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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자

머리말

역자가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란 단어를 접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다. 그때 전
산학 개론의 시험 문제로 ‘AI’라는 영어 약자의 전체 스펠링과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는
간단한 문제가 있었다. 대학에 입학했던 당시에는 아직 386 PC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
라 꽤 생소한 단어였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접했던 AI를 현실 세계에 도입한다는 것
은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은 여러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물론 인간의
창조적인 영역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책을 번역하면서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
가 채택한 인공지능의 지식 습득 방법이 인간의 지식 습득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고 얼마나 더 발전해 나갈지 기대 반 우려 반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인공지능에서 이론적인 부분과 활용적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한 후, 현재 AI
기술의 가장 선두에 있는 구글의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의 내면을 파헤쳤다.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의 구현에 앞서, 주요 AI 기술들의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었기에 내용이 다
소 생소하고, 수학적인 표현들도 많아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머신 러닝, 딥 러
닝, 듀얼 네트워크,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등 여러 기술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토대
로 필기체 문자 인식, 미로 찾기, 비디오 게임의 강화 학습 실현 방법과 바둑을 습득하
는 알파고 및 알파고 제로의 내부 구조를 알기 쉬운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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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도 언급하지만, 이 책의 대상 독자는 주로 이공계 및 정보처리 계통의 학생이나 엔
지니어다. 그리고 알파고 논문의 이론적인 설명을 저자가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므
로 알파고와 최신 AI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다. 부디 이 책을 통해 AI 기술의 핵심 지식을 얻길 바란다.
또 한 권의 책을 번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번역과 교정, 그리고 편집 과정
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 말씀을 전한다. 특히 늘 아낌 없는
지원으로 함께 해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과 이 책의 전체적인 진행을 맡아 준 이종
무 팀장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디자이너분 등 출판 과정에서 수고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역자의 부족함을 메꿔 준 베타리더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하은, 시온에게도 감사하며, 올여름 즐거운 휴가를
떠날 것을 약속한다!
2019년 7월 일본 도쿄에서

정인식

역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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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에

대하
여

천재 바둑 기사와 바둑 AI ‘알파고’의 만남
‘오호~ 이런 수도 있을 수 있나?’ 한때 세계 체스 챔피언이나 최고의 장기 프로 기사들
도 느꼈을 압도적인 위화감을 아마 이세돌 9단도 느끼지 않았을까? 알파고의 예상치
못한 한 수 앞에서 이세돌 9단은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듯했다. “또다시 공부해야 할
것들이 늘어났네요.”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한 상대는 바로
최강 바둑 AI인 ‘알파고(AlphaGo)’다.

2016년 3월 9일, 디데이는 의외로 빨리 왔다. 구글 딥 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이세돌 9단에게 승리한 것이다. 그 후 알파고는

3연승을 하였고, 많은 관계자가 마른 침을 삼키며 지켜본 다섯 번의 대결은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였다. 천재 바둑 기사와 알파고의 대결에 대한 현장감 넘치는 해설 내용
은 아래 참고문헌을 읽길 바란다.
메모

참고문헌

《알파고 VS 이세돌: 인공지능과 바둑의 역사를 새로 쓴 7일간의 기록》(홍민표, 이상미디어, 2016)

세계에 전달된 충격
하지만 충격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2017년 1월에는 바둑 대국 사이트인 ‘야코
바둑’에 나타난 ‘Master’라는 수수께끼의 플레이어가 세계 랭킹 1위의 커제(柯潔) 9단을
비롯해 일본 바둑의 일인자인 이야마 유타 9단 등 수준 높은 최고 기사들을 상대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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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승 무패라는 엄청난 성적을 남겼다. 그리고 나중에 이 수수께끼의 플레이어는 바로
알파고의 차기 버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메모

야코 바둑

중국의 인터넷 대국 사이트 ‘야코 바둑’
URL

http://webigojp.com/

역사적인 승리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때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16년 1월

27일, 《네이처(Nature)》에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s and
tree search〉라는 한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Master(전문가가 된다)’라는 단어에서 최강
바둑 AI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느껴졌다. 물론 이 논문은 앞서 언급한 구글 딥 마인드
의 멤버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시점에서 알파고는 이미 유럽 챔피언에 승리하였다. 상
용 바둑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494승 1패였다. 일본이 진행하고 있던 바둑 AI 연구인
흑선이 밀려나는 순간이었다.
메모

이 책에서 참고한 《네이처》의 알파고 논문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s and tree search〉

(David Silver, Aja Huang, Chris J. Maddison, Arthur Guez, Laurent Sifre, George vanden

Driessche, Julian Schrittwieser, Ioannis Antonoglou, Veda Panneershelvam, Marc Lanctot,
Sander Dieleman, Dominik Grewe, John Nham, Nal Kalchbrenner, Ilya Sutskever, Timothy

Lillicrap, Madeleine Leach, Koray Kavukcuoglu, Thore Graepel, Demis Hassabis, nature,
2016)
URL

https://www.nature.com/articles/nature16961.pdf

이 책의 구성
이 책에서는 프로 바둑 기사들의 기보를 학습시킴으로써 최고 수준의 바둑 기사를 이
긴 바둑 AI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필자의 바둑이나 장기 AI 개발
의 경험도 감안하면서 알파고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알파고의 논문을 읽고 싶어하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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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자 중에는 ‘AI는 바둑만큼 난해한 것도 학습할 수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이라
도 학습할 수 있을 거야’, ‘이러다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AI에게 빼앗기는 거 아
니야?’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걱정은 일단 현재는 기우일 뿐
이다.
그림 0.1

