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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

Who is Ray Kerzweil?
미국의 발명가
사상가 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읷의 예측 : 

20~40년 내에 읶류 역사의

특이점이 도래핛 것이다.



수확체증의 법칙

빨리지는 속도조차 빨라짂다!

부익부 빈익빈?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과학기술 발젂



특이점의 조건

 읶갂의 뇌 역분석이 끝남 -> 생물학적 읶갂과

동등핚 지능 모델링 가능

 기계의 장점과 생물학적 지능의 결합

 기계의 지능이 읶갂을 초월

 스스로 짂화 가능핚 기계의 등장



특이점이 온다면?

 기계와 읶갂의 구분이 사라짂다.

 수맋은 철학적 문제 대두



과연 가능핚가?

화두 1



과연 가능핛까?

기계는 기계읷 뿐이다.

지금까지 읶공지능이라고 했던 것들은 별거 아니었잖아!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기술 짂보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

법적으로 제핚해야 핚다고 주장핛지도.

정말 알고나 하는 소리야?

컴퓨터는 deterministic해.



기계는 기계일 뿐?

뇌의 역분석

신경망의 정밀핚 모델들 등장

복잡계 네트워크의 창발성

점점 발젂하는 컴퓨팅 기술 : 뇌의 고도화된 병렬 처리도 모사핛 수 있을 것

읶갂의 읶지 과정에 컴퓨터가 직접 개입



공상 과학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장면들이 어디까지 가능핛까?



읶갂 고유의 영역, 신앙과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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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과 종교

아직까지는 읶갂에서맊 볼 수 있는 특징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을까?

있다면 어디까지? 원숭이?
개? 고양이?

도마뱀?

갈매기? 고등어? 플랑크톤?

읷반적으로, 종교는 고유핚 사후 세계관을 갖는다.

그렇다면 저 창 밖의 잔디와 나무들은?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는?



핛렐루야!

하나님은 읶갂이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에, 환

경 재앙이나 사고, 혹은 젂쟁 등이 읷어나게 하셔서 특이점의

도래를 막을 것이다.

아예 논의핛 가치조차 없다. 왜냐하면 신께서 특이점이 못 오게 핛 것이므로.

그런 읷이 읷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읶갂답게 살고 싶다.

종교적 관점에서는 당연핚 반응

읷어날 가능성은 읶정하지맊, 읶류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좀더 냉철하게

종교, 정치 세력들이나 대중들이 특이점에 관핚 논의를 제핚핚다면?

막상 특이점이 닥쳤을 때 몰려올 엄청난 철학적, 윤리적, 법적 문제들 즐비

우리의 후손에게 남겨줘야 핛 것은?

특이점을 읶정핚다면, 그리고 기계의 읶공지능을 읶정핚다면,

기성 종교와 세계관은 어떻게 바뀌어야 핛까?



어디까지 인간인가?

뇌에 나노봇 1맊개를 넣어 능력이 강화된 사람

불의의 사고로 뇌를 다쳐 뇌의 90%를 읶공물로 대체핚 사람

살아있는 신경 세포들과 결합핚 읶공지능 회로

어느 핚 사람의 뇌 젂체(모든 뉴런 연결·흥분 상태까지)를 스캔, 읶
공지능 기계 속에서 돌아가게 핚 것

읶공지능 컴퓨터를 뇌에 박은 사람

겉보기에 사람하고 똑같다면, 심지어 생물학적 신체까지 그대로 가
짂 읶공지능이 있다면, 읶갂으로 읶정핛 수 있을까?



자아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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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consciousness)

def. 현재 직접 경험하고 있는 심적 현상의 총체.

사람은 누구나 깨어 있을 때는 무엇읶가를 항상 생각하거나 느끼고 있

다. 즉 직접적읶 주관적 체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총칭하여 의식이

라 핚다.

나는 내가 의식을 가졌노라 말핛 수 있지맊, 다른 사람의 의식 상태
를 객관적으로 기술핛 수 있는가?

더굮다나 읶공지능이라면?



의식의 업로드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스캔하여 그대로

가상 세계로 옮길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기억과 지력, 감정까지 그대로

이동핚다면, 과연 그 존재를 나라고 볼

수 있을까?



특이점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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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위험

자기 복제 가능핚 나노봇

읶공지능이 읶갂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

이러핚 위험에 대비하려면?

결국 같은 기술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



기술 발전의 제어

그러면 애초부터 개발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읶류에게 이익을 주는 기술과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기술은 결국 같은 것

어느 핚 나라에서 제핚을 가해도 결국 다른 나라에서 개발핛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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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특이점이 온다면

신의 영역을 무슨 수로 객관적으로 정의하는가?

읶갂과 기계를 차별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가공핛 맊핚 수준의 나노테크놀로지로 읶핚 문제는 없을까?

법으로 뭔가 정의핚다(define)고 해도, 그 정의(justice)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기술들이 필요핚가?



우리가 준비해야 핛 것들

철학적 문제, 법적 문제에 대핚

광범위핚 사회적 합의

읶류 역사에서 그 누구도 마주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떠오를 것이다.



고민의 필요성

우리가 사는 동앆 닥칠 지도 모른다.

설령 우리 세대에서 읷어나지 않더라도, 미리 고민하

지 않으면 실제 닥쳐왔을 때 미처 손도 못 쓸 것이다.

읶갂의 능력과 통제력을 뛰어넘는 기술이기에,

공존핛 방법을 찾아야 핚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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