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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의 글

110여 개국 1,300여 대학에서 교재로 쓰이는, 인공지능 분야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를 드

디어 한국 독자에게 선보이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물론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뿐

만 아니라, 소위 빅데이터나 딥러닝 같은 주제들을 단순한 유행으로 넘길 처지가 아닌 

현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도 이 책은 “가뭄에 단비” 같은 책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는 저자들이 쓴 서문으로 미루기로 하고, 역자의 글에서는 번역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문 첫머리에서 저자들이 말하듯이, “인공지능은 큰 분야이고, 이 책은 큰 책”입니

다. 서문에서는 다루는 주제의 범위나 깊이 면에서 큰 책이라고 말하지만, ‘용어’ 면에서

도 큰 책입니다. 이 책에는 철학, 수학, 논리학, 경제학, 신경과학, 제어이론, 컴퓨터 과학

(전산학), 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비롯된 수많은 용어가 등장합니다.

수학 용어들은 대한수학회(http://www.kms.or.kr)의 수학용어집을 주되게 참고했고, 

그 외의 분야에서도 관련 학회의 권위 있는 용어집이나 자료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했습

니다. 또한, 한국어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기존 용어집에 없는 용어들도 많았는데, 비슷한 기존 용어들의 조어법을 참고해서 

새로 만들기도 하고, 공개된 논문 제목과 초록에서 용어들을 ‘발굴’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용어 중에는 문맥과 잘 맞지 않거나 다른 분야에서 비롯된 용어와 충돌해서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래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최

대한 변별력이 있는 용어를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역주로 부연한 용어들도 

있지만 모든 용어를 그렇게 하지는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 

홈페이지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제 홈페이지 occam’s Razor(http://occamsrazr.net/)

의 ‘번역서 정보’ 페이지에 이 책에 관한 페이지의 링크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이 책

의 정오표와 추가적인 참고 자료, 그리고 질문이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 번역서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마운 분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역자의 글

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게 이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제이펍 장성두 실장님과 ‘감수’

라고 불러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꼼꼼한 교정으로 조판 원고의 품질을 출판 가능한 수

준으로 끌어올린 이슬 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식 많은 고난도 원고를 훌륭히 편집·

조판하신 조찬  님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단원의 의미를 뒤집을 수도 있는 중요한 

오역을 비롯한 수많은 오타와 오역을 잡아낸 아내 오현숙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보

냅니다.

옮긴이 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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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큰 분야이고, 이 책은 큰 책이다. 이 책에서 우리

(저자들)는 논리학, 확률, 연속수학과 지각, 추론, 학습, 동작, 그리고 초소형 전자기기에

서 로봇 행성 탐사 차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 분야의 전 면모를 다루고

자 했다. 또한 이 책은 일부 주제를 깊게 파헤친다는 점에서도 큰 책이다.

이 책의 부제는 ‘현대적 접근방식’이다. 이 다소 공허한 문구에서 우리가 의도한 바

는, 이 책이 인공지능의 각 하위 분야를 그 역사적 문맥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 연구와 실천에서 공통적인 틀로 간주하는 것들을 조합하려 했음을 독자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런 접근방식의 결과로 이 책이 덜 중요하게 다루게 된 하위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제3판에서 새로운 점들

이 제3판은 제2판이 나온 2003년 이후의 인공지능의 변화를 포괄한다. 그동안 실용적인 

음성 인식과 기계 번역, 자율 자동차, 가정용 로봇이 널리 쓰이게 된 점을 비롯한 인공지

능의 중요한 응용 사례들이 등장했다. 알고리즘에서도, 체커 게임의 해법 완성 같은 획

기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론적인 발전도 아주 컸다. 특히 확률적 추론, 기계 학

습, 컴퓨터 시각 같은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 책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

은, 우리가 이 분야를 생각하는 방식과 이 책을 조직화하는 방식이 계속 진화했다는 것

이다. 주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분 관찰 가능 및 비결정론적 환경을 좀 더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검색과 계획수

립의 비확률적 설정을 크게 강조한다. 그런 설정에서는 믿음 상태(belief state; 가능

한 세계들의 집합)와 상태 추정(state estimation; 믿음 상태의 유지 및 갱신) 같은 

개념들이 도입된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여기에 확률을 추가한다.

• 환경의 종류와 에이전트의 종류를 논의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 판에서는 에

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의 종류도 좀 더 자세히 다룬다. 원자적 표현(세계의 

각 상태를 하나의 블랙박스로 취급하는)과 분해된 표현(하나의 상태가 특성–값 쌍

들의 집합인), 구조적 표현(세계가 객체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들로 구성되는)을 구

분한다.

• 계획수립 부분에서는 부분 관찰 가능 환경에서의 우발적 계획수립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계통적 계획수립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도 소개한다.

• 1차 확률 모형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이를테면,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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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관한 불확실성을 내포한 열린 모집단 모형 등).

• 기계 학습을 소개하는 장(chapter)을 완전히 다시 썼다. 이제는 좀 더 현대적인 다

양한 학습 알고리즘을 강조하고, 좀 더 확고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 웹 검색과 정보 추출을 좀 더 자세히 다루며, 아주 큰 자료 집합으로부터의 학습 

기법들도 좀 더 자세히 다룬다.

• 이번 판의 참고문헌 중 20%는 2003년 이후에 출간되었다.

• 우리의 추정에 따르면, 이 책의 새로운 내용은 약 20%이다. 나머지 80%는 예전의 

성과를 반 하나, 이 분야의 좀 더 통합된 상을 반 하도록 크게 고쳐 썼다.

이 책의 개요

이 책을 관통하는 주된 주제는 지능적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라는 개념이다. 이 책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환경으로부터 지각(percept)을 받고 동작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연구로 정의한다. 그러한 각 에이전트는 일련의 지각들을 동작들에 대응시키는 하

나의 함수를 구현한다. 이 책은 그러한 함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 이를테면 반사 에

이전트, 실시간 계획수립기, 결정이론적 시스템 등을 소개한다. 이 책에서는 학습을, 설

계자의 도달 범위를 미지의 환경으로까지 연장하는 수단으로 설명하며, 학습의 그러한 

역할 때문에 에이전트의 설계가 명시적인 지식 표현과 추론을 선호하는 형태로 제한된

다는 점도 이야기한다. 이 책은 로봇공학과 컴퓨터 시각을 개별적으로 정의된 문제가 아

니라 목표 달성 과정 중 제기되는 문제로 취급한다. 이 책은 적절한 에이전트 설계를 결

정할 때 과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책의 주된 목표는 지난 50년간의 인공지능 연구와 지난 수백 년간의 관련 연구

에서 나온 착안(idea)들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 착안들을, 정 함을 유지하면

서도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핵심 착안을 구체적으로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코드 알고리즘들도 제시한다. 의사코드 자체는 부록 B에서 

설명한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대학 학부생용 강좌(들)의 교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책은 

총 27장으로 되어 있으며, 각 장은 대략 한 주(week)의 강의 분량이다. 따라서 책 전체를 

떼려면 두 학기가 걸릴 것이다. 강사와 학생의 관심사에 맞는 장들을 선택해서 한 학기 

과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 책을 대학원생 수준의 강좌에 사용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참고문헌 부분에 제시된 몇몇 1차 출전들을 추가해서). 강의계획표의 예가 

이 책의 웹사이트 aima.cs.berkeley.edu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의 학습에 

필요한 사전 조건은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들(알고리즘, 자료구조, 복잡도)을 학부 2학

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몇몇 주제에 대해서는 학부 1학년 수준

의 미적분학과 선형대수 지식이 도움이 된다. 필수적인 수학적 배경이 부록 A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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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 끝에는 연습문제들이 있다. 한쪽 여백에 키보드 아이콘이 있는 연습문제에는 어

느 정도의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그런 연습문제들을 풀 때에는 aima.cs.berkeley.edu

의 코드 저장소에 있는 예제 코드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학기말 프로젝트로 간주할 

만큼 큰 연습문제들도 있다. 펼친 책 아이콘이 있는 연습문제들은 참고문헌들을 조사해

야 하는 것들이다.

 책 전반에서 중요한 사항을 손가락 아이콘으로 표시해 두었다. 독자가 뭔가를 빠르

게 찾을 수 있도록, 이 책은 약 6,000개의 방대한 색인을 포함한다. 새로운 용어를 처음 

정의할 때에는 이 예처럼 한쪽 여백에 해당 용어를 표시해 두었다.

웹사이트에 관해

이 책의 웹사이트 aima.cs.berkeley.edu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

• 이 책의 알고리즘들을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한 예제 코드

•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는 학교들(1천 개 이상)의 목록. 해당 온라인 강좌 자료와 

강의계획표로의 링크가 있는 항목들도 많다.

• 인공지능에 관한 유용한 내용을 담은 웹사이트 · 웹페이지들(800개 이상)의 소개와 

링크

• 각 장의 보충 자료와 링크들

• 이 책의 토론 그룹에 참여하는 방법

• 저자에게 질문이나 의견을 보내는 방법

• 책의 오류(아마 있을 것이다)를 보고하는 방법

• 강의용 슬라이드나 기타 자료

앞표지에 대해

앞표지는 체스 세계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와 프로그램 Deep Blue가 벌

인 1997년 체스 시합의 마지막 국면을 표현한 것이다. 흑을 플레이한 카스파로프가 패배

를 인정함으로써, 이 시합은 컴퓨터가 세계 챔피언을 이긴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상단에 카스파로프의 사진이 나와 있다. 그 왼쪽은 인간형 로봇 아시모이고, 오른쪽은 

토마스 베이즈Thomas Bayes(1702–1761)이다. 현세대 인공지능  기술의 상당 부분에 확률을 

믿음 측정 단위로 사용한다는 그의 착안이 깔려 있다. 아래로 내려가서, 왼쪽 끝은 2004

년에 화성에 착륙해서 지금까지✝
1 그 행성을 탐사하고 있는 화성 탐사 로버(Mars 

Exploration Rover)의 모습이다. 오른쪽은 앨런 튜링Alan Turing(1912–1954)이다. 그의 기초 

✝ [역주] 화성에 착륙한 두 대의 탐사차량 중 하나는 2010년에, 다른 하나는 2011년에 지구와의 교신이 끊겼다.

새로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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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컴퓨터 과학 분야, 특히 인공지능 분야를 정의했다. 더 아래에는 지각과 세계 모

형화, 계획수립, 학습을 최초로 통합한 로봇인 셰이키Shakey(1966–1972)가 보인다. 셰이키 

옆에 있는 인물은 그 프로젝트를 이끈 찰스 로즌Charles Rosen(1917–2002)이다. 오른쪽은 

논리의 연구를 개척한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322)이다(사진은 리시포스가 만든 흉

상의 복제품). 그의 저작들은 19세기까지도 최신의 학설로 간주되었다. 제일 아래 왼쪽, 

저자 이름들이 있는 부분의 배경을 잘 보면 De Motu Animalium에 나온 아리스토텔레스

의 계획수립 알고리즘의 그리스어 원문이 있다. 그 오른쪽 책 제목의 배경은 의료 진단

을 위한 CPCS 베이즈망(Pradhan 외, 1994)의 일부이다. 체스판 전체의 배경에는 지진 

신호에서 핵폭발을 검출하는 베이즈 논리 모형의 일부가 나와 있다.※※

이미지 제공: Stan Honda/Getty(카스파로프), Library of Congress(베이즈), NASA(화성 

탐사 로버), National Museum of Rome(아리스토텔레스), Peter Norvig(책), Ian Parker(버

클리 풍경), Shutterstock(아시모와 체스 기물들), Time Life/Getty(셰이키와 튜링).