처럼 알파고는 딥 러닝, 강화 학습, 탐색의 우수한 성질을 엔지니어의 창의성과

독창성의 조합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각각의 요소에는 ‘머신 러닝’이라는 기술이 사용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학습’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AI
가 자신의 힘으로 차례차례 인간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
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의 요점도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직관이 뛰어난 AI
(딥 러닝)

정책
네트워크

밸류
네트워크
알파고

예측하는 AI
(탐색)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경험으로 배우는 AI
(강화 학습)

그림 0.1 알파고는 세 가지 AI로 구성된다

이 책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시작점으로 알파고의 구조를 설명한다.
●●

바둑 AI는 직관을 실현할 수 있는가?

●●

바둑 AI는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가?

●●

바둑 AI는 어떻게 ‘예측’할까?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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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책의 초판 집필 시점(2017년 7월)에는 알파고에 대한 구글 딥 마인드의 기술적
인 문헌이 2016년 1월에 게재된 《네이처》 논문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s and tree search〉밖에 없었다. 그 후 2017년 10월에 《네이처》 알파고 제
로의 논문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out human knowledge〉에서 강화 학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래서 이번 증보판에서는 6장을 중심으
로 내용을 대폭 추가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논문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라는 점을 이
해해 주었으면 한다.
메모

이 책에서 참고하는 《네이처》의 알파고 제로 논문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out human knowledge〉

(David Silver, Julian Schrittwieser, Karen Simonyan, ioannis Antonoglou, Aja Huang ,

Arthur Guez, Thomas Hubert, Lucas baker, Matthew Lai, Adrian bolton, Yutian chen,
Timothy Lillicrap, Fan Hui, Laurent Sifre, George van den Driessche, Thore Graepel, Demis
Hassabis, nature, 2017)
URL

https://deepmind.com/documents/119/agz_unformatted_nature.pdf

일반적으로 논문은 간결성과 신규성이 중시되므로 기존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생
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중요한 개념은 가능한 한 간단한 사례를 들어 살
펴보고, 사례와 비유를 활용하는 것에 유념하여 가능한 한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으로는 내용을 너무 보충한 나머지 오히려 과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길 바란다.
이 책의 대상 독자는 주로 이공계 및 정보처리 계통의 학생이나 엔지니어를 가정하고
있지만, 가능한 한 수식에 의지하지 않는 설명을 하므로 알파고에 관심 있는 전문 분야
외의 사람들도 꼭 읽어 주기 바란다.
오츠키 토모시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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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독자와 다운로드 파일 안내
대상 독자
●●

인공지능 관련 개발에 종사하는 개발자 및 연구자

●●

게임 AI 개발자

다운로드 파일에 대해서
이 책의 Appendix 2에서 소개하는 DeltaGo, GoGui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2019년 7월 기준).

DeltaGo의 다운로드 페이지
URL

http://home.q00.itscom.net/otsuki/delta.html

GoGui의 다운로드 페이지
URL

XVI

https://sourceforge.net/projects/gogui/files/gogui/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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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자의
수

글

혹자는 인류를 초월하는 힘을 가졌다고 말하는 ‘알파고’. 이제 인공지능의 대명사라고
도 불리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바둑 AI인 알파고는 현대 인공지능의 발전에 기여한 딥
러닝의 산물이기도 하다. 구글 딥 마인드로 만들어진 이 인공지능은 지금까지의 바둑

AI의 연구 성과에 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조합해서 창조된, 현대에서 가장 웅장
한 인공지능의 아키텍처 중 하나다. 이것은 외부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엄숙한 위
엄이 있으며, 또한 그 안을 살펴보면 더욱 웅장한 구조물의 집합임을 알 수 있다. 여러
겹의 계층 구조를 이루면서 세심한 주의와 대담한 착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책은 그
런 현대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설계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설하고 있다.
이 책 초판의 밑바탕이 된 《네이처》 논문은 20페이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인공지능의 기술이 조합되어 있다. 논문이라는 것은 연구자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만
들어지고, 지금까지 연구된 성과를 바탕으로 한 논문을 토대로 다시 그것을 참고하는
형태의 새로운 논문이 계속 쌓여 간다. 그리고 때때로 그 분야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새
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기념비적인 논문이 나타난다.
이 책 초판의 밑바탕이 된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s and

tree search〉는 바로 바둑 AI의 오랜 성과를 집대성하는 동시에 새로운 바둑 AI의 세계
를 개척한, 말하자면 하나의 산의 정점에 위치하는 중요한 논문이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는 말할 것도 없고, 연구자와 기술자를 불문하고 누구나가 ‘내용을 이해하고 싶
어하는’ 보기 드문 논문이다. 이 책은 그런 논문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요구

