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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3 모델 개발(’20.5)

ㅇ 1,750억개의 매개변수를 가진 초거대 규모
모델

ㅇ 음성을 듣고 이해하며 복잡한 사고와 판단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표출

<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배경 지식 >

ㅇ 초거대 인공지능은 딥러닝 기법을 쓰는 인공신경망 가운데서도 그 파라미터가 무수히 많은 인공지능

으로

파라미터는 모델의 학습량으로서 인공지능 성능 좌우

※ 파라미터가 많을 수록 분석과 예측 정확도 역시 비례하며 그 만큼의 고성능컴퓨팅 연산자원 소

모

ㅇ 인간 뇌 속 시냅스 수가 100조개에 달하는 반면 2019년까지 구글·페이스북 인공지능 파라미터 수

는

최대 170억 개로 적은 수준에 불과하였음



초거대 AI 개발사 주요 기능
피라미터
갯수

발표
시점

RoBERTa Facebook 언어 생성ㆍ번역ㆍ검색ㆍ기사직성 등
3억 5,500

만
19년 7월

GPT-2 OpenAI 언어 생성ㆍ번역ㆍ검색ㆍ기사직성 등 15억 19년 8월

T5 Google 언어 생성ㆍ번역ㆍ검색ㆍ기사직성 등 110억 20년 2월

GPT-3 OpenAI 기존 모든 기능의 고도화ㆍ프로그래밍 1,750억 20년 6월

HyperCLOVA NAVER 기존 모든 기능의 고도화ㆍ한국어 문장 생성 탁월 2,040억 21년 5월

우다오 2.0
베이징 지위안 AI

연구원
기존 모든 기능의 고도화ㆍ중국어 문장 및 이미지

생성 탁월
1조 7,500

억
21년 6월

EXAONE LG 언어ㆍ이미지 이해 및 생성ㆍ데이터 추론 6,000억
21년 12

월

GPT-4 OpenAI GPT-3를 뛰어넘는 성능 전망 100조
23년 (예

정)

* (매개변수) ‘20년 상반기까지 100억개 내외였으나, GPT-3 이후

폭발적 증가



ㅇ 추론 서비스 API 제공을 통해 자연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경하여
스스로

코딩하고,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등 창작의 영역에서도 성능을 발휘하
기 시작

<GPT-3 기반 프로그래밍> <GPT-3 기반 시나리오, Solicitors>

a Botton that looks 
like a watermelon



ㅇ 오픈AI는 GPT-3를 활용하여 텍스트 문장으로 설명하면 그림을 그려주
는 AI 화가

DALL-E를 공개(’21.1)하며 창작과 예술의 영역에 도전

<입력 : 개를 산책시키는 아기 무우> <입력 : 해가 떠오르는 들판에 앉은 카피바라>



ㅇ 텍스트와 맥락정보의 입력만으로 디자인과 설계가 가능하고 디자인적
영감을 얻기 위한

보조적 도구로 활용 가능

<입력 : 아보카도 모양의 암체어> <입력 : Open AI가 표기된 상점 전면부>



https://labs.openai.com/

https://labs.openai.com/


A painting of a fox sitting in a field at sunrise in the 

style of Claude Monet”
DALL·E 1 DALL·E 2



HyperCLOVA(NAVER)

ㅇ 한국어에 최적화된 AI

(GPT-3 대비 한국어 데이터 6,500배 이상
학습)

ㅇ 네이버 쇼핑 상품명 교정 서비스 등에 시범
적용 중

EXAONE (LG)

ㅇ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의 특징을 동시에
학습한

이중언어 인공지능

ㅇ 비전 영역 이미지 재생성에서 SOTA* 대비
FID** 최상위 스코어 기록
* 특정 분야에 대해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한 모델
** 실제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 간의 특징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매트릭스



IFA 2022(‘22.09)

GIEMENS



GIEMENS

IFA 2022(‘22.09)



GIEMENS

IFA 2022(‘22.09)



GIEMENS

IFA 2022(‘22.09)



○ 목소리로 코로나 감염여부 판단하는 AI 스마트폰 앱 (Hindustan Times, ‘22.9.6)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 유럽 호흡기 국제 학회에서 발표

별도의 테스트기 구매 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람의 목소리를 감지하여,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약 1분만에 결과를 알 수 있음. 테스트의 정확도는 양성 89%, 음성

83%



○ 호흡 패턴에서 파킨슨병을 감지하는 AI 모델 개발 (MIT News, ‘22.9.6)

- 美 MIT 연구팀, 사람의 호흡 패턴을 읽는 것만으로 파킨슨병 감지 AI

모델 개발

- 전파를 사용하여 비접촉 방식으로 취득한 호흡 패턴 데이터 활용

- 환자의 하룻밤 수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약 90%의 정확도로 파킨

슨병을 진단

12일 밤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할 때 모델의 정확도가 95%로 향

상



딥마인드, 알파폴드를 사용한 매우 정확한 단백질 구조 예측 논문
발표(네이처지)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 플랫폼 알파폴드 오픈 소스 공개(‘21.7.15)