감사의 글

이 책은 책 표지에는 오르지 못한 수많은 기여자가 없었다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Jitendra Malik과 David Forsyth는 제24장(컴퓨터 시각)을, Sebastian Thrun은 제25장(로

봇공학)을 썼다. Vibhu Mittal은 제22장(자연어 처리)을 썼다. Nick Hay와 Mehran 

Sahami, Ernest Davis는 연습문제 일부를 작성했다. Zoran Duric(George Mason), Thomas 

C. Henderson(Utah), Leon Reznik(RIT), Michael Gourley(Central Oklahoma), Ernest 

Davis(NYU)는 원고를 검토하고 여러 유익한 제안을 제공했다. 특히 지치지도 않고 여러 

개의 원고를 읽고 이 책의 개선에 도움을 준 Ernie Davis에 감사한다. Nick Hay는 참고

문헌을 제대로 된 형태로 만들어 냈으며, 마감일에 새벽 5시 30분까지 잠도 안 자고 책

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드는 코드를 짰다. Jon Barron은 이번 판의 도식들을 조판하고 

개선했고 Tim Huang, Mark Paskin, Cynthia Bruyns는 이전 판들의 도식들과 알고리즘들

에 도움을 주었다. Ravi Mohan과 Ciaran O’Reilly는 웹사이트의 Java 코드 예제들을 작

성했고 관리한다. John Canny는 제1판의 로봇공학 장을 썼고 Douglas Edwards는 역사적 

참고사항들을 조사했다. Pearson 출판사의 Tracy Dunkelberger, Allison Michael, Scott 

Disanno, Jane Bonnell은 우리가 일정을 지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했으며 여러 유익한 

제안도 제시했다. 가장 도움이 된 이는 모든 장을 읽고 방대한 개선안을 제시한 Julie 

Sussman, p.p.a.이다. 이전 판들에서 쉼표를 빼먹었거나 that이라고 할 것을 which라고 

한 부분을 지적하는 여러 감수자가 있었다. Julie는 마이너스 기호를 빼먹었거나 라고 

할 것을 라고 한 부분을 지적해 주었다. 책에 남아 있는 모든 오타나 헷갈리는 설명을 

Julie가 적어도 다섯 번은 바로잡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 심지어 전기가 나갔을 때도 그

녀는 LCD 조명 대신 랜턴 불빛으로 계속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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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스튜어트 러셀의 감사의 글: 스튜어트는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한 그의 부모에

게, 그리고 끝없는 인내와 무한한 지혜를 보여준 그의 아내 Sheflott에게 감사한다. 그는 

Loy, Gordon, Lucy, George, Isaac이 어서 커서 그토록 오랫동안 책에 매달린 자신을 용

서하고 이 책을 읽게 되길 희망한다. 항상 그렇듯이, RUG(Russell’s Unusual Group of 

Students)는 이상할 정도로(unusually) 도움이 되었다.

저자 피터 노빅의 감사의 글: 피터는 이 일을 시작하게 한 그의 부모(Torsten와 

Gerda)에게, 그리고 책을 쓰는 오랜 시간과 다시 쓰는 그보다 오랜 시간 동안 그를 격려

하고 참아준 그의 아내(Kris)와 자식들(Bella와 Juliet), 동료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감사

한다.

두 저자의 감사의 글: 버클리와 스탠퍼드, NASA의 도서관 사서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연구 방식을 혁신한 CiteSeer, Wikipedia, Google의 개발자들에게 감사한다. 이 책을 사용하

고 제안을 보내 준 모든 이를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유용한 의견을 제시한 Gagan Aggarwal, 

Eyal Amir, Ion Androutsopoulos, Krzysztof Apt, Warren Haley Armstrong, Ellery Aziel, 

Jeff Van Baalen, Darius Bacon, Brian Baker, Shumeet Baluja, Don Barker, Tony Barrett, 

James Newton Bass, Don Beal, Howard Beck, Wolfgang Bibel, John Binder, Larry Bookman, 

David R. Boxall, Ronen Brafman, John Bresina, Gerhard Brewka, Selmer Bringsjord, Carla 

Brodley, Chris Brown, Emma Brunskill, Wilhelm Burger, Lauren Burka, Carlos Bustamante, 

Joao Cachopo, Murray Campbell, Norman Carver, Emmanuel Castro, Anil Chakravarthy, 

Dan Chisarick, Berthe Choueiry, Roberto Cipolla, David Cohen, James Coleman, Julie Ann 

Comparini, Corinna Cortes, Gary Cottrell, Ernest Davis, Tom Dean, Rina Dechter, Tom 

Dietterich, Peter Drake, Chuck Dyer, Doug Edwards, Robert Egginton, Asma’a El–Budrawy, 

Barbara Engelhardt, Kutluhan Erol, Oren Etzioni, Hana Filip, Douglas Fisher, Jeffrey Forbes, 

Ken Ford, Eric Fosler–Lussier, John Fosler, Jeremy Frank, Alex Franz, Bob Futrelle, Marek 

Galecki, Stefan Gerberding, Stuart Gill, Sabine Glesner, Seth Golub, Gosta Grahne, Russ 

Greiner, Eric Grimson, Barbara Grosz, Larry Hall, Steve Hanks, Othar Hansson, Ernst Heinz, 

Jim Hendler, Christoph Herrmann, Paul Hilfinger, Robert Holte, Vasant Honavar, Tim Huang, 

Seth Hutchinson, Joost Jacob, Mark Jelasity, Magnus Johansson, Istvan Jonyer, Dan Jurafsky, 

Leslie Kaelbling, Keiji Kanazawa, Surekha Kasibhatla, Simon Kasif, Henry Kautz, Gernot 

Kerschbaumer, Max Khesin, Richard Kirby, Dan Klein, Kevin Knight, Roland Koenig, Sven 

Koenig, Daphne Koller, Rich Korf, Benjamin Kuipers, James Kurien, John Lafferty, John 

Laird, Gus Larsson, John Lazzaro, Jon LeBlanc, Jason Leatherman, Frank Lee, Jon Lehto, 

Edward Lim, Phil Long, Pierre Louveaux, Don Loveland, Sridhar Mahadevan, Tony Mancill, 

Jim Martin, Andy Mayer, John McCarthy, David McGrane, Jay Mendelsohn, Risto 

Miikkulanien, Brian Milch, Steve Minton, Vibhu Mittal, Mehryar Mohri, Leora Morgenstern, 

Stephen Muggleton, Kevin Murphy, Ron Musick, Sung Myaeng, Eric Nadeau, Lee Naish, 

Pandu Nayak, Bernhard Nebel, Stuart Nelson, XuanLong Nguyen, Nils Nilsson, Il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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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rbakhsh, Ali Nouri, Arthur Nunes–Harwitt, Steve Omohundro, David Page, David Palmer, 

David Parkes, Ron Parr, Mark Paskin, Tony Passera, Amit Patel, Michael Pazzani, Fernando 

Pereira, Joseph Perla, Wim Pijls, Ira Pohl, Martha Pollack, David Poole, Bruce Porter, 

Malcolm Pradhan, Bill Pringle, Lorraine Prior, Greg Provan, William Rapaport, Deepak 

Ravichandran, Ioannis Refanidis, Philip Resnik, Francesca Rossi, Sam Roweis, Richard 

Russell, Jonathan Schaeffer, Richard Scherl, Hinrich Schuetze, Lars Schuster, Bart Selman, 

Soheil Shams, Stuart Shapiro, Jude Shavlik, Yoram Singer, Satinder Singh, Daniel Sleator, 

David Smith, Bryan So, Robert Sproull, Lynn Stein, Larry Stephens, Andreas Stolcke, Paul 

Stradling, Devika Subramanian, Marek Suchenek, Rich Sutton, Jonathan Tash, Austin Tate, 

Bas Terwijn, Olivier Teytaud, Michael Thielscher, William Thompson, Sebastian Thrun, Eric 

Tiedemann, Mark Torrance, Randall Upham, Paul Utgoff, Peter van Beek, Hal Varian, Paulina 

Varshavskaya, Sunil Vemuri, Vandi Verma, Ubbo Visser, Jim Waldo, Toby Walsh, Bonnie 

Webber, Dan Weld, Michael Wellman, Kamin Whitehouse, Michael Dean White, Brian 

Williams, David Wolfe, Jason Wolfe, Bill Woods, Alden Wright, Jay Yagnik, Mark Yasuda, 

Richard Yen, Eliezer Yudkowsky, Weixiong Zhang, Ming Zhao, Shlomo Zilberstein, 그리고 

우리의 존경하는 동료인 ‘익명의 감수자’는 꼭 언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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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소개

스튜어트 러셀Stuart Russell은 1962년 잉글랜드 포츠머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1982년 옥스

퍼드 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 1등급 학위(first–class honour)를 받았으며, 1986년에 스탠

퍼드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에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교직

원이 되었다. 현재 그는 버클리의 컴퓨터 과학 학과 교수이자 Center for Intelligent 

Systems의 책임자, 그리고 공학 스미스–자데 석좌교수(Smith–Zadeh Chair)이다. 1990년

에 그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Presidential Young Investigator Award를 수상했고 1995년

에는 Computers and Thought Award를 공동 수상했다. 1996년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Miller Professor로 뽑혔고, 2000년에는 Chancellor’s Professorship에 지명되었다. 1998년

에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포사이스 기념 강연을 했다. 그는 인공지능의 다양한 주제에 

관해 1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가 쓴 다른 책으로는 The Use of Knowledge in 

Analogy and Induction과 Do the Right Thing: Studies in Limited Rationality(Eric Wefald와 

공저)가 있다.

피터 노빅Peter Norvig은 현재 Google, Inc.의 Director of Research이며, 2002년에서 

2005년까지 핵심 웹 검색 엔진 개발을 이끌었다. 그는 American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와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의 특별 회원(Fellow)이다. 이전에는 

NASA Ames Research Center 계산 과학 분과의 수장으로서 NASA의 인공지능 및 로봇

공학 연구와 개발을 감독했고, Junglee의 수석 과학자로서 최초의 인터넷 정보 추출 서

비스 중 하나의 개발을 도왔다. 그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응용 수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버클리 대학교

에서 Distinguished Alumni and Engineering Innovation 상을 받았고 NASA에서 

Exceptional Achievement Medal을 받았다. 그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교수 으며, 

버클리의 연구 교수단의 일원이다. 그의 다른 책으로는 Paradigms of AI Programming: 

Case Studies in Common Lisp와 Verbmobil: A Translation System for Face–to–Face Dialog, 

그리고 Intelligent Help Systems for UNIX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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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희(휴인시스텍)

인공지능 관련 연구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의사코드 알고리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책인 만큼 인공지능과 프

로그램에 관한 기초를 필요로 합니다. 

  김동혁(KAIST)

요즘은 대다수의 학생이 원서를 붙들고 공부하며, 실제로 이 분야의 지식은 매우 빠르게 확

장되고 깊어지므로 영어로 된 용어를 주로 사용하거나 접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

국어로 번역되어 나오는 책이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국내 

연구자와 개발자들 사이에서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김용균(이상한모임)

인공지능을 굉장히 폭넓게 다루는 책으로, 읽는 내내 백과사전과도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많

은 용어와 용례를 다루고 있어 분량이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때로는 폭넓게 때로는 심도 있게 

설명함으로써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인공지능을 배우고자 한다면 꼭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김종욱(KAIST)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 기초 이론부터 심화 내용까지, 인공지능을 배우고자 하는 공학도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훌륭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공지능에 관한 한 최고의 책이 아닐

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습문제를 통해 독자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상현태(볼레 크리에이티브)

PC/모바일 게임 개발자로 프로그래밍을 업으로 삼으면서 인공지능 분야는 늘 동경의 대상이

자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분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 책을 보니, 확실히 인공지능은 그 역사

만큼이나 다양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천 페이지가 넘는 이 

두꺼운 책을 읽다 보면, 수년 동안 인공지능을 연구해 온 많은 학자들의 결실을 이 한 권의 

책에 알뜰하게 담으려는 저자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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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준(줌인터넷)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인공지능은 개발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 소

양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 개념부터 제법 

최신 개념들까지 설명하고 있어, 인공지능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옥찬호(Nexon Korea) 

초보자가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제를 통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는 저자의 노력이 보이는 책입니다. 또한, 책이 두꺼운 만큼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설

명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을 양껏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육창수(‘인공지능 스터디’ 페이스북 그룹) 

이 책은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어떠한 접점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

다. 그리고는 ‘컴퓨터’라는 인공물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민하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들을 소개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주제에 입문하기에 좋은 책이기도 하지

만, 결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이문환(노루크로비스)

이 책은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거나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눈앞이 캄캄한 이들에게 가이드

북이 되어 줄 만한 책입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인공지능 영역에 포함되는지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이론과 해당 이론을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설명합니다. 물론, 깊

이가 있으므로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 책을 가이드로 삼는다면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데 멋들

어진 계획을 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훈(SK 주식회사)

스튜어트 러셀 교수의 책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랫동안 교과서로 사용된 베스트셀러입니다. 