감수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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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응하고자 집필된 책이다.
다만, 이 논문에 포함된 기술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 내용이 대부
분이다. 그래서 먼저 교묘하게 결정화된 기술을 하나씩 풀어서 해설한 후, 다시 그것들
을 조합하는 어려운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저자인 오츠키 님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
는 연구자로서의 성실함과 저술가로서의 친절함을 모두 지닌 보기 드문 재능의 소유자
이며, 하나하나의 기술을 정중하게 해설하는 동시에 독자가 헤매지 않도록 올바른 곳
으로 인도하는 이정표를 곳곳에 마련해 놓았다.
그것은 알파고라는 깊은 숲을 산책하기 위한 대국적인 지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나
하나의 설명은 그 위치에서 다시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세부 사항에 모르는 것이 있
어도 일단은 읽어 나가 보자. 처음 보기에는 미로처럼 보이는 풍경도 이 책을 읽어 나
가다 보면 보다 큰 풍경이 펼쳐질 것이고, 순식간에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 것
이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자신이 고민하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커다란 길이 되어 갈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알파고를 이해하는 책인 동시에 바둑 AI 전반을 이해하는 책이기도 하
다. 게다가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지식을 얻는 책이기도 하다. 알파고에는 현대 인공지
능의 기초를 이루는 기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은 좀처럼 다뤄
볼 기회가 없던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의 전모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책
자체도 알파고를 밑바탕으로 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조합한 장대한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의 내부를 지나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거대한 인공지능
의 풍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초판은 대단한 호평을 얻었는데, 이번에 증보된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알파고
의 진화 버전인 ‘알파고 제로(AlphaGoZero)’의 해설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구글 딥 마
인드가 2017년 10월에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out

human knowledge〉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기보에 의존하지 않고 자가 학
습에 의해 알파고의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게 된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독자들은 새롭게 추가된 알파고 제로의 내용이 수록된 이 책을 읽음으로써 한층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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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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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패러다임, 즉 인공지능이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 인간을 넘어서는 장면과 맞닥뜨
릴 것이다.
일본 디지털 게임 학회 이사이자 게임 AI 연구자
미야케 요이치로

감수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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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둑

AI의 역사

바둑 AI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다뤄 보겠다.
그림 0.2

와 같이 2006년경까지 바둑 AI의 실력은 아마추어 초단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여기에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MCTS, Monte-Carlo Tree Search)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이 등장한다. 이 방법에 의해 바둑의 ‘탐색’이 가능해졌고, 바둑 AI의 기력(棋力)은
단번에 아마추어 고단자 수준까지 높아졌다. 프로와의 4점 접바둑(AI 측이 먼저 바둑돌
4개를 둔 상태에서 시작)을 이길 수 있게 된 것도 이 무렵이다.

그러나 2010년 무렵부터 다시 진화의 속도가 둔화되었다가 최근 들어 딥 러닝 붐이 거
세게 일어났다. 2015년경부터 바둑에 딥 러닝을 적용하는 연구가 나타났고, 알파고는
컨볼루션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는 기술에 의한 학습에 성공하
였다. 또한,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 마인드는 강화 학습 분야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이
책의 5장까지 소개하는 알파고 논문에서도 강화 학습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최고의
프로 기사를 훨씬 뛰어넘은 비결은 6장에서 소개할 알파고 제로 논문의 새로운 강화
학습 기술에 있다.
이렇듯 알파고의 기술은 탐색, 딥 러닝, 강화 학습이라는 기술의 총체적인 집약 속에서
만들어져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딥 러닝과 강화 학습의 급속한 발전이 디데이를 10년
앞당긴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계보에 대해서도 주목하면서 알파고 및 알파고 제로 기술
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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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딥 러닝, 강화 학습 기술의 계보와 바둑 AI의 기력 향상

(기력)

알파고
제로

강화 학습의 계보

최고의 프로
기사 수준

Q 학습

DQN

RL 정책
네트워크

딥 러닝의 계보

아마추어
고단자

3층
신경망

필기체
인식

딥 러닝

컨볼루션
신경망
(SL 정책 네
트워크, 밸류
네트워크)

탐색의 계보

아마추어
초단
완전 탐색
(exhaustive
search)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년)

그림 0.2 바둑 AI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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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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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타
리
더

후기
강찬석(LG전자)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는 프로그램’이란 정도를 벗어나 알파고의 실제 내부 구조와 동
작 원리를 잘 설명한 책입니다. 직접 구현하거나 확인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할 수 있지
만, 알파고를 구성하는 강화 학습이나 지도 학습에 대한 설명을 통해 딥 러닝을 배우
는 꽤 흥미로운 책입니다.
권성환(라인플러스)
딥 러닝이 실제 사용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사례 연구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이 책
은 알파고에서 딥 러닝이 어떻게 쓰였는지 단계별로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딥
러닝 입문자와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설명이 필
요한 용어에는 메모가 잘 기재되어 있어 별도로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장
점도 있습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저자는 알파고 논문을 참고하여 지도학습 기능 일부를 재현해 델타고(DeltaGo)를 만들
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알파고와 관련된 딥 러닝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
을 통해 프로그래밍의 지식이나 수학적인 깊이 없이도 알파고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배
울 수 있으며, 마치 의사 코드(pseudo code)를 보는 듯한 글과 그림을 통해 여러 언어에
서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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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알파고로 배우는 인공지능-앞부속(p1-40).indd 22

