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인공지능(AGI)과 AI 반도체(뉴로모픽) 기술개발 동향과 향후 전망

Ⅰ. 뉴노멀 시대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동향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공지능(AI)
1-1. 인공지능 기술 개요 및 진화
1) 인공지능 기술 개요
(1) 인공지능 개요
(2) 인공지능(AI)의 역사
2) 인지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등장
(1) 인공지능의 지능 개요
(2) 인지지능(Cognitive Intelligence)으로 진화하는 인공지능
1-2. 인공지능의 단계
1) 1단계, 단순 제어 프로그램
2) 2단계, 고전적인 인공지능
3) 3단계,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4) 4단계,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
1-3. 인공지능의 진화, 초지능형 AI 등장
1) 인공지능의 진화
2) 미래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
(1)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
(2) 딥러닝 기술 개요
(3) 딥러닝(Deep Learning)의 기술적 한계
(4)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의 한계 극복
2. 인공지능(AI)의 유형
2-1. 단계별 인공지능
1) 좁은 영역의 인공지능(ANI)
2) 범용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3) 초인공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SI)
2-2. 범용 AI와 초인공지능의 등장 가능성
2-3. 범용 인공지능의 접근 방법
1) 기호적 범용 인공지능(Symbolic AGI)
2) 창발적 범용 인공지능(Emergentist AGI)
3) 혼합 범용 인공지능(Hybrid AGI)

3.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동향
3-1. 빅데이터 생태계
3-2.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1) 구글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2) OpenAI의 GPT-3(Generative Pre-Training 3)
3-3.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
1)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 개요
2) 딥러닝 및 머신러닝 기반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
3) 전이 학습 알고리즘
4. 주요 산업별 AI 적용 동향과 주요 이슈
4-1. 자동차 분야 AI 개발동향과 향후 전망
1) 자동차 AI 시장 동향과 전망
(1) 시장규모 전망
(2) 최근 주요 이슈
2) 자동차 AI 음성비서 시장
(1) 시장규모 전망
(2) 글로벌 동향
(3) 국내 동향
4-2. 의료 분야 AI 개발동향과 향후 전망
1) AI 활용 의료 영역
(1) 영상 진단
(2) 질병 진단
(3) 다양한 의료 문제
(4) 기술의 개인ㆍ지역 격차 해소
2) 국내외 시장 및 제품 개발 동향
(1) 시장 규모 전망
(2) 해외 제품 개발 동향
(3) 국내 제품 개발 동향
3) 뉴럴 네트워크
(1) 뉴럴 네트워크 이용
(2) 지도학습의 프로세스
(3) 실용화 과제
(4)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
(5) 의료용 AI의 폭주에 대한 우려
4) 의료 AI의 문제점 및 과제
(1) AI의 타당성 검증이 부족

(2) 의료 AI 법 정비
(3) 의료 관계자의 AI에 관한 지식 부족
(4) AI 적용 이후 의사에게 요구되는 점
4-3. 제조업 분야 AI 개발동향과 향후 전망
1) AI 스마트공장 동향
2) AI 스마트공장 사례
(1) 지멘스(SIEMENS)
(2) LG CNS
(3) 현대자동차
(4) 삼성전기
(5) LS산전

Ⅱ. 범용 인공지능ㆍAI 반도체(뉴로모픽)의 기술개발 동향
1. 범용 인공지능의 기술 현황
1-1. 스파이킹 신경망(Spiking Neural Network)
1) 스파이킹 신경망 개요
(1) 스파이킹 신경망 개념
(2) 스파이킹 신경망과 인공신경망의 차이점
2) 스파이킹 신경망 구조
1-2. 메타학습(Meta learning)
2. 뉴로모픽(Neuromorphic) 반도체 기술개발 동향
2-1. 뉴로모픽 칩(Neuromorphic Chip) 기술 개요
1) 뉴로모픽 칩(Neuromorphic Chip) 기술의 핵심
2) 뉴로모픽 칩의 특징
2-2. 뉴로모픽 컴퓨팅(Neuromorphic Computing)
2-3. 뉴로모픽 기술 산업 현황
1) 국내 뉴로모픽 기술 산업 현황
(1)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
(3) 네패스
(4) 국내 연구소 및 대학교
2) 해외 뉴로모픽 기술 산업 현황
(1) 퀄컴(Qualcomm)
(2) IBM
(3) 인텔(Intel)

(4) 엔비디아(NVIDIA)
(5) 구글(Google)
(6) 애플(Apple)
(7) 자일링스(xilinx)
3) AI 반도체 특허 출원 및 시장 전망
(1)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 출원
(2) AI 반도체 시장 전망
(3) 국내외 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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