또한 현재 구글에 몸담고 있는 피터 노빅 교수와 함께 최신 개정판을 만들면서 완성도가 더

욱 높아졌습니다. 인공지능을 제대로 배우고자 한다면 이 책을 가장 먼저 곁에 두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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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빈(연세대학교)

코넬 노트의 유형을 따온 듯한 구성이 머릿속에 주요 내용을 오랫동안 머물게 합니다. 인공지

능이라는 분야가 분명 쉽지는 않지만, 이 책을 다시 독자만의 코넬 노트에 정리해 나간다면 

어느새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많이 습득되어 있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에 관한 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은 오아시스처럼 갈증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이주형(LG전자)

이 책은 컴퓨터공학부터 철학까지 관련된 모든 학문을 어우르는 인공지능의 총정리본이라 할 

만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트렌드에 조금 못 미치는 감은 있지

만, 인공지능 분야의 불후의 교과서로서 그 명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영(POSCO ICT)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에 접목해 퍼포먼스의 극대화를 꾀하려 한 측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한, 인공지능 발전의 흐름을 짚어 보면서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 한 노력도 보입니

다. 다만, 전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므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쉽게 읽기가 어려울 것으

로 보입니다.

  한상곤(JJ worx, R&D)

이 책을 원서로 공부할 때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어’라는 언어적 장벽과 수학 수식보다 

더 난감한 ‘전문용어’ 때문에 무지 애를 먹은 기억이 납니다. 번역된 책을 읽어 보니 감회가 새

롭습니다. 장마다 ‘요약’,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등 독자의 편의를 위한 부분들이 꼼

꼼히 번역되어 더 쉽고 효율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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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이번 장에서는 인공지능이 대단히 가치 있는 연구 주제인 이유를 설명하고, 인공지능
이 과연 무엇인지 정의한다. 인공지능을 미리 정확하게 정의해 두면 이후의 논의가 수
월할 것이다.

현생 인류를 가리켜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고 부르는데, 이

는 사람에게 지능知能(intelligence)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우리

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다시 말해 단지 유기물 덩어리인 인간이 어떻게 자신보다 훨씬 

큰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예측하고 조작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인공지

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는 분야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능을 단지 이해하려

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인 실체를 실제로 구축(build)하려고 한다.※※※※

인공지능은 과학과 공학의 최신 분야 중 하나이다. 이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는 제2

차 세계 전 직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이름 자체는 1956년에 등장했

다. 인공지능은 분자생물학과 함께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분야”

로 자주 언급된다. 물리학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멋진 착안을 갈릴레오나 뉴턴, 아인슈타

인 등의 선배 과학자들이 이미 차지했다고 느낄 것이다. 반면 인공지능 분야에는 아인슈

타인이나 에디슨이 평생에 걸쳐 이룩할 만한 업적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현재 인공지능은 일반적인 분야(학습과 인지)에서부터 구체적인 분야(체스 두기, 수

학 정리 증명, 시詩 쓰기, 복잡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하기, 질병 진단 등)에 이르기까지 

단히 다양한 하위 분야를 포괄한다. 인공지능은 모든 지적 과제에 연관된다. 그런 만

큼 진정으로 보편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지능

인공지능



2  CHAPTER 1  소개

1.1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흥미로운 분야인지 이야기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과연 무엇

인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도해 1.1은 인공지능의 여덟 가지 정의를 2차원으로 배

치한 것이다. 상단의 정의들은 사고 과정(thought process)과 추론(reasoning)에 관련된 것

이고, 하단의 것들은 행동방식(behavior)에 관한 것이다. 왼쪽의 정의들은 인공지능의 성

공을 인간의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반면 오른쪽 것들은 이상적인(ideal) 성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합리성(rationality)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만일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

신이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주어진 일을 ‘제 로’ 해낸다면, 그 시스템은 합리적이다.※※※※

역사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한 이러한 네 가지 접근방식을 여러 가

지 방법을 이용해서 추구했다. 인간 중심적 접근방식은 인간 행동에 관한 관찰과 가설이 

관여하는 실험 과학의 일부로 보아야 마땅하다. 합리주의자1 접근방식에는 수학과 공학

의 조합이 관여한다. 다양한 집단이 서로 헐뜯기도 하고 돕기도 했다. 그럼 네 가지 접근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인간적 사고

“컴퓨터가 생각하게 하는 흥미로운 새 시
도... 문자 그대로의 완전한 의미에서 마음
을 가진 기계.” (Haugeland, 1985)

“인간의 사고, 그리고 의사결정, 문제 풀기, 
학습 등의 활동에 연관시킬 수 있는 활동들
(의 자동화).” (Bellman, 1978)

합리적 사고

“계산 모형을 이용한 정신 능력 연구.” 

(Charniak 및 McDermott, 1985)

“인지와 추론,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계산
의 연구.” (Winston, 1992)

인간적 행위

“사람이 지능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의 제작을 위한 기술.”

(Kurzweil, 1990)

“현재로서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들을 컴퓨
터가 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

(Rich 및 Knight, 1991)

합리적 행위

“계산 지능은 지능적 에이전트의 설계에 관
한 연구이다.” (Poole 외, 1998)

“인공지능은 ... 인공물의 지능적 행동에 관
련된 것이다.”※  (Nilsson, 1998)

도해 1.1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된 인공지능의 몇 가지 정의.※

1 ‘인간적’ 행동방식과 ‘합리적’ 행동방식을 구분한다고 해서, 이 책이 반드시 사람이 ‘비합리적(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제정신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단지 우리 인간이 완

전하지 않다는 것뿐이다. 모든 체스 선수가 그랜드마스터는 아니며, 모두가 시험에서 A를 받지는 못한다. 
인간 추론의 몇 가지 체계적 오류가 [Kahneman 외, 1982]에 분류되어 있다.※

합리성



1.1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3

1.1.1 인간적 행위: 튜링 검사 접근방식※※

앨런 튜링Alan Turing이 제안한(Turing, 1950) 튜링 검사(Turing Test)는 지능의 만족스러운 

실천적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인간 조사자가 글로 쓴 질문에 해 컴퓨

터가 글로 답을 했을 때, 만일 그 답이 컴퓨터가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제출한 

것인지 인간 조사자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컴퓨터는 튜링 검사를 통과한 것이다. 제26

장에서는 이 검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 검사를 통과한 컴퓨터가 정말로 지능적

인지도 논의한다. 일단 지금은 엄격히 적용된 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프로그

래밍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자. 그런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능

력을 갖추어야 한다.※※※

• 어2를✝ 이용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 알고 있는 또는 들은 것을 저장하기 위한 지식 표현(knowledge representation)※※ 

•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서 질문에 답하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자동 추론

(automated reasoning)※ 

•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패턴들을 외삽(extrapolation)하기 위한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튜링 검사는 조사자와 컴퓨터 사이의 직접적인 물리적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피한다. 

이는 인간의 물리적(육체적) 시뮬레이션이 지능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소위 완전 튜링 검사(total Turing Test)에는 조사자가 피실험자의 인지 능력을 검사할 

수 있도록 비디오 신호가 포함되며, 조사자가 물체를 “창구를 통해” 전달할 기회도 주어

진다. 완전 튜링 검사를 통과하려면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물체를 인식하기 위한 컴퓨터 시각(computer vision)※※ 

• 물체를 조작하고 이동하기 위한 로봇공학(robotics) 능력※ 

이상의 여섯 분야는 인공지능의 부분을 구성하며, 튜링은 그 후 60년이나 유효성을 유

지한 검사 방법을 고안했다는 점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다. 그렇긴 하지만 인공지능 연구

자들이 튜링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들인 노력은 많지 않다. 연구자들은 견본을 복제하기

보다는 지능에 깔린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인공 비행飛行’

이라는 과제는 라이트 형제를 비롯한 선구자들이 새를 흉내 내길 그만두고, 신 풍동風洞

을 활용하고 공기역학을 배우기 시작한 덕분에 완수된 것이다. 공기역학 교재에 그 분야

의 목표가 “다른 비둘기들이 속을 정도로 비둘기처럼 날아다니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라고 나와 있지는 않다.※※※

✝ [역주] 이 책에서 ‘ 어’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자연어를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국과 북미 등에

서 공용어로 쓰이는 특정 언어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어를 ‘한국어’로 체해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튜링 검사

자연어 처리

지식 표현

자동 추론

기계 학습

완전 튜링 검사

컴퓨터 시각

로봇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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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인간적 사고: 인지 모형화 접근방식※※

어떤 프로그램이 사람처럼 생각하는지를 판정하려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알

아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작동하는 인간 정신(mind)의 내부에 접

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내성법內省法(introspection), 즉 연구자가 

스스로의 사고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 인간을 상으로 한 심리학 

실험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뇌 상 촬 을 통해서 실제 뇌를 관찰할 수도 있다.※※ 그

런 방법들을 통해서 정신에 관한 충분히 정 한 이론을 얻었다면, 그 이론을 하나의 컴

퓨터 프로그램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일 프로그램의 입출력 행동이 그에 

응되는 인간 행동과 부합한다면, 그것은 프로그램의 일부 메커니즘이 인간적으로 작동

한다는 증거일 것이다. 예를 들어 GPS(General Problem Solver; 범용 문제 해결기)(Newell 

및 Simon, 1961)를 개발한 앨런 뉴월Allen Newell과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은 단지 자신의 

프로그램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프로그램의 추론 

단계들의 궤적과 같은 문제를 푸는 인간 피실험자의 궤적을 비교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여러 분야에 걸친 학문인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은 인공지능의 컴퓨터 모형

과 심리학의 실험 기법들을 조합해서 인간 정신에 관한 정 하고 검증 가능한 이론들을 

구축한다.※※※※※※※ 

인지과학은 그 자체로 매혹적인 분야로, 여러 권의 교재와 적어도 한 권의 백과사전

(Wilson 및 Keil, 1999)이 나와 있을 정도이다.※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 기법들과 인간의 

인식 능력의 유사성과 차이를 종종 언급한다. 그러나 실제 인지과학은 필연적으로 실제 

인간 또는 동물의 실험적 조사에 기초한다. 이 책은 독자가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뿐이라고 가정하므로, 인간 또는 동물에 한 실험은 다루지 않는다.

인공지능의 초창기에는 접근방식들을 혼동하는 때도 있었다.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과제에 해 좋은 성과를 냈으므로, 따라서 그 알고리즘이 인간적 성과에 좋은 모형이라

고 주장하는(또는 좋은 모형이므로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주장하는) 저자도 있었다. 요

즘 저자들은 두 종류의 주장을 분리한다. 이러한 분리 덕분에 인공지능과 인지과학 모두 

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 두 분야는 계속해서 서로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신경생리학적 증거가 계산 모형에 통합되는 컴퓨터 시각이다.※

1.1.3 합리적 사고: 사고의 법칙 접근방식※※※※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사고(right thinking)’, 즉 반박할 수 없는 추론 

과정의 성문화를 시도한 최초의 사람 중 하나이다. 그의 삼단논법은 옳은 전제가 주어진

다면 항상 옳은 결론을 내는 논증 구조를 위한 패턴을 제공했다. 이를테면 “소크라테스

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러한 사고의 법칙

(law of thought)들이 정신의 작동을 관장한다고 간주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논리학

인지과학

삼단논법

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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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이라고 부르는 분야가 만들어졌다.※※※※※※

19세기 논리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종류의 물체와 그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명제를 

엄 하게 표현하는 표기법을 개발했다. (반면 통상적인 산술 표기법은 오직 수數에 관한 

명제에만 적용된다.) 1965년에 이르러서는 논리학 표기법으로 서술된 그 어떤 문제도 원

칙적으로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단, 만일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은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 존재하는 소위 논리주의자(logicist)의 전

통은 지능적 시스템을 생성하는 그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길 희망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주된 장애물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비형식적(informal) 지식을 

논리 표기법에 필요한 형식적(formal) 용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해당 지식이 

100% 확실한 것은 아닌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둘째로, 문제를 ‘원칙적으로’ 풀 수 있는 

것과 실제로 푸는 것은 다르다. 사실관계가 단 몇백 개 정도인 문제라도, 어떤 추론 단계

를 먼저 시도할 것인지에 한 지침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컴퓨터의 계산 자원을 모두 소

모해도 풀리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이 두 장애물은 계산적인 추론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존재하지만, 논리주의자 전통 접근방식에서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1.1.4 합리적 행위: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방식※※

에이전트(agent; 리자)는 그냥 뭔가를 수행하는 어떤 것이다. (agent라는 어 단어는 

“~를 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agere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뭔가

를 수행하지만, 컴퓨터 에이전트에는 좀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 컴퓨터 에이전트는 자

율적으로 작동하고, 자신의 환경을 인지하고, 장기간 행동을 유지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목표를 만들고 추구해야 한다. 합리적 에이전트(rational agent; 또는 이성적 에이전트)는 

최상의 결과를(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기 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행동

하는 에이전트이다.※※ 

인공지능에 한 ‘사고의 법칙’ 접근방식은 정확한 추리(inference)3를✝ 강조한다. 종

종 정확한 추리는 합리적 에이전트의 일부이다. 이는, 주어진 어떤 행위가 에이전트의 목

표를 달성하게 만들 것이라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추론한 후 그 결론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 합리적 행위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한 추리가 합리성의 전부는 아니다. 