2019-07-10 오전 10:42:26

박기훈(한국생산성본부)
저자의 꼼꼼함이 느껴지는 책으로, 그림과 순서도까지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
다. 주요 키워드의 설명과 이와 관련한 내용까지 상세히 싣고 있어 알파고에서 시작된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자가 만든 AI 바
둑 프로그램의 설치와 사용법까지 설명되어 있어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재미를 주는 책입니다.
박태현(삼성전자)
내용이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습니다. 인공지능을 잘 알지 못하는 분도 편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서적이라고 하면 흔히 딱딱한 책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재밌는 책을 집필한 저자와 먼저 읽어볼 기회를 준 제이펍에 감사드립니다.
이종우(uvaper)
알파고에 사용된 인공지능을 설명한 글은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된 기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을 보니 참 좋았습니다. 평소 알파고에 사용된 기법을 알고
싶은 분에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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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알파고의 등장
게임 AI의 역사는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앨런 튜링의 시대부터 연구되어 왔다. 체

스나 장기는 이미 인간의 챔피언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바둑에 관해서는 “앞으로 10년은 걸

린다”고들 말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천재 데미스 하사비스가 이끄는 구글 딥 마인드가
알파고를 들고나와 순식간에 세계 최고의 프로 바둑 기사의 실력을 능가하고 말았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둑 AI란 무엇인지, 그리고 AI에게 있어 바둑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기존의 머신 러닝에 의해 ‘다음의 한 수’를 도출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설
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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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게임 AI의 역사와 발전

여기에서는 알파고 이전에 있었던 게임 AI의 역사와 발전에 관해 설명한다.

1.1.1 앨런 튜링과 AI
게임은 ‘규칙이 명확’하고, 또한 ‘실력이 뛰어난 인간 플레이어와 비교하기 쉽다’라는 이
유로 AI 연구의 소재로 적합해 초창기 컴퓨터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중 체스에
관한 연구는 특히 오래되어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앨런 튜링의 시대까지 거
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컴퓨터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에 튜링은
종이에 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체스의 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0년대에
는 최초의 체스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왔다.
메모

앨런 튜링(Alan Turing, 1912~1954)

영국의●컴퓨터●과학자.●‘튜링●머신(Turing● Machine)’이라고●불리는●컴퓨터●모델을●제창하는●등●컴

퓨터의●탄생에●중요한●역할을●했다.●제2차●세계대전●중에●독일군의●암호●해독에●참여하여●‘에니그마

(Enigma,●수수께끼)’라는●난해한●암호를●해독한●것으로●알려져●있다.

체스에서는 1997년에 IBM이 개발한 AI인 ‘딥 블루’가 세계 챔피언인 가리 카스파로
프에 역전승하였다. 또한, 장기에서는 2013년 4월에 GPS 장기가 A급 장기 기사인 미
우라 히로유키 8단(당시)에 승리하였고, 2017년 4월에는 사토 아마히코 명인에 승리하
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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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딥 블루(Deep Blue)

딥●블루는●IBM이●1989년부터●개발을●시작한●체스●전용●슈퍼컴퓨터다.●1996년과●1997년에는●당시●
세계●챔피언인●가리●카스파로프(Garry● Kasparov)와●대결하였는데,● 1997년에는● 2승● 1패● 3무로●딥●
블루가●역전하였다.

참고로,●당시의●딥●블루는●슈퍼컴퓨터●수준의●하드웨어●성능이●필요했지만,●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
의●발전에●따라●이제는●PC에서●동작하는●체스●프로그램에서도●세계●챔피언●수준●이상의●실력이●되

었다고●전해진다.

메모

가리 카스파로프(1963~ )

러시아●출신의●체스●전●세계●챔피언.●22세에●사상●최연소●세계●챔피언이●된●후,●15년●동안●타이틀을●
유지한●기록을●가지고●있다.

메모

미우라 히로유키(1974~ )

프로●일본●장기●기사(2013년●GPS●장기와●대전할●때는●8단).●타이틀●‘기성’의●수상●경험이●있으며,●일
본●장기계●최고●순위인●순위전●A급에●2001년부터●17년간●재적●중인●최고●기사●중●한●명이다.

메모

사토 아마히코(1988~ )

프로●일본●장기●기사.●2016년부터●‘명인’●타이틀을●유지하는●최고●기사●중●한●명이다.

한편, 바둑에서는 일본의 바둑 프로그램인 ‘Zen’이 프로 바둑 기사에게 4점 접바둑(처
음 4개의 돌을 둔 상태에서 시작하는 핸디캡 경기)에서 승리하는 성과를 거두어 이미 아마추

어 고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1.1 ). 그러나 인간 챔피언의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걸린다’고 전해진다.
이상의 사실을

표 1.1 의

탐색 공간의 크기(칼럼 참고)와 비교해 보면, 게임 AI는 검색 공

간이 작은 순서로 마스터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1.1 게임●AI의●역사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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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

메모

알파고가●등장하기●전에는●최강이라고●주목받던●바둑●AI다.●알파고●논문에서는●알파고의●엘로(Elo)●
평점이●3,140점인●반면,●상용●버전●Zen의●엘로●평점은●1,888점이라고●평가되었다.●단,●그후●딥●러닝

을●이용한●업그레이드에●의해●2017년●3월에는●이마이●유타●9단에●승리하는●등●Zen의●실력은●이미●
최고의●프로●바둑●기사의●수준에●도달한●듯하다.