이후, 1년만인 ‘22.7.28, 딥마인드가 '알파폴드'를 이용해 무려 2억개
이상의 단백질 구조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힘

이는 지구상 알려진 거의 모든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

알파폴드가 해독한 여러
단백질의 3D 구조

다양한 단백질 구조를
통해 생명 현상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기능
구현 가능
(딥마인드)



새로운 홈 AIoT 표준 발표 (2022.10.5)



Matter 표준을 주도하는 기업들



Matter, The New Smart Home Standard

Matter가 지원되는 기기들

Amazon says it's bringing Matter to Alexa devices, including 
the Echo, Echo Dot, Echo Plus, Echo Studio, and Echo Show. 
This means you'll be able to set up and control Matter devices 
from Echo smart speakers and displays.

Google Android, Google Assistant, and the Google Home app 
will also support Matter.

Apple plans to support Matter via its iOS and HomeKit platforms.



홈 AIoT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from Connect 

to TALK!



AI기반 Matter 표준은 홈IoT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 올 것

Illustration by Alex Castro / The Verge

https://www.theverge.com/2022/3/17/22982166/matter-smart-
home-standard-postponed-fall-2022

홈IoT의 미래, AIaaS



○ 중국 반도체 주저앉히려는 美…中 "기술자립 부추길 뿐"(머니투데이, 22.09.14)

- 中경제일보, 美 일방적 기술봉쇄와 분리는 각국의 기술자립 가속화하고,

中반도체판매 완전금지 美기업들 글로벌시장점유율 18% 잃을거라 경고

○ 中, 美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확대에 "기술 패권주의" (연합뉴스, 22.09.14)

- 마오닝 中 외교부 대변인, “미국은 자신들의 과학기술 우위를 이용해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을 억제하고 탄압하려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

○ 美 반도체 압박에…시진핑 “핵심기술 집중해 난관 돌파”(22.09.08)

- 시진핑, 美 ‘칩4’ ‘반도체지원법’등 반도체공급망에서 중국 배제하는것에

대응으로 핵심기술 당지휘 강화해 공격방향과 돌파구 명확히하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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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군의료

•

•

ENVIRONMENT

•

•

•

•

•

해안경비/지뢰탐지

•

•

•

•

•

• 인공지능기반으로산림해충
발생현황및확산경로예측

• 인공지능기반으로화학물질에의한
재난발생예측, 피해확산범위분석

HEALTH

INDUSTRY SAFETY



수요기업

AI 솔루션 구매 기업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급기업

AI 솔루션 판매 기업

① AI 바우처
신청

② AI 바우처
발급

⑥ 비용지급

⑤ 비용지급청구

④ AI솔루션/ 
서비스 제공

③·바우처로 솔루션/
서비스 구매/적용

• 매출 250억원, 수출 52만달러, 투자유치 395억원의사업화성과달성

• 680명의일자리성과창출(’21년 10월말기준)

• 생산성향상 38.5%, 품질개선 45.5%, 비용절감 14.5백만원/월의수요기업현장혁신성과창출

구분 2020년(본예산) 2020년(추경) 2021년(본예산) 2022년(본예산)

공급기업 등록 수 369개 553개 991개 1,553개

선정과제 수(신청과제 수) 15개(335개) 210개(475개) 207개(1,048개) 350개(1,573개)

• 공급기업의 AI 솔루션을

구매 ∙ 활용하여 자사에

도입 ∙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에게 최대

3억원의바우처 지원

• 수요-공급 매칭 지원

• 제조,의료,금융, 농축산

등 全산업분야지원



(신청 : http://aihub.or.kr)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 기업〮기관 수 200개 883개 1,002개 854개 (추가지원예정)

GPU 용량 20TF 20, 40, 80TF 20, 40, 80TF 20, 40, 80, 160, 320TF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최적화된 민간 클라우드를
제공함으로써 고가의 연산장치 비용 부담 등을 경감
시켜 국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저변 확산에 기여

▷ 총 2,085개 기업〮기관이 지원 받아 산업 확산 및 연구개발 기여
▷ 기술 : 시각 53.6%, 분석 22.5%, 언어 18.9% 행동 5% 기여
▷ 산업 : 정보통신 29.1%, 의료 15.9%, 콘텐츠 8%, 교육 6% 기여
▷ 지역 : 서울 55%, 경기/인천 21%, 충청도 10%, 경상도 9%, 기타 5% 





AI반도체기업 – 클라우드 기업간 협업 추진

NPU* Farm 프로젝트 신규추진(’23~)

AIaaS

AI반도체 기반의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

2023 2024 2025 2026

* Neural Processing Unit(신경망처리장치)



NPU
Cloud Service

Data Center
Foundry



수요기업의 업무환경을 고려한

cloudsup.or.kr

(신청 : https://www.cloudsup.or.kr)





djkim@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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