딱히 정확한 행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추리가 관여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방법들이 존

재한다. 예를 들어 뜨거운 난로에서 손을 급하게 떼는 것은 생각 없이 하는 반사 행동이

지만, 부분은 심사숙고를 거쳐서 하는 느린 행동보다 훨씬 성공적이다.

✝ [역주] 흔히 추론이라고 하지만, reasoning과의 구분을 위해 이 책에서는 추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reasoning과 inference는 거의 같은 뜻이나, 굳이 구분하자면 reasoning은 좀 더 전반적인 목적이고 

inference는 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해당한다. 일상 언어생활에서 추리라고 하면 주로 범죄 수사를 

떠올리지만, 추리는 논리학이나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논리주의자

에이전트

합리적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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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링 검사의 통과에 필요한 모든 능력은 에이전트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지식 표현과 추론 능력이 있는 에이전트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람이 

복잡한 사회에서 생활하려면 이해 가능한 문장을 자연어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습 능력은 단지 학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행동을 산출하는 능력을 향

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른 접근방식에 비한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방식의 장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이 

접근방식은 ‘사고의 법칙’ 접근방식보다 좀 더 일반적이다. 이는 정확한 추리 외에도 합

리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들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 접근방식은 인간

적 행동이나 인간적 사고에 기초한 접근방식들에 비해 과학의 발전을 좀 더 잘 받아들인

다. 합리성의 기준이 수학적으로 잘 정의되고 완전히 일반적이며, 그러한 기준을 “풀어

서(unpack)” 합리성의 달성이 가능한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인간적 

행동은 특정한 하나의 환경에 잘 적응되며, 이름 그 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총합에 

의해 정의된다. 따라서 이 책은 합리적 에이전트의 일반 원리들과 합리적 에이전트의 구축을 

위한 구성요소에 초점을 둔다. 차차 보겠지만, 문제의 서술 자체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문제를 실제로 풀려고 하면 엄청나게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문제

점들 중 일부를 제2장에서 좀 더 상세히 개괄하겠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곧 나오겠지만, 복잡한 환경에서는 완벽한 합

리성(항상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

하다. 계산상의 요구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책에서는 완벽한 합

리성이 분석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라는 잠정적인 가설을 채용한다. 그러면 문제가 단순

해지고, 이 분야의 근본적인 내용 부분에 적합한 설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제5장

과 제17장은 제한된 합리성(limited rationality) 문제, 즉 모든 계산을 충분히 수행할 시간

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룬다.※※※※※

1.2 인공지능의 기반 학문※※

이번 절에서는 인공지능에 착안과 관점, 기법을 제공한 다른 학문 분야의 역사를 간략히 

서술한다. 여타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절은 필수적인 소수의 인물과 사건, 착안에만 

집중하며, 다른 여러 주요 인물이나 사건 등은 생략한다. 각 역사는 일련의 질문을 중심

으로 구성된다. 이 질문들이 해당 분야가 해결하고자 한 모든 것은 아니며, 또한 이 분야

들이 오직 인공지능을 위해 연구된 것도 아님을 주의하기 바란다.

제한된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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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철학※ 

• 형식적 규칙들을 이용해서 유효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 물리적인 뇌에서 어떻게 정신이 창발하는가?

• 지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 지식은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이 책 앞표지에 흉상이 나와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322)는 정신의 이성적 부

분을 관장하는 일단의 법칙들을 정 하게 공식화하고자 시도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는 

초기 전제가 주어졌을 때 원칙적으로 결론을 기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적절한 추론

을 위한 삼단논법의 비공식적 체계를 개발했다. 훨씬 후에 라몬 율Ramon Llull(1315년 죽음)

은 기계적인 인공물을 이용해서 유용한 추론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토머

스 홉스Thomas Hobbes(1588–1679)는 추론이 “우리의 소리 없는 사고 안에서 더하고 빼는” 

수치 계산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산 자체의 자동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

다. 1500년경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는 기계적 계산기를 설계했으나 실제로 만들

지는 않았다. 최근의 재구축에 의하면 그 설계는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 알려진 최초의 

계산 기계는 1623년경에 독일 과학자 빌헬름 시카드Wilhelm Schickard(1592–1635)가 만들었

으나,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1623–1662)이 1642년에 만든 파스칼린Pascaline이 더 유명하

다. 파스칼은 “이 산술 기계는 동물의 모든 행동보다 사고에 더 가까워 보이는 결과를 

낸다”라고 썼다.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1646–1716)는 수가 아

니라 개념에 한 연산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기계 장치를 만들었으나, 그 작용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기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뿐만 아니라 제

곱근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하기와 빼기만 가능했던 파스칼의 것을 능가했다. 

기계가 그냥 계산을 수행하는 차원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수도 있을 것

이라는 예측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토머스 홉스는 1651년 그의 책 리바이어선Leviathan에

서 ‘인공동물’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심장이란 용수철에 불과하고, 신경들은 다수의 

끈, 관절은 여러 톱니바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신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논리적 규칙에 따라 작동한다고 주장하고 그런 

규칙들 일부를 흉내 내는 물리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정신 자체가 바로 그런 물리적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정신과 물질의 구분 및 그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들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논의한 이는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1596–1650)이다. 정

신을 순수하게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점 하나는, 그런 모형에는 자유 의

지가 포함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만일 정신이 전적으로 물리 법칙에 의해 운

된다면, 자유 의지는 그저 바위가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지기로 “결정하는” 것보다 나

을 것이 없다.※ 데카르트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추론의 위력을 강력히 옹호했다. 그

런 관점을 지금은 합리주의(rationalism; 이성론)라고 부르는데, 아리스토텔레스와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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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츠도 합리주의자이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이원론(dualism)의 주창자이기도 했다. 그는 

사람의 정신(또는 혼이나 마음)에는 자연에서 벗어난, 물리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부

분이 있다는 믿음을 유지했다. 반면 동물에는 그러한 이원론적 속성이 없으므로 기계처

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원론의 한 안이 유물론(materialism)이다. 유물론은 물

리 법칙들에 따른 두뇌의 작용이 정신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자유 의지는 선택하는 개

체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능한 선택 사항들을 인식하는 한 방법일 뿐이다.※※※※

지식을 조작하는 물리적 정신이 있다고 할 때, 그다음 문제는 지식의 근원을 확립하

는 것이다.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1561–1626)의 노붐 오르가눔Novum Organum2에서 시

작된 경험주의(empiricism) 운동은 존 로크John Locke(1632–1704)의 다음과 같은 견해로 특

징지을 수 있다: “애초에 감각에 없었던 것은 오성(이해)에도 없다.” 데이비드 흄David 

Hume(1711–1776)은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A Treatise of Human Nature; Hume, 1739)에

서, 지금은 귀납법(induction)이라고 부르는 원리를 제안했다. 즉, 일반적인 규칙은 그 요

소들 사이의 반복적인 연관성을 노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

Ludwig Wittgenstein(1889–1951)과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1872–1970)의 연구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루돌프 카르납Rudolf Carnap(1891–1970)이 이끈 유명한 빈 학파(Vienna Circle)는 

논리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 교리를 발전시켰다. 이 교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지식을 

감각적 입력에 응되는 관찰 문장(observation sentence)들과 연관된 논리적 이론들로 특

징지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논리 실증주의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3 카르납과 칼 헴펠Carl Hempel(1905–1997)의 입증 이론(confirmation theory)은 

경험으로부터의 지식 획득을 분석하려 했다. 카르납의 책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World(Carnap, 1928)※은 기초적 경험에서 지식을 추출하는 계산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의

했다. 아마도 이는 계산 공정으로서의 정신에 한 최초의 이론일 것이다.※※※※※※※※

정신의 철학적 묘사의 최종 요소는 지식과 행위의 관계이다. 이 문제가 인공지능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지능에는 추론뿐만 아니라 행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정당화할 수 있는(즉, 합리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행위들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들이 목표와 행위

의 결과에 관한 지식 사이의 논리적 연결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동물운동론(De 

Motu Animalium)에서). (다음 인용구의 마지막 부분의 그리스어 원문이 이 책 앞표지에 

나온다.)※※※

그렇다면, 생각이 어떨 때는 행위(action)와 함께하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은 왜이며, 어떨 때는 동작(motion)과 함께하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은 

2 노붐 오르가눔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Organon(사고의 도구라는 뜻)의 개정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

리스토텔레스는 경험주의자이자 합리주의자라 할 수 있다.※

3 이런 관점에서, 모든 의미 있는 문장은 실험을 통해 또는 단어들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입증 또는 반증할 

수 있다. 그러면 형이상학이 부분 배제되므로(그것이 의도이기도 하다), 일부 학파는 논리 실증주의를 반

기지 않았다.※

이원론

유물론

경험주의

귀납법

논리 실증주의

관찰 문장

입증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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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가? 변하지 않는 물체에 관한 추론과 추리의 경우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경우 목적은 사변적 명제이다 ... 반면 지금 경우 두 

전제로부터 비롯된 결론은 하나의 행위이다. ... 나는 덮을 것이 필요하다; 외투

는 덮을 것이다. 나는 외투가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만들어야 한다; 나는 외투

가 필요하다. 나는 외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외투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결론은 하나의 행위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Nicomachean Ethics; Book III. 3, 1112b)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주

제를 좀 더 설명하면서 일종의 알고리즘 하나를 제시한다.※ 

우리가 숙고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치료할 것인지 아닌지를 의사

가 숙고하지는 않듯이 ... 설득할 것인지 아닌지를 연사가 숙고하지는 않듯이 ... 

그들은 목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어떤 수단으로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럼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한다. 그들

은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만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 고려한다. 그러한 과정을 제1원인

(first cause)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한다. ... 그리고 분석의 마지막 요인은 그다

음 분석의 첫 요인이 되곤 한다. 만일 불가능에 부딪히면, 이를테면 돈이 필요

한 데 돈을 구하지 못한다면, 검색을 포기한다. 그러나 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면 시도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알고리즘을 2천3백 년 후에 Newell과 Simon이 자신들의 GPS 프로

그램에서 구현했다. 이를 요즘은 회귀 계획 시스템(regression planning system; 제10장 

참고)이라고 부른다.※

목표 기반 분석이 유용하긴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가 여러 개이거나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하는 행위가 하나도 없을 때는 답을 주지 못한다. 앙투완 아르노Antoine 

Arnauld(1612–1694)는 이런 경우에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정량적 공식 하나를 

올바르게 서술했다(제16장 참고). 존 스튜어트 John Stuart Mill(1806–1873)의 책 공리주의

(Utilitarianism; Mill, 1863)는 인간 행동의 모든 역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준에 관

한 착안을 주창했다. 다음 절에서는 의사결정에 관한 좀 더 공식적인 이론을 논의한다.※

1.2.2 수학※※ 

• 유효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공식적인 규칙들은 무엇인가?