탐색 공간의 크기(state-space complexity: 상태 공간 복잡도)

칼럼

여기에서는●자주●인용되는●탐색●공간의●크기를●계산하는●방법에●대해●조금●보충●설명하겠다.●사실,●
이●값은●정확한●계산●값이라기보다는●경험적인●값이다.
구체적으로는,●먼저●게임●규칙상●가능한●수의●평균●N과●종료까지의●수의●평균●M을●추정한다.●그런●
다음,●N과●M을●사용하여●탐색●공간의●크기를●N개의●M제곱으로●추정한다.

바둑의●경우,●게임●규칙상의●평균●가짓수(average● branching● factor)가● 250,●종료까지●수의●평균

(average●game●length)이●150이라고●가정하여●250150(~10360)을●탐색●공간의●크기라고●생각한다.●
또한,●장기에서는●게임●규칙상의●평균●가짓수가● 80수,●종료까지의●수의●평균이● 115수로●가정하여●
80115(~10220)과●같이●계산한다.

이●개념은●아래의●박사●논문의●6.3절에●나와●있다.
〈Searching for Solutions in Gam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ouis●Victor●Allis,●1994)
URL

● https://project.dke.maastrichtuniversity.nl/games/files/phd/SearchingForSolutions.pdf

표 1.1 게임 AI의 발전

탐색 공간의 크기

최고 수준의 인간과 AI의 대결 결과

오셀로

1060

1997년:●로지스테로가●세계●챔피언●무라카미●켄에●승리

체스

10120

1997년:●IBM의●컴퓨터인●딥●블루가●세계●챔피언●가리●카스파로프에●
역전승

장기

10220

바둑

360

10

•● 2013년●4월:●GPS●장기가●A급●장기●기사인●미우라●히로유키●8단에●승리
•● 2017년●4월:●Ponanza가●사토●아마히코●명인에●승리
2016년●3월:●알파고가●이세돌●9단에●승리

※ 출처: 〈정보 처리 학회지 Vol. 54 No.3〉의 ‘컴퓨터 바둑의 최전선 - 게임 정보학에서 바라본 구로반 바둑’의 P.234~237에서
인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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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천재 데미스 하사비스의 등장

알파고를 개발한 사람은 구글 딥 마인드의 창시자 중의 한 명인 데미스 하사비스였다. 여기서
는 데미스 하사비스의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해 소개한다.

1.2.1 신동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 마인드의 창시자 중의 한 사람인 데미스 하사비스는 1976년 영국 런던에서 태
어났다. 그 자신이 체스 신동이며, 13세에 이미 체스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엘로 평
점이 2,300점으로 최상급의 경지에 도달했다.
메모

엘로 평점(Elo rating)

여러●플레이어의●승패를●바탕으로●각●플레이어의●실력을●점수로●나타내는●방법이다.●체스의●세계에
서●표준으로●사용되고●있으며,●100점●차의●경우에●강한●쪽이●64%●이긴다는●식이다.

체스에서는●1,200~1,400점이●초급자,●1,400~1,800점이●중급자,●1,800~2,000점이●상급자의●기준이

다.●2017년●5월●시점에서●세계●1인자인●마그누스●카루센의●평점은●2,800~2,900점●정도이며,●일본의●

체스●플레이어인●하부●요시하루는●체스●평점이●2,400점●정도다.●하부●요시하루는●일본●장기에서는●널
리●알려진●최고●수준의●장기●기사●중●한●명인데,●사실●체스에서도●일본●제일의●플레이어다.

데미스 하사비스는 체스뿐만 아니라 장기, 포커 등의 게임에서도 뛰어난 플레이어로 알
려져 있으며, 세계 게임 선수권 대회인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서 5회나 챔피언이
된 적이 있다.
메모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Mind Sports Olympiad)

매년●8월●경에●영국에서●개최되는●마인드●스포츠●종합●경기●대회로,●1997년에●런던에서●제1회●대회

가●개최된●것이●시초다.●참고로,●높은●사고●능력을●사용하여●경쟁하는●게임을●(일종의●스포츠로●간
주하여)●마인드●스포츠라고●한다.●바둑,●장기,●체스●등●보드●게임●외에●기억력을●필요로●하는●카드●게
임●등도●마인드●스포츠에●포함된다.

1.2 천재●데미스●하사비스의●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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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의 나이에 체스 대회 상금으로 구입한 컴퓨터로 체스와 오델로 AI를 개발한 것이
최초의 실용적인 AI의 개발 경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데미스 하사비스는 젊은 나이에 컴퓨터 게임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하였고,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것이 인공지능 해명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데미스 하사비스는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인지 신경 과학을 전공했다. 이 신경 과학의 연구 성과는 2007
년 《사이언스(Science)》에 10대 혁신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메모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것이 인공지능 해명의 열쇠가 될 것’

MIT Technology Review에 실린 데미스 하사비스 관련 취재 기사
URL

● http://www.technologyreview.com/news/532876/googles-intelligencedesigner/

2010년에는 머신 러닝 전문 벤처 기업인 딥 마인드 테크놀로지를 공동으로 세워 CEO
를 역임하였다. 구글 딥 마인드의 웹사이트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능을
해명한다’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데미스 하사비스의 두뇌를 목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이 격전을 벌이고 싸운 결과,

2014년 1월에 드디어 구글이 딥 마인드를 4억 달러 이상으로 인수했다는 소식이 화제
가 되었다.
하는 일마다 모두 세계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미스 하사비스는 2016년에 알파고에
공헌함으로써 《네이처(Nature)》에서 뽑은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10인의 과학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진정한 천재다.
메모

구글 딥 마인드의 웹사이트

구글 딥 마인드
URL

6

● https://deepmi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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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알파고의 활약

여기에서는 알파고의 등장부터 현재까지의 프로 바둑 기사와의 대전 결과를 중심으로 지금
까지의 활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1.3.1 알파고의 활약
알파고는 이 데미스 하사비스가 이끄는 구글 딥 마인드에 의해 만들어진 바둑 AI다.

