지지하고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불을 찬성하고 방화를 반대합니다, 그렇죠? 불과 AI의 차이점은 둘 다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단지 AI, 특히 초지능이 훨씬 더 강력한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기술은 나쁘거나 좋지 않습니다. 기술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력

할수록 우리는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장하는 기술의 힘과 그것을 관리하는 지혜의 성장 

사이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한 진정으로 영감을 주는 첨단 기술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낙관합니다.

- Future of Life Institute 공동 창립자 Max Tegmark

 □ 기술의 진보에 따른 인간의 역할 변화

  ○ 니콜라스 카(Nicholas G. Carr)는 그의 저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은 우리로 하여금 책읽기에서 발휘되는 집중력과 기억을 앗아가며 우리는 정보처리나 의사결정 능력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무엇인가 집중하고 그것을 기억하려는 뇌의 습관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우려

  ○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간의 이동이 편리해졌고,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이 증강되었으며, 

인터넷의 등장은 사람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렸을지는 모르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였음

  ○ 진화론의 용불용설*처럼 신기술 출현에 따른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인간의 역할도 변화를 반복

     * 용불용설(用不用說) :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퇴화하여 다른 형태로 바뀐다는 생태학

   - 예컨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많은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하는 것은 덜 중요해졌으며 정보를 소유하는 것 

그 자체로는 권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흩어진 정보를 잘 찾아내고 연결하는 능력이 더 필요

  ○ X세대가 컴퓨터를 쉽게 다룰 수 있었고,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능통했으며, Z세대가 

모바일 속 유튜브 콘텐츠를 선호했듯 앞으로의 아이들은 궁금증을 AI로 해소하는 AI 네이티브로 성장할 것

   - AI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생활 곳곳에서 AI를 경험하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 AI에게 물어보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는 미래 세대에게는 ‘AI를 얼마나 잘 다루는가’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각

❘세대별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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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본 보고서 작성을 위한 ChatGPT�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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