•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불확실한 정보로 어떻게 추론을 진행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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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들이 인공지능의 근본 착안 몇 가지를 확립하긴 했지만, 인공지능이 공식적인 과

학(formal science)으로 도약하려면 논리, 계산, 확률이라는 세 근본 역에서 일정 수준

의 수학적 공식화(formalization)가 필요하다.

형식 논리(formal logic)라는 개념은 고  그리스의 철학자들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겠지만, 진정한 수학적 발전은 조지 부울George Boole(1815–1864)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흔히 부울 논리(Boolean logic)라고 하는 명제 논리의 세부사항을 밝혀냈다(Boole, 

1847). 1897년에 코틀롭 프레게Gottlob Frege(1848–1925)가 객체(object)와 관계를 포함시켜

서 부울의 논리학을 좀 더 확장했다. 그것이 오늘날 쓰이는 1차 논리(first–order logic)이

다.4 알프레트 타르스키Alfred Tarski(1902–1983)는 논리학의 상들을 실세계의 객체들과 연

관시키는 방법을 보여 주는 참조 이론(reference theory; 또는 지칭 이론)을 도입했다.※※※※※

그다음 단계는 논리와 계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었다. 흔히, 

최 공약수를 계산하는 유클리드Euclid의 방법을 최초의 본격적인 알고리즘algorithm으로 

간주한다.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그리고 그것을 연구한다는 착상)는 9세기 페르시아 수학

자 알콰리즈미al－Khowarazmi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그의 저작들은 아라비아 숫자와 

수학을 유럽에 소개하는 역할도 했다. 부울과 그 외의 연구자들은 논리적 연역을 위한 

알고리즘들을 논의했으며, 19세기 후반에는 전반적인 수학적 추론을 논리적 연역으로

서 공식화하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1930년에는 쿠르트 괴델Kurt Gödel(1906–1978)이 프레

게와 러셀의 1차 논리 안에서 임의의 참 명제를 증명하는 효과적인 절차가 존재함을 

보 으나, 그 1차 논리가 자연수를 특징짓는 데 필요한 수학적 귀납 원리를 포착하지

는 못했다. 괴델은 1931년에 연역에 한계가 실제로 존재함을 보 다. 그의 불완전성 정

리(incompleteness theorem)에 따르면, 페아노Peano 산술(자연수 기초 이론)만큼 강력한 임

의의 형식 이론에는 결정이 불가능한(그 이론 안에서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참 명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결과들을, 정수에 관한 함수 중 알고리즘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

들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계산할 수 없는 정수 함수가 존재하는 것

이다. 이 점에 착안해서, 앨런 튜링Alan Turing(1912–1954)은 그렇다면 계산할 수 있는 함

수, 즉 계산 가능(computable) 함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특징지으려 했다. 그런데 

계산 가능이라는 개념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계산이나 효과적인 절차라는 개념을 형

식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튜링 기계

(Turing machine; Turing, 1936)가 임의의 계산 가능 함수를 계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

을 천명한 처치–튜링 명제(Church–Turing thesis)가 계산 가능이라는 개념에 충분한 정의

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튜링은 또한 그 어떤 튜링 기계도 계산할 수 없는 함수가 

존재함을 보 다. 예를 들어 주어진 프로그램이 주어진 입력에 해 하나의 답을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무한히 실행될 것인지를 일반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계는 없다.✝5※※※※※

4 프레게가 제안한 1차 논리 표기법(텍스트적 특징과 기하학적 특징의 난해한 조합)은 결국 중화되지 못했다.

✝ [역주] 이것이 바로 전산학의 주요 논제 중 하나인 ‘정지문제(halting problem)’이다.

알고리즘

불완전성 정리

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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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가능성과 계산 가능성이 계산의 이해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향을 

준 개념은 처리 가능성(tractability)이다. 간략하게만 말하자면, 만일 어떤 문제의 구체적

인 사례(instance)들을 푸는 데 필요한 시간이 그 사례들의 크기에 지수적으로 비례해서 

증가한다면, 그 문제는 처리 불가능(intractable)이다. 복잡도의 다항식적 증가와 지수적 

증가의 구분은 1960년  중반에 처음으로 강조되었다(Cobham, 1964; Edmonds, 1965).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복잡도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면 사례들이 조금만 많아도 시

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문제를 사실상 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능적 행동

을 생성한다는 전반적인 문제를 풀 때는 처리 불가능한 문제를 풀려고 들기보다는 그 문

제를 처리 가능한 부분 문제로 분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처리 불가능 문제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 스티븐 쿡Steven Cook(Cook, 

1971)※과 리처드 카프Richard Karp(Karp, 1972)※가 개척한 NP–완전(NP–completeness) 이론에

서 한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쿡과 카프는 여러 부류의 표준 조합 검색(canonical 

combinatorial) 및 추론 문제들이 NP–완전임을 보 다. NP–완전 문제에 속하는 부류의 

문제는 처리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NP–완전 문제는 반드시 처리 불가능이라는 점이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부분의 이론가들이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들은 최초의 컴퓨터를 접한 중 매체가 보인 낙관론(이를테면 “아인슈타인보다 빠르

다!”, “전자 슈퍼 두뇌” 등등)과는 조된다. 컴퓨터의 속도가 계속 빨라진다고 해도, 지

능적인 시스템이라면 자원들을 세심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충 말하자면, 인간 세상 

자체가 극도로 거 한 문제 사례이다! 인공지능 연구는 NP–완전 문제 중 풀기 어려운 사

례들도 있고 풀기 쉬운 사례들도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Cheeseman, 

1985).※※※※

논리와 계산 다음으로 수학이 인공지능에 기여한 것은 확률(probability) 이론이다. 

확률 개념은 이탈리아 수학자 제롤라모 카르다노Gerolamo Cardano※(1501–1576)가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는 내기(도박) 사건들의 가능한 결과들을 이용해서 확률을 서술했다. 1654

년에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1623–1662)은 피에르 페르마Pierre Fermat(1601–1665)에게 보

낸 편지에서 진행 중인 도박 게임의 향후 결과를 예측하고 도박꾼이 얻을 수 있는 평균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 다. 확률은 정량定量 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어서, 

불확실한 측정과 불완전한 이론을 다루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제임스 베르누이James 

Bernoulli(1654–1705; 야콥 베르누이)와 피에르 라플라스Pierre Laplace(1749–1827)를 비롯한 여

러 사람이 확률 이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통계적 방법을 도입했다. 이 책의 앞표지에도 

나오는 토머스 베이즈Thomas Bayes(1702–1761)는 새로운 증거로 확률을 갱신하는 데 적용

하는 규칙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불확실한 추론을 수행하는 데 적용되는 현

적 접근방식들은 부분 베이즈의 규칙을 바탕으로 한다.※※※※

처리 가능성

NP-완전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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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경제학※

• 이익을 극 화하기 위한 의사결정 방법은 무엇인가?

• 다른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이익을 극 화하려면?

• 이익이 미래에 주어지는 상황에서 이익을 극 화하려면?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은 1776년 스코틀랜드 철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1723–1790)가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을 출간하면서 시작되었다. 고  그리스인들과 기타 여러 인물들이 경

제학적 사고에 기여하긴 했지만, 경제가 자신의 경제적 안녕을 최 화하려는 개별 에이

전트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착안을 이용해서 경제학을 하나의 과학으

로 취급한 이는 스미스가 처음이다. 부분의 사람은 경제를 돈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만, 경제학자들은 사실 “사람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자신들의 연구 주제라고 말할 것이다. 맥도날드가 햄버거를 1달러($)에 판다는 

것은, 맥도널드는 달러를 원한다는 점과 고객이 햄버거를 원하길 희망한다는 점을 천명

하는 것에 해당한다. ‘선호하는 결과’, 즉 효용效用(utility)을 수학적으로 다룬 최초의 인물은 

레옹 발라스Léon Walras(1834–1910)이다. 그것을 프랭크 램지Frank Ramsey가 개선하고(Ramsey, 

1931), 이후에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과 오스카 모르겐슈테른Oskar Morgenstern이 그들

의 책 The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Neumann 및 Morgenstern, 1944; 게임

이론과 경제적 행동)에서 더욱 발전시켰다.※※※※※※※

결정이론(Decision theory)은 확률론과 효용이론을 결합해서, 불확실성하에서의, 다

시 말하면 확률적 서술이 의사결정자의 환경을 제 로 포착하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경

제는 물론 그 외의 분야에 한)을 위한 공식적이고 완전한 틀을 제공한다. 이는 각 에

이전트가 개인으로서의 다른 에이전트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시’ 경제

에 적합하다. ‘소규모’ 경제에서는 상황이 게임에 좀 더 가깝다. 즉, 한 플레이어의 행위

가 다른 플레이어의 효용에 큰 향(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폰 

노이만과 모르겐슈테른이 발전시킨 게임이론(game theory; Luce 및 Raiffa, 1957도 보라)

에는, 일부 게임에서 합리적인 에이전트가 무작위한(또는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정책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놀라운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결정이론과는 달리 게임이론은 

행위 선택에 한 모호하지 않은 처방을 제공하지 않는다.※※※※

부분의 경우 경제학자는 앞에 제시된 셋째 질문, 즉 이익이 즉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행위를 차례로 수행한 후 주어질 때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주제는 경영과학(operations research)이 추구한다. 이 분야는 제2차 세계 전

에서 국이 레이더 설치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복합적 관리 의사

결정과 관련해서 민간인도 응용하게 되었다. 리처드 벨먼Richard Bellman의 저작(Bellman, 

1957)은 마르코프 의사결정 과정(Markov decision process)이라고 부르는 순차 의사결정 

결정이론

게임이론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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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의 한 부류를 공식화했다. 이 과정은 제17장과 제21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경제학과 경 과학의 성과가 합리적 에이전트 개념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수년간 

인공지능 연구는 그와는 완전히 분리된 경로들을 따라 발전했다. 한 가지 이유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명백히 존재하는 복잡성이다. 선구적인 인공지능 연구자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1916–2001)은 만족화(satisficing)에 기초한 모형, 즉 최적의 결정을 계산하기 위해 

애쓰는 신 그냥 “충분히 좋은” 결정을 내리는 모형이 실제 인간 행동을 더 잘 서술함

을 보여 주는 초기 연구로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Simon, 1947). 1990년 부터

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위한 결정이론적 기법들에 한 관심이 다시 유행했다(Wellman, 

1995).※※※※※※※

1.2.4 신경과학※

• 뇌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신경과학(Neuroscience)은 신경계, 특히 뇌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뇌가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과학의 커다란 미스테리이지만,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뇌라는 점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려졌었다. 머리에 큰 충격을 입으면 정신적 능력이 

감소한다는 명백한 증거 덕분이다. 또한, 인간의 뇌가 다른 동물과는 좀 다르다는 점도 

오래전부터 알려졌었다. 약 b.c. 335년경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동물 중 신체 비 

뇌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인간이다”라고 썼다.5 그러나 의식이 깃든 곳이 뇌라는 점은 

18세기 중반에서야 널리 인식되었다. 그전에는 심장이나 비장(지라)이 거론되었다.※※

폴 브로카Paul Broca(1824–1880)의 1861년 뇌 손상 환자의 실어증 연구는 뇌에 특정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국소 역이 존재함을 보여 주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는 정상 발화(speech production)가 이제는 브로카 역(Broca’s area)이라고 부르는 좌뇌

의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음을 보 다.6 뇌가 신경세포, 즉 뉴런(neuron)들로 이루어져 

있음은 당시에도 알려졌었지만, 뇌의 개별 세포를 실제로 관찰하게 된 것은 카 로 골지

Camillo Golgi(1843–1926)의 염색 기법이 나온 이후이다.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Santiago Ramon 

y Cajal(1852–1934)은 뇌의 뉴런적 구조(도해 1.2)에 한 그의 선구적인 연구에 그 기법을 

활용했다.7 신경계 연구에 수학적 모형들을 처음으로 적용한 이는 니콜라스 라셰프스키

Nicolas Rashevsky이다(Rashevsky, 1936, 1938).※※※※※※ 

5 이후 신체 비 뇌의 비율이 사람보다 더 큰 나무 두더지류(tree shrew; Scandentia)가 3종 발견되었다.