2016년 1월에 발표된 알파고 논문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s and tree search〉(이후 이 책에서 언급하는 ‘알파고 논문’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이 논문을 가리킨다)에 따르면, 알파고는 2015년 10월에 유럽 챔피언인 판 후이(樊麾) 2단

과 다섯 번 맞붙어 맞바둑(핸디캡 없는 바둑, 즉 동등하게 시작하는 바둑)에서 5전 전승을
거뒀다.
대국 조건은 제한 시간 1시간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 3회의 30초 추가 시간이 주어진
다. 참고로, 시간이 짧은 비공식 경기에서는 알파고의 3승 2패 승리였다( 표 1.2 ). 또한,
당시 최강의 바둑 AI라고 했던 ‘Zen’을 포함해 기존의 바둑 AI에 494승 1패의 성적을
거두었다.
메모

판 후이 2단(1981~ )

중국●출신의●바둑●유럽●챔피언이다.

1.3 알파고의●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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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강화 학습 – 바둑 AI는 경험을
배운다
알파고는 경험을 배워 더욱더 강해진다. AI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행동을 개선해 나가는 기

법을 강화 학습이라고 한다.

먼저, 강화 학습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멀티 암드 밴딧 문제(multi-armed bandit
problem)와 미로의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미로의 사례에서는 Q 학습과 정책 경사법(policy

gradients method)이라는 최근 많이 사용되는 두 개의 강화 학습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비

디오 게임에서 처음부터 플레이를 반복함으로써 인간 전문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DQN이라 불리는 기술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앞 장에서 설명한 SL 정책 네트워크끼리 자기 대전시켜 더 강한 정책 네트워크를
획득하는 알파고의 강화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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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설명할 내용

SL●정책●
네트워크
(2.3.3항)
롤●아웃●정책
(1.4.6항)

컨볼루션
신경망
(2.2절)

신경망
(2.1절)

밸류●
네트워크
(2.3.10항)

멀티●
암드●밴딧
(MultiArmed●
Bandits)
(3.3절)

2인●제로섬●
유한●확정●
완전●정보●게임
(4.1절)

102

정책●경사●●
알고리즘(policy●
gradient●
algorithm)
(3.4.3항)

Q●학습
(3.4.2항)

게임●
트리●탐색
(4.3절)

DQN
(3.5절)

완전●탐색
(4.3절)

RL●정책●
네트워크
(3.6절)

몬테카를로
트리●탐색
(4.4절)

CHAPTER 3 강화●학습●‒●바둑●AI는●경험을●배운다●

알파고로 배우는 인공지능-(1-292)-9차.indd 102

2019-07-10 오후 2:23:12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작성한 SL 정책 네트워크에서 RL 정책 네트워크를 만드는 강
화 학습법(3.6절)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강화 학습의 기본 모델인 멀티 암
드 밴딧(3.3장)부터 설명을 시작해, Q 학습(3.4.2항), 정책 경사법(3.4.3항)을 설명한다.

DQN(3.5절)은 알파고와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게임에 대한 핫토픽 중 하나이므로
다루기로 한다.

딥●러닝

강화●학습

비동기●정책●가치●
MCTS
(APV-MCTS)
(5.2절)

다수의●CPU,●
GPU의●이용
(5.3절)

알파고

탐색
알파고●제로
(6.1~6.6절)

2.5 이●장에서●설명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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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강화 학습이란?

여기에서는 강화 학습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

3.1.1 어떻게 경험에서 배울 것인가?
알파고의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경험에서 배울 것인가’다( 그림 3.1 ).

직관이●뛰어난●AI(딥●러닝)

알파고

예측하는●
AI(탐색)

경험으로●배우는●
AI(강화●학습)

그림 3.1 경험에서 배우는 AI·강화 학습

일반적으로 플레이어가 사람이라면 이기면 기쁘고, 지면 분한 법이다. 강한 플레이어는
패배한 대국에서 패인을 찾고 다음의 대국에 대비한다. 패배에서 배움으로써 인간은
더욱 강해진다. 여기에서는 AI가 경험에서 배우는 방법인 강화 학습이라는 방법에 대
해 소개한다.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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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학습’의 경우는 정답을 알고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게임의 경우 어느 수가 ‘정
답’인지 모르는 것이 많다. 이렇듯 쉽게 알아낼 수 없으므로 게임은 재미있다.
한편으로 게임의 경우 한 수마다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승패라는 명
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강화 학습은 이러한 직접적인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나은 행동 원리를 획득하는 학습의 메커니즘이다.
그림 3.2 와

같이 강화 학습에서는 행동의 주체를 에이전트라고 부르고, 에이전트가 있는

세계를 환경이라고 한다. 에이전트는 모든 환경 정보를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상태만을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환경에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메모

에이전트

강화●학습에서●행동하는●주체를●의미한다.