6 그보다 이른 출처로 [Hood, 1824]※를 거론하는 연구자들이 많다.

7 골지는 뇌의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뉴런들이 내장된 연속적 매질 안에서 수행된다는 믿음을 유지했다. 반면 

카할은 ‘뉴런 교리(neuronal doctrine)’를 제안했다. 둘은 1906년에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으나, 수상 연설은 

상반되는 내용이었다.

만족화

신경과학

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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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색 수지상

시냅스

시냅스

핵

신경세포체(소마)

다른 세포의 축색돌기

축색돌기수상돌기

도해 1.2  신경세포, 즉 뉴런의 구성. 각 뉴런은 소마soma라고 부르는 하나의 세포체로 구성된다. 세포체에

는 세포핵이 하나 있다. 세포체에서 수상돌기(dendrite)라고 부르는 섬유들이 뻗어나오며, 축삭돌기(axon)

라고 부르는 긴 섬유 하나도 나온다. 축삭돌기는 이 그림에 나온 축척보다 훨씬 길게 뻗어 나간다. 일반적으

로 축삭돌기는 1cm(세포체 지름의 100배)이지만, 1미터까지 뻗기도 한다. 뉴런은 10에서 10만 개의 다른 뉴

런과 연결되는데, 두 뉴런의 연결부를 시냅스synapse라고 부른다.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신호가 복잡한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전파된다. 그 신호들은 단기적으로는 뇌의 활동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뉴런들의 

연결 관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메커니즘들은 뇌 안에서의 학습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

주된다. 가장 중요한 정보 처리는 대뇌피질(cerebral cortex), 즉 뇌의 겉껍질에서 일어난다. 기본 구성 단

위는 지름이 약 0.5mm인 기둥형 조직으로 보인다. 인간의 뇌에서 하나의 단위 조직은 약 20,000개의 뉴

런을 포함하며, 대뇌피질에서 약 4mm 깊이까지 연장된다.※

뇌의 역들과 그 역이 제어하는 또는 감각을 입력받는 신체 부위 사이의 응 관계는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 그러한 응 관계는 몇 주 만에 변할 수 있으며, 응 관계가 여

러 가지인 것으로 보이는 동물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서, 한 역이 손상되었을 때 다른 

역이 그 기능을 신하는 기제는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그리고 개별 기억이 저장되

는 방식에 한 이론은 아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온전한 두뇌 활동의 측정은 1929년에 한스 베르거Hans Berger가 뇌촬 도(electro-

encephalograph, EEG)를 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의 최근 발전(Ogawa 외, 1990; Cabeza 및 Nyberg, 2000)에 의해 신경과학자들

은 유례없이 상세한 두뇌 활동 상을 얻게 되었으며, 덕분에 진행 중인 인식 공정에 흥

미로운 방식으로 응되는 측정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뉴런 활동의 단일 세포 녹화 기술

도 발전했다. 이제는 개별 뉴런을 전기적 또는 화학적으로, 심지어는 광학적으로 자극할 

수 있으며(Han 및 Boyden, 2007), 덕분에 뉴런 차원에서의 입력–출력 응 관계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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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에도, 우리는 인식 공정의 실제 작동 방식을 그다지 이해

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놀라운 결론은, 단순한 세포들의 집합이 사고와 행위, 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것이다. 존 서얼John Searle의 간결한 표현을 빌자면, “뇌는 정신의 원인이다.”(Searle, 

1992) 이에 한 유일한 안 이론은 신비주의, 즉 정신이 물리 과학을 초월한 어떤 신

비한 역에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뇌와 디지털 컴퓨터는 다소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도해 1.3에서 보듯이 컴퓨터

의 주기(cycle) 시간은 뇌보다 백만 배는 빠르다. 신 뇌는 저장 용량과 내부 연결도가 

고성능 개인용 컴퓨터보다 훨씬 크다. 단, 가장 큰 슈퍼컴퓨터는 뇌와 비슷한 용량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뇌가 모든 뉴런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미래주의자들은 이런 수치들을 강조하면서, 컴퓨터의 성능이 초인간적 수준

에 도달하는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Vinge, 1993; Kurzweil, 

2005) 그러나 뇌와 컴퓨터의 직접 비교는 그리 유익하지 않다. 거의 무제한의 용량을 가

진 컴퓨터라고 해도, 우리는 컴퓨터로 뇌 수준의 지능을 달성하는 방법을 여전히 알지 

못한다.※※※※

슈퍼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인간의 뇌

계산 단위

저장 단위

주기 시간

초당 연산수

초당 기억 갱신

CPU 104개, 
트랜지스터 1012개

RAM 1014비트 

디스크 1015비트

10－9초

1015

1014

CPU 4개, 
트랜지스터 109개

RAM 1011비트

디스크 1013비트

10－9초

1010

1010

뉴런 1011개

뉴런 1011개

시냅스 1014개

10－3초

1017

1014

도해 1.3  IBM Blue Gene 슈퍼컴퓨터와 2008년 기준의 전형적인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인간의 뇌의 원

초적인 계산 자원의 직접 비교표. 뇌의 수치들은 본질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슈퍼컴퓨터의 수치들은 약 

5년마다 10배로 증가해서, 조만간 뇌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는 주기 시간을 제외하고

는 모든 수치에서 다른 둘에 뒤처져 있다.※※

1.2.5 심리학※※

•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일반적으로, 과학적 심리학의 시초는 독일 물리학자 헤르만 폰 헬름홀츠Hermann von 

Helmholtz※(1821–1894)와 그의 제자 빌헬름 분트Wilhelm Wundt(1832–1920)의 연구로 거슬러 올

라간다. 헬름홀츠는 인간 시각視覺 연구에 과학적 방법을 적용했다. 그의 책 Handbook of 

Physiological Optics는 “인간 시각의 물리학과 심리학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저작”(Nalwa, 

1993)으로 간주된다. 1879년에 분트는 University of Leipzig에 첫 번째 실험 심리학 실

특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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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실을 열었다. 분트는 그의 조수들이 지각 또는 연상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사고 

공정을 스스로 조사(‘내성’)할 수 있는 세심하게 통제된 실험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심한 

통제 실험만으로 심리학이 바로 과학이 되지는 않았다. 자료의 주관적 성격 때문에, 실

험자가 자신의 이론이 틀렸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반면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은 내성 자료가 없었으며, 신 객관적인 방법론을 개발했다. 제닝스H. S. 

Jennings의 향력 있는 저작 Behavior of the Lower Organisms(Jennings, 1906)에 그러한 

방법론이 서술되어 있다. 존 왓슨John Watson(1878–1958)은 그러한 관점을 인간에 적용한 

행동주의(behaviorism) 운동을 이끌었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내성이 믿을 만한 증거를 제

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신적 공정에 관한 그 어떤 이론도 거부했다. 행동주의자들은 

동물에게 주어진 지각(percept; 즉 자극)과 그로 인한 행동(즉 반응)의 객관적 측정만을 

연구하길 고집했다. 행동주의는 쥐와 비둘기에 관해 많은 것을 발견했지만, 인간의 이해

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뇌를 정보 처리 장치로 보는 인지 심리학(Cognitive psychology)의 시초는 적어도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1842–1910)의 저작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헬름홀츠 역시 

지각(perception)이 무의식적인 논리적 추리의 형태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미합중

국에서는 행동주의 때문에 인지적 관점이 많이 가려졌지만, 프레드릭 바틀렛Frederic 

Bartlett(1886–1969)이 지도한 케임브리지의 Applied Psychology 과정에서는 인지 모형화

(cognitive modeling)가 번 할 수 있었다. 바틀렛의 학생이자 후임자인 케네스 크레이크

Kenneth Craik가 쓴 The Nature of Explanation(Craik, 1943)은 믿음이나 목표 같은 ‘정신적’ 

용어들이 기체에 관해 말할 때 개별 분자에는 존재하지 않는 압력이나 온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적법성을 강력하게 재확립했다.※※※※※※ 

크레이크는 지식 기반 에이전트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단계를 명시했다: (1) 자극

이 내부 표현으로 번역된다. (2) 그 표현을 인지 공정이 조작해서 새로운 내부 표현을 도

출한다. (3) 새로운 내부 표현이 다시 번역되어서 행동이 일어난다. 그는 이것이 에이전

트의 좋은 설계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일 유기체가 외부 현실 및 가능한 행동에 관한 ‘소규모 모형’을 자신의 머릿

속에 담고 있다면, 여러 가지 안들을 실험해 보고, 그중 최선의 것을 확정하

고, 미래의 상황들이 발생하기 전에 그에 반응하고, 과거의 사건들의 지식을 활

용해서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처리하고, 마주한 긴급 상황에 해 모든 면에서 

좀 더 완전하고,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Craik, 1943)※※

크레이크가 1945년 자전거 사고로 죽은 후 그의 연구를 도널드 브로드벤트Donald Broadbent

가 이어받았다. 브로드벤트의 책 Perception and Communication(Broadbent, 1958)※은 심리

학적 현상을 정보 처리로 모형화한 최초의 저작 중 하나이다. 한편 미합중국에서는 컴퓨

터 모형화의 발전 덕분에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이라는 분야가 만들어졌다. 이 분야

는 1956년 9월 MIT의 한 워크숍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곧 보겠지만, 이는 인공

행동주의

인지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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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자체가 ‘탄생’한 학술회의 이후 두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그 워크숍에서 조지 

러George Miller는 The Magic Number Seven을,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Three Models of 

Language를, 그리고 앨런 뉴월과 허버트 사이먼은 The Logic Theory Machine을 발표했

다. 이 향력 있는 세 편의 논문은 컴퓨터 모형을 각각 기억, 언어, 논리적 사고의 심리

학을 연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제는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인지이

론은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이어야 한다”(Anderson, 1980)라는 관점이 흔하다(보편적

인 것과는 멀지만). 즉, 인지이론은 상세한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서술하는 것이어야 하

며, 그러한 서술을 이용해서 일부 인지 기능을 실제로 구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1.2.6 컴퓨터 공학※

• 효율적인 컴퓨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지능이고 하나는 인공물(artifact)이

다.※※※※※※※※ 그러한 인공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컴퓨터이다. 현 적인 디지털 전자 컴퓨터는 제2

차 세계 전에 참전한 세 나라의 과학자들이 따로, 그리고 거의 동시에 발명했다. 최초

의 작동하는 컴퓨터는 앨런 튜링의 팀이 1940년에 만든 전기기계식 컴퓨터 Heath 

Robinson8이다. 그 컴퓨터의 용도는 단 하나, 독일군의 암호문을 해독하는 것이었다. 

1943년에는 같은 팀이 진공관에 기초한 강력한 범용 기계인 Colossus를 만들었다.9※※ 최초

의 작동하는 프로그래밍 가능 컴퓨터(programmable computer)는 1941년 독일에서 콘라드 

추제Konrad Zuse가 만든 Z–3이다. 추제는 또한 부동소수점수와 최초의 고수준 프로그래밍 

언어인 Plankalkül도 고안했다.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인 ABC는 존 아타나소프John Atanasoff

와 그의 제자 클리포드 베리Clifford Berry가 1940~1942년에 Iowa State University에서 구축

했다. 현  컴퓨터에 가장 큰 향을 미친 선구적 컴퓨터는 존 머클리John Mauchly와 존 에

커트John Eckert를 포함한 연구진이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한 비  군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든 ENIAC이다.※※

그 후로 컴퓨터 하드웨어의 세 가 바뀔 때마다 속도와 용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내

려갔다. 2005년경까지는 성능이 18개월마다 두 배가 되었고, 2005년부터는 전력 소비 문

제 때문에 제조사들이 클록 속도를 높이는 신 CPU 코어의 개수를 늘리기 시작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향후의 성능 향상은 규모 병렬성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데, 공교롭게도 이는 인간의 뇌가 가진 속성으로 수렴하는 방향이다.

8 Heath Robinson은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는 것 같은 일상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별나고 부조리하게 복잡한 

기계장치를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한 만화가이다.

9 전후 기간에 튜링은 이 컴퓨터들을 인공지능 연구에, 예를 들면 최초의 체스 프로그램 중 하나에 활용했다

(Turing, 1953). 그러나 국 정부는 그의 작업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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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자 컴퓨터 이전에도 계산 장치는 있었다. 17세기부터 시작되는 초창기 자동 

계산 기계를 p.7에서 논의했다. 최초의 프로그래밍 가능 기계는 1805년에 조셉 마리 자카

드Joseph Marie Jacquard(1752–1834)가 고안한 자카드 방직기(직조기)이다. 그 방직기는 직조

할 무늬를 정의하는 명령들을 천공 카드에 저장해 두는 식이었다.※※※ 19세기 중반에는 찰

스 배비지Charles Babbage(1792–1871)가 두 가지 기계를 설계했는데, 둘 다 완성하지는 못

했다. 차분기관(The Difference Engine)※은 공학 및 과학 프로젝트를 위한 수학 표(table)

들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기계는 1991년에야 런던 과학박물관이 실제로 제작했

다(Swade, 2000). 배비지의 해석기관(Analytical Engine)은 그보다 훨씬 야심찬 계획이었

다. 이 기관은 주소로 접근할 수 있는 기억장치와 저장식 프로그램, 조건부 분기를 포함

한, 범용 계산이 가능한 최초의 인공물이었다. 배비지의 동료이자 시인 바이런 경(Lord 

Byron)의 딸인 에이다 러블레이스Ada Lovelace는 아마도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일 것이다. 

(프로그래밍 언어 Ada는 그녀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녀는 완성되지 않은 해석기관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했으며, 심지어는 기계가 체스를 두거나 음악을 작곡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측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 과학의 소프트웨어 측면에도 빚을 졌다. 소프트웨어는 운 체제

와 프로그래밍 언어, 현 적 프로그램(그리고 그에 관한 논문)의 작성을 위한 도구들을 

제공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의 혜택을 크게 입은 분야이기도 하다. 인공지

능의 성과는 주류 컴퓨터 과학에 시분할, 화식 해석기, 창과 마우스가 있는 개인용 컴

퓨터, 쾌속 개발 환경, 연결된 목록 자료형식, 자동 저장소 관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

구적인 착안을 제공했다. 또한 기호적, 함수적, 선언적,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의 핵심 

개념들도 제공했다.※※

1.2.7 제어이론과 인공두뇌학※※

• 인공물이 스스로의 제어하에서 작동하려면?

알렉산드리아의 크테시비우스(b.c. 250년경)는 최초의 자기 제어 기계를 만들었다. 바로,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정기를 갖춘 물시계이다. 이 발명은 인공물이 할 수 

있는 것의 정의를 바꾸었다. 그전에는 오직 생물만이 환경의 변화에 반응해서 자신의 행

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 조절 되먹임 제어 시스템의 또 다른 예로는 제임스 

와트James Watt(1736–1819)가 만든 증기기관 조속기調速機와 코넬리스 드레벨Cornelis 

Drebbel(1572–1633)이 발명한 온도조절기가 있다. 드레벨은 잠수함의 발명자이기도 하다. 

안정적인 되먹임(feedback) 시스템에 관한 수학 이론은 19세기에 발생했다.※※※※

현재는 제어이론(control theory)이라고 부르는 분야의 중심 인물은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1894–1964)이다. 민한 수학자인 위너는 이전에 버트런드 러셀 등과도 일했으나, 

이후 생물학적, 기계적 제어 시스템 및 그러한 시스템과 인지의 연관 관계에 관심을 두

제어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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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크레이크(그 역시 제어 시스템을 심리학적 모형으로 사용했다)와 비슷하게, 

위너와 그의 동료 아르투로 로젠블루트Arturo Rosenblueth, 줄리안 비글로Julian Bigelow는 행동주

의자 교리에 도전했다(Rosenblueth 외, 1943). 그들은 의도적인 행동이 ‘오류’, 즉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절 메커니즘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1940년  후반에는 위너와 워런 매컬럭Warren McCulloch, 월터 피츠Walter Pitts, 존 폰 

노이만이 인지의 새로운 수학적, 계산적 모형들을 탐색하는 일련의 향력 있는 회의들

을 조직했다. 위너의 책 Cybernetics(인공두뇌학; Wiener, 1948)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인공지능 기계의 가능성을 중에게 알렸다. 한편 국에서는 W. 로스 애시비Ross Ashby

가 비슷한 착안들을 선도적으로 주창했다(Ashby, 1940). 애시비와 앨런 튜링, 그레이 월

터Grey Walter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위너의 책이 나오기 전에 위너와 같은 생각을 했던 

이들을 위해” 레이쇼 클럽Ratio Club을 결성했다. 애시비의 Design for a Brain(Ashby, 1948, 

1952)은 안정적 적응 행동을 위한 적절한 되먹임 루프를 갖춘 항상성(homeostasis) 장치

를 이용해서 지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을 상세히 서술한다.※※※※※※※※※

현 적인 제어이론, 특히 확률론적 최적 제어라고 부르는 부문은 단위 시간당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를 최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인공지능에 관한 이 책의 

관점, 즉 최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관점과 략 맞아떨어진다. 그렇다면, 

창립자들 사이에 접한 관계가 있는 인공지능과 제어이론이 서로 개별적인 분야로 존

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세계관마다 관련자들에게 익숙한 수학 기법들과 그에 

해당하는 문제들의 집합 사이의 접한 결합에 있다. 제어이론의 도구인 미적분학과 행

렬 수는 종류와 개수가 정해진 연속 변수들의 집합으로 서술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적합

하지만, 부분적으로 인공지능은 그런 인지된 한계들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

어진 것이다. 논리적 추리와 계산을 위한 도구들 덕분에,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언어, 시

각, 계획같이 제어이론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난 문제들을 고찰할 수 있었다.※※※

1.2.8 언어학※

• 언어가 사고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1957년에 B. F. 스키너Skinner는 Verbal Behavior를 출간했다.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쓴 이 책은 언어 학습에 관한 행동주의자 접근방식을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다룬다. 그런

데 신기하게도 이 책에 관한 서평이 책만큼이나 유명해지면서 행동주의에 관한 관심을 

거의 말살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서평의 저자가 바로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이다. 당시

는 그가 자신의 이론을 담은 책 Syntactic Structures(통사 구조)를✝
10 방금 출판한 시점이었

다. 촘스키는 행동주의 이론이 언어의 창조성 개념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즉, 

어린아이가 전혀 들은 적이 없는 문장을 이해하고 만들어 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 [역주] 변형문법생성의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서가 나온 바 있다(이승환, 이혜숙 옮김, 범한서적, 1966).

인공두뇌학

항상성

목적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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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인도 언어학자 파니니Panini(b.c. 350년 경)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문 모형에 기

초한 촘스키 이론은 이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전 이론들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프로그

래밍이 가능할 정도로 형식적이었다.※※※※※※

이후 현 적인 언어학과 인공지능이 거의 동시에 “탄생”해서 함께 자라났으며, 둘이 

교차하는 전산 언어학(computational linguistics)이나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같은 혼성 분야도 생겨났다. 언어의 이해 문제는 1957년 당시의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언어를 이해하려면 문장의 구조뿐만 아니라 화제와 문맥을 이해

해야 한다. 지금은 그것이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그러한 관점은 1960년 에 와서야 

널리 받아들여졌다. 지식 표현(knowledge representation; 지식을 컴퓨터가 추론할 수 있

는 형태로 집어넣는 것에 관한 연구)의 초기 성과의 상당 부분은 언어에 묶여 있었고 언

어학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언어학 연구는 언어의 철학적 분석에 관한 

수십 년의 연구로 이어졌다.※※※※※

1.3 인공지능의 역사※

이상의 배경지식을 머리에 담아 두고, 이제 인공지능 자체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자.

1.3.1 인공지능의 태동기(1943–1955)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으로 간주되는 최초의 연구 결과는 [McCulloch 및 Pitts, 1943]이다. 

그 연구의 원천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기초 심리학과 뇌의 뉴런의 기능에 관한 지식이

고 또 하나는 러셀과 화이트헤드Whitehead에서 기인하는 명제 논리의 형식 분석, 다른 하

나는 계산에 관한 튜링의 이론이다.※※※※※※ 그들은 인공 뉴런 모형을 제안했다. 그 모형에서 각 

뉴런은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 스위치로 특징지어지는데, 각 스위치는 이웃 뉴런으

로부터 자극을 충분한 횟수로 받으면 ‘켜짐’ 상태가 된다. 그들은 한 뉴런의 상태를 “적

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어떤 명제와 사실상 동등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이를테면 

임의의 계산 가능 함수를 뉴런들이 서로 연결된 회로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모든 논

리 관계(논리합, 논리곱, 부정 등)를 간단한 망 구조로 구현할 수 있음을 보 다.※※※※※ 매컬럭

과 피츠는 또한 적절히 정의된 회로망은 학습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헵Donald Hebb

은 뉴런 사이의 연결 강도를 수정하는 간단한 갱신 규칙을 시연했다(Hebb, 1949). 이제

는 헵 학습(Hebbian learning)이라고 부르는 그의 규칙은 오늘날에도 향력 있는 모형으

로 남아 있다.※※※※

전산 언어학

헵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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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하버드 학원생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와 딘 에드먼즈Dean Edmonds는 1950

년에 최초의 신경망 컴퓨터를 만들었다. Snarc라는 이름의✝
11그 컴퓨터는 3천 개의 진

공관과 B–24 폭격기에서 빼 온 여분의 자동 조종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40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진 신경망을 시뮬레이션했다. 이후 민스키는 프린스턴에서 신경망의 범용 계산을 

연구했다. 그의 박사학위 심사위원회는 이런 종류의 작업을 수학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해 회의적이었지만, 폰 노이만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수학으로 간주될 것이

다).”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후 민스키는 신경망 연구의 한계들을 보여 주는 향

력 있는 정리들을 증명했다.※※※※※※

인공지능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초기 연구 성과들이 여럿 있지만, 아마도 

가장 향력이 컸던 것은 앨런 튜링의 시각일 것이다. 그는 벌써 1947년에 런던 수학회

에서 이 주제에 관해 여러 번 강연했으며, 1950년 논문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에서는 설득력 있는 의제(agenda)를 명확히 표현했다. 그 논문에서 그는 튜

링 기계, 기계 학습, 유전 알고리즘, 강화 학습을 소개했다. 그는 Child Programme(아동 

프로그램)이라는 착안을 제안하면서 “성인成人의 정신을 흉내 내는 프로그램을 만들려 하

지 말고 아이의 것을 흉내 내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고 설명했다.※

1.3.2 인공지능의 탄생(1956)

프린스턴에는 인공지능에 향을 미친 또 다른 인물인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있었다. 

그는 1951년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년간 강사로 일한 후 스탠퍼드로 갔다가 

다시 다트머스 컬리지Dartmouth College로 옮겼다. 그곳이 인공지능의 공식적인 탄생지가 되

었다. 매카시는 자신과 함께 미합중국의 연구자들이 자동기계 이론, 신경망, 인공지능 연

구에 관심을 가지게 하자고 민스키, 클로드 섀넌Claude Shannon, 너새니얼 로체스터Nathaniel 

Rochester를 설득했다. 그들은 1956년 여름에 다트머스에서 두 달짜리 워크숍을 조직했다. 

제안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10
※※※※※

우리는 1956년 뉴햄프셔 하노버의 다트머스 컬리지에서 두 달간의 10인 인공

지능 연구를 제안합니다. 학습을 비롯해서 지능의 그 어떤 기능이라도, 그 기

능을 흉내 내는 기계를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의 모든 측면을 엄 하게 

서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추측에 근거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

✝ [역주] Stochastic Neural Analog Reinforcement Calculator의 약자이나, 수학자들과 전산학자들에게 많은 

감을 준 루이스 캐럴(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이자 수학자)의 또 다른 작품인 ‘Hunting of the Snark’
에 나오는 Snark를 연상시키는 이름이기도 하다.