메모

보상

강화●학습에서●에이전트●행동의●결과로●즉시●얻을●수●있는●이익을●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전트는 환경에서의 보상에 의해 초래되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
해 자신의 행동을 창출하는 방안을 최적화한다.
즉, 강화 학습이란, 직접적으로 정답은 주어지지 않지만, 선택한 답의 ‘좋음’(보상)을 바
탕으로 방안(P.107의 메모 참고)을 개선해 나가는 메커니즘이다.
이와 같이 강화 학습은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보상을 고려한 최적화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좋은 방안을 학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메모

가치

강화●학습에서●가치는●장래에●얻을●수●있는●보상의●합계를●나타낸다.●강화●학습에서는●즉각적인●보
상의●극대화가●아니라●‘가치’의●극대화를●목표로●하므로●근시안적인●방안이●아니라●장기적인●관점에
서의●방안을●학습할●수●있다.●예를●들어,●바둑의●강화●학습에서●승패를●보상이라고●하면●돌을●취하
는●수라는●직접적●수가●아니라●결국●승리로●이어지는●수를●학습하는●것을●기대할●수●있다.

3.1 강화●학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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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이란?
정답은●주어지지●않지만,●선택한●답의●‘좋음’(보상)을●바탕으로●행동●원리(방안)를●개선하
는●학습법

환경
상태● ●

행동

관측

보상

에이전트
방안● ●

가치●

•●● 예●1:●유아는●실패를●거듭하면서●스스로의●힘으로●성장한다.
•●● ●예● 2:●‘아이’라는●침팬지는●정답●시에●보상을●주는●태스크의●반복에●의해●최종적으로●
‘두●장의●이미지에서●신선한●쪽의●양배추●잎●이미지를●선택’할●수●있게●있다.

정답●→●먹이를●얻는다.
오류●→●부저가●울릴●뿐

※ 출처: 〈Chimpanzees can visually perceive differences in the freshness of foods〉에서 인용
URL http://langint.pri.kyoto-u.ac.jp/ai/ja/publication/ TomokoImura/ImuraT2016-srep.html
기사 인용원

Imura, T. et al. (2016). Chimpanzees can visually perceive differences in the freshness of
foods. Sci. Rep. 6, 34685; doi: 10.1038/srep34685

그림 3.2 강화 학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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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방안

강화●학습에서●행동을●결정하는●원리를●말한다.
크게● Q●학습과●같이●가치●함수를●통해●행동을●결정하는●가치●기반의●기법과,●정책●경사법(policy●
gradient)처럼●방안●자체를●함수(방안●함수)로●표현하고●행동을●결정하는●방안●기반의●기술●두●가지

가●있다.

인간의 성장에 비유하면 유아가 태어난 환경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점차 성
장해 가는 것에 비유될지도 모른다. 다양한 기술에 관해 인간의 숙달 과정은 대체로
이 메커니즘 안에서 파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침팬지에게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시키는 실험 프레임워크를 상상해도
좋을 것이다. 앞서 나타낸 예는 양배추의 신선도를 식별하는 작업이지만, 침팬지는 제
시된 두 개의 사진 중에서 신선한 쪽의 그림을 선택해서 성공하면 보상으로 먹이를 받
을 수 있다. 한편, 실패한 경우는 부저가 울릴 뿐이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 침팬지는 먹이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다.
관측할 수 있는 정보는 두 장의 사진이며, 그 외에 아는 것은 그때 취한 행동과 결과에
따른 보상 정보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팬지는 노력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이 작업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이것이 바로 강화 학습의 메커니즘이다.

3.1 강화●학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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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알파고의 완성
직관력의 딥 러닝, 경험으로 배우는 강화 학습, 예측을 잘하는 탐색, 세 개의 도구를 잘 조합
함으로써 알파고가 완성된다.
어떻게 하면 SL 정책 네트워크와 밸류 네트워크를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에 통합할지, 엄청

난 CPU와 GPU를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까지의 기술의 정수를 모은 알파고 힘의 비밀에 다

가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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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알파고의 설계도

5.1

여기에서는 이전 장에서 설명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정책 네트워크, 밸류 네트워크라는 세
개의 우수한 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어떻게 알파고를 만들어 가는지 그 설계도를 그려 보겠다.

5.1.1 알파고의 재료
제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둑의 탐색 방법으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는 뛰어
난 기술이 만들어졌다. 게다가 이제 유망한 수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책 네트
워크와 국면의 승률을 평가할 수 있는 밸류 네트워크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생성되었
다.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 전에 먼저, 롤 아웃 정책, 정책 네트워크, 밸류 네트워크의 세 가지 정책에 대해 복
습해 두자.
그림 5.1

과 같이 먼저, 롤 아웃 정책은 특징을 수작업으로 만들어 넣는 종래형의 머신

러닝에 의해 만들어진 다음의 한 수를 예측하는 모델이었다(1.4.6항 참고).
다음의 정책 네트워크도 수를 예측하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컨볼루션 신경망(CNN)을
강한 플레이어의 기보를 바탕으로 학습시켜 만든 것이었다. 이 결과 강한 플레이어의
수를 57%나 예측할 수 있는 경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2.3.3항).
마지막으로, 밸류 네트워크는 이것들과는 달리 국면의 승률을 예측하는 CNN이었다.
이 밸류 네트워크도 학습 방법은 정책 네트워크와 마찬가지인데, 학습 데이터로 강화 학
습시킨 정책 네트워크에 의한 자기 대전 결과를 이용하는 점이 획기적이었다. 그 결과
밸류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긴 바둑의 평가 함수를 실현하였다(2.3.10항).
알파고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현명하게 잘 조합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요소 기술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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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수해도 전체를 제대로 제어하는 AI가 없으면 바둑 AI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전체를 제어하는 AI’에 대해 살펴보겠다.

강한●플레이어의●기보
+
머신●러닝

강한●플레이어의●기보●
+●
딥●러닝

롤●아웃●정책
(1.4.6항)

수의●예측

정책●네트워크
(2.3.3항)

수의●예측

밸류●네트워크
(2.3.10항)

수의●예측

자기●대전(강화●학습)

몬테카를로●
트리●탐색

알파고의●설계도

전체를●제어하는●AI

그림 5.1

몬테카를로●
트리●탐색

밸류●네트워크

롤●아웃●정책

정책●네트워크

세 가지 정책의 과정과 알파고의 설계도
5.1 알파고의●설계도

알파고로 배우는 인공지능-(1-292)-9차.indd 191

191

2019-07-10 오후 2:24:11

5.1.2 전체를 제어하는 AI
‘전체를 제어하는 AI’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자.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 생겨나기 전의 바둑 AI
먼저,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 생겨나기 전의 바둑 AI를 살펴보자( 그림 5.2 (a) ).
당시는 사활을 평가하는 기능이나, 주변을 보고 정해진 절차를 생성하는 기능(정석 생
성 기능) 등 개별 평가 기술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정밀한 것이 만들어져 있었지만, 불

행히도 그것들을 통합하는 기술이 없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이러한 기술을 조합시
켜 전체를 통합하는 로직을 만들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
단, 바둑의 경우 여러 평가를 균형 있게 적용하기 위한 지침 마련에 있어 어려운 면이
있었다. 왜냐하면 국면에 따라 사활을 우선으로 할지, 정석을 우선시켜야 할지가 달라
진다. 게다가 실제로는 그 중간의 수가 최선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균형 조정’은 사람에게는 자신 있는 영역이지만, AI에게는 어려운 문제다. 따라
서 당시에는 강한 바둑 AI를 만들 수 없었다.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 생겨난 후의 바둑 AI
그러나 이 상황은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의 등장으로 확 뒤바뀐다( 그림 5.2 (b) ).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의 경우 평가를 위한 지표는 UCB1(= 시뮬레이션에 의한 승률 + 바이
어스)밖에 없다. 이러한 지표를 일원화해 버리면 ‘전체를 제어하는 AI’는 시뮬레이션을

반복하여 지표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만 전념할 수 있다. 그리고 고속 처리 능력을 지
닌 컴퓨터를 십분 활용하는 것은 바둑 AI가 강해지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알파고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이외에도 정책 네트워크와 밸류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훌륭한 평가 지표를 손에 넣었다( 그림 5.2 (c)).
그러나 이번에는 이 가지각색의 지표를 어떻게 균형 있게 사용하여 전체를 제어하느냐
가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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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이전의 시대(~2006)

전체를●제어하는●AI:●프로그래머에●의한●제작

•●사활●판정●기능

…

정석●생성●기능

(b) 몬테카를로 트리 탐험의 시대(2006~2016)

전체를●제어하는●AI:●시뮬레이션을●반복

UCB1(=●승률●+●바이어스)에●의한●평가

몬테카를로●트리●탐색

(c) 알파고(2016~)

전체를●제어하는●AI:●APV-MCTS
(비동기●방안●가치●갱신●몬테카를로●트리●탐색)

정책●네트워크

몬테카를로●트리●탐색

제1층

제2층

5
5

19

19
3

3
3

3

…
19

제12층

제13층

19

입력●국면에●있
어서의●각●수의●
확률

제1층

19
5

3
19

제3층 …

제2층

19

3

…
…

19

…

제3층

19

19

정책●네트워크

5

19

19
3
3

3
3

19

…

제13층

19
1

1

제14층

제15층

61%

19

그림 5.2 바둑 AI의 진화와 ‘전체를 제어하는 AI’ 역할의 변천

5.1 알파고의●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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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는 이에 대해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에 정책 네트워크와 밸류 네트워크를 현명하
게 잘 조립할 방법을 짜내었다. 게다가 CPU와 GPU의 특기 분야를 조합함으로써 매우
현명한 병렬화의 기법까지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것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보는 것만으로는 좀처럼 그 굉장함을 읽
어 낼 수 없지만, 그 이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CNN을 활용함으로써 수의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의해 바둑 AI가 이렇게까지 강해질 것이라고는 많은 연구자들도 생
각지 못했다. 왜냐하면 ‘CNN에 의한 예측은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는 CNN이 없는
바둑 AI는 전혀 상상할 수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적용이 곤란하다고 생각
했던 것이다. 언뜻 보면 누구라도 가능한 것이지만, 처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
는 의미에서 콜럼버스의 달걀과도 같은 이치였던 것이다.
조금 서론이 길어졌지만, 다음 절부터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살펴보자. 이어서 5.2절
에서는 전체를 제어하는 AI 알고리즘으로 몬테카를로 트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비동기
정책 가치 갱신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APV-MCTS, Asynchronous Policy and Value

MCTS)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한, 5.3절에서는 APV-MCTS에서 다수의 CPU와
GPU를 이용해 정교한 병렬 처리를 실시하는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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