10 매카시는 이 문구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했다. 아마 ‘전산 이성(computational 
rationality)’이 더 정확하고 덜 위협적이었겠지만,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었다. 다트머스 

학술회의 50주년 기념식에서 매카시는 디지털 컴퓨터보다는 아날로그 인공두뇌(cybernetic) 장치를 장려한 

노버트 위너를 존중하는 뜻에서 자신은 ‘컴퓨터’나 ‘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꺼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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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언어를 사용하고, 추상과 개념을 형성하고, 지금은 사람만 풀 수 있는 종류

의 문제를 풀고, 스스로를 향상시키는 기계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세심하게 선택된 일단의 과학자들이 여름 동안 함께 연구한다면 그런 

문제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큰 진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워크숍에 프린스턴의 트렌처드 모어Trenchard More, IBM의 아서 새뮤얼Arthur Samuel, MIT

의 레이 솔로모노프Ray Solomonoff와 올리버 셀프리지Oliver Selfridge를 비롯한 10명의 과학자가 

참여했다.※※※※※

이 워크숍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는 카네기 공과 학(Carnegie Tech)11의 두 연구자 

앨런 뉴월과 허버트 사이먼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좋은 착안을 내놓았고 일부는 체커

checker 같은 특정 응용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시했으나, 뉴월과 사이먼은 이미 Logic 

Theorist(LT)라는 추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사이먼은 자신들이 “비수치적으로 사

고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으며, 그럼으로써 유서 깊은 심신 문제(mind–
body problem)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12

※※※ 워크샵 직후 그 프로그램은 러셀과 화이트헤

드의 Principia Mathematica 제2장의 정리들 부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전하는 바로는 

러셀은 그 프로그램이 어떤 정리에 해 Principia Mathematica에 나온 것보다 더 짧은 

증명을 산출했음을 사이먼이 보여 주자 기뻐했다고 한다. 반면 Journal of Symbolic Logic

의 편집자들이 받은 감명은 그보다 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뉴월과 사이먼, 그리

고 Logic Theorist가 공동 저술한 한 논문을 기각했다.※※

다트머스 워크숍이 어떤 획기적인 약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주요 인물들이 서로 

알게 되는 기회는 되었다. 이후 20년간 이 분야는 이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제자

들, 그리고 MIT와 CMU, 스탠퍼드, IBM의 동료들이 주도했다.※※※※※

다트머스 워크숍 제안서(McCarthy 외, 1955)를 보면 인공지능이 개별적인 분야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하는 모든 연구를 제어이론이나 경

과학(인공지능과 비슷한 목표를 가진)의 이름하에서 수행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또는, 인공지능은 왜 수학의 한 분과가 아닌가? 첫 질문의 답은,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창

조성, 자기 향상, 언어 사용 같은 인간의 능력을 복제한다는 착안을 포용했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다. 둘째 질문의 답은 방법론이다. 유사 분야 중 

전산학의 분과임이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뿐이며(비록 경 과학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강조하지만), 복잡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조율적으로 기능하는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분야도 인공지능뿐이다.※※

11  지금은 카네기 멜론 학교(Carnegie Mellon University, ※ CMU)가 되었다.

12  뉴월과 사이먼은 또한 LT를 작성하기 위해 IPL이라는 목록 처리 언어를 고안했다. 컴파일러가 없었던 

그들은 그것을 손수 기계어 코드로 번역했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동시에 각 명령을 작성하면서, 
서로 라이브러리 번호를 외쳐서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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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초기의 열광과 막대한 유산(1952–1969)
인공지능 초창기는 제한적이나마 성공으로 가득 찼다. 당시의 원시적인 컴퓨터와 프로그

래밍 도구, 그리고 컴퓨터가 산술 연산 이외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컴퓨터가 조금이라도 똑똑한 일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매번 놀

라운 일이었다. 지식인들은 체로 “기계는 결코 를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

었다. (제26장에 튜링이 수집한 들의 긴 목록이 나온다.) 당연하게도, 인공지능 연구자

들은 그런 들을 하나씩 시연하는 것으로 응했다. 존 매카시는 이 시기를 가리켜 “엄

마 나 이거 할 줄 알아!”✝
13시 라고 일컬었다.※

Logic Theorist로 성과를 얻은 뉴월과 사이먼은 General Problem Solver, 즉 GPS를 

만들었다. Logic Theorist와는 달리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인간의 문제 풀이 과정을 흉

내 내도록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다룰 수 있는 제한된 부류의 퍼즐들에 국한할 때, 

프로그램이 하위 목표들과 가능한 행위들을 고려하는 순서가 실제로 사람이 같은 문제

에 접근할 때의 해당 순서와 비슷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GPS는 ‘인간적 사고’ 접

근방식을 구체화한 최초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다. GPS와 후속 프로그램들의 인지 

모형으로서의 성공은 유명한 물리적 기호 시스템(physical symbol system) 가설(Newell 

및 Simon, 1976)로 이어졌다. 그 가설은, “물리적 기호 시스템에는 일반적인 지능적 행

위에 필요한 수단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지능을 보이는 임의의 시스템(사람이든 기계이든)은 반드시 기호들로 구성된 자료구조들

을 조작함으로써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후에 보겠지만, 이 가설은 여러 방향에서 도전을 

받았다.※※※※※

※※※※※※※※IBM에서는 너새니얼 로체스터와 동료들이 최초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몇 개를 만

들었다. 허버트 겔런터Herbert Gelernter는 Geometry Theorem Prover(Gelernter, 1959)를 만들

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많은 수학과 학생이 상당히 까다롭게 여길 만한 정리들을 증명할 

수 있었다. 1952년부터는 아서 새뮤얼이 체커checker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연달아 작성했

는데, 결국에는 그의 프로그램이 상급 아마추어 레벨에서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컴퓨터가 오직 시킨 일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틀렸음을 입증

했다. 학습 능력 덕분에 프로그램은 얼마 안 가서 작성자인 새뮤얼보다 체커를 더 잘 두

게 되었던 것이다. 1956년 2월에 한 TV 방송이 그 프로그램을 시연해서 사람들에게 깊

은 인상을 남겼다. 튜링처럼 새뮤얼도 컴퓨터 사용 시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

다. 밤에 일하면서 그는 아직 IBM 제조 공장의 시험장에 놓여 있는 컴퓨터를 사용했다. 

제5장에서는 게임 플레이를, 제21장에서는 새뮤얼이 사용한 학습 기법을 설명한다.※

다트머스를 떠나 MIT로옯옮긴 존 매카시는, 1958년 한 해에 세 가지 중 한 성과를 

인공지능 분야에 남겼다. MIT 인공지능 연구소 메모 1번(MIT AI Lab Memo No. 1)에

✝ [역주] 원문은 “Look, Ma, no hands!”로, 여기서 “no hands”는 핸들에서 두 손을 모두 떼고 자전거를 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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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카시는 고수준 언어 Lisp를 정의했다. 이 언어는 이후 30년간 주도적인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었다. Lisp로 매카시는 연구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었지만, 귀하고 

비싼 컴퓨팅 자원을 얻는 것도 중요한 문제 다. 그래서 그와 MIT의 동료들은 시분할

(time sharing)을 만들었다. 또한 1958년에 발표한 Programs with Common Sense라는 제목

의 논문에서는 최초의 완전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가상의 프로그램인 

Advice Taker를 서술했다.※※※※※ Logic Theorist나 Geometry Theorem Prover처럼 매카시의 프

로그램은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의 해답을 검색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다른 프로그램

들과는 달리 그의 프로그램은 세상에 한 일반 지식을 내장하도록 고안되었다. 예를 들

어 그는 간단한 공리(axiom)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가는 계획을 프로

그램이 생성할 수 있음을 보 다. 그 프로그램은 또한 정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새로운 

공리들을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었다. 즉, 그 프로그램은 재프로그래밍 없이도 새로운 분야

에서 경쟁력을 얻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했다. 그런 면에서 Advice Taker는 지식 표현

과 추론의 중심 원리들, 다시 말해서 세계와 그 작동 방식에 관한 형식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을 갖추는 것과 그러한 표현을 연역적인 공정으로 조작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유

용하다는 원리들을 내장했다고 할 수 있다. 1958년에 나온 논문의 상당 부분이 오늘날에

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은 놀랄만한 일이다.※※※※

1958년은 마빈 민스키가 MIT로 온 해로도 기억된다. 그러나 매카시와의 초기 협력

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매카시는 형식 논리상의 표현과 추론을 강조한 반면 민스키는 

프로그램이 일단 작동해서 결국에는 반논리적(anti–logic) 전망을 산출하게 하는 데 더 관

심이 있었다. 1963년에 매카시는 스탠퍼드에서 AI 연구실을 열었다. 논리학을 이용해서 

궁극의 Advice Taker를 구축한다는 그의 계획은 1965년에 J. A. 로빈슨Robinson이 분해법

(resolution method; 1차 논리를 위한 완전 정리 증명 알고리즘; 제9장 참고)을 발견하면

서 더욱 진척되었다. 스탠퍼드에서의 연구는 논리적 추론을 위한 범용 방법들을 강조했

다. 논리학의 응용에는 코델 그린Cordell Green의 질문 답변 및 계획 수립 시스템(Green, 

1969b)과 Stanford Research Institute(SRI)의 Shakey 로봇공학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제

25장에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후자의 프로젝트는 논리적 추론과 물리적 행동의 완전

한 통합을 보여 주는 최초의 사례이다.※※※※※※※※※

민스키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지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제한된 문제

들을 선택해서 연구하게 했다. 이러한 제한된 역들은 미시세계(microworld)라고 알려

져 있다. 제임스 슬레이글James Slagle의 Saint 프로그램(Slagle, 1963)은 학교 1학년 과

정에서 흔히 접하는 닫힌 형식 적분 문제를 풀 수 있었다. 톰 에반스Tom Evans의 Analogy 

프로그램(Evans, 1968)은 IQ 테스트에 나오는 기하도형 유추 문제를 풀었다. 니얼 바

브로Daniel Bobrow의 Student 프로그램(Bobrow, 1967)은 다음과 같은 수학 응용문제를 

풀었다:※※※※※※※※

톰이 받는 고객들의 수가 그가 돌린 광고지 개수의 20%의 제곱의 두 배이고 

그 광고지 개수가 45개이면, 톰이 받은 고객의 수는 몇인가?

Lisp

미시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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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 1.4  블록들로 이루어진 세상. Shrdlu(Winograd, 1972)가 “Find a block which is taller 

than the one you are holding and put it in the box(지금 들고 있는 것보다 큰 블록을 찾아서 상자

에 넣어라).”라는 명령을 완수한 직후의 모습이다.※※※

가장 유명한 미시세계는 도해 1.4처럼 탁자 위에 일단의 고체 블록들을 배치해서 만든 

블록 세계(실제 탁자가 아니라 그런 탁자와 블록들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경우가 

더 많음)이다. 이 세계에 해, 한 번에 블록 하나만 집을 수 있는 로봇 팔을 이용해서 

블록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재배치하는 과제를 흔히 수행한다. 이 블록 세계에서 데이비

드 허프먼David Huffman의 인공 시각 프로젝트(Huffman, 1971)와 데이비드 왈츠David Waltz의 

시각 및 제약 전파 연구(Waltz, 1975), 패트릭 윈스턴Patrick Winston의 학습 이론(Winston, 

1970), 테리 위노그래드Terry Winograd의 자연어 이해 프로그램(Winograd, 1972), 그리고 스

콧 폴먼Scott Fahlman의 계획 수립기(Fahlman, 1974)가 자라났다.※※※※※※※※※※※※

매컬럭과 피츠의 신경망에 기초한 초기 연구도 번성했다. 위노그래드와 코원Cowan의 

연구(Winograd 및 Cowan, 1963)※는 아주 많은 수의 요소들이 하나의 개별 개념을 집합적

으로(그리고 그에 걸맞게 증가된 안정성과 병렬성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보여 주었다. 

헵의 학습 방법은 버니 위드로Bernie Widrow가 개선했다(Widrow 및 Hoff, 1960; Widrow, 

1962). 그는 자신의 회로망을 에이다라인스adalines라고 불 다. 또한 프랭크 로젠블래트

Frank Rosenblatt도 퍼셉트론perceptron으로 헵의 학습 방법을 개선했다(Rosenblatt, 1962)※. 퍼셉

트론 수렴 정리(perceptron convergence theorem; Block 외, 1962)에 따르면 학습 알고리

즘으로 퍼셉트론의 연결 강도들을 조정함으로써 퍼셉트론이 임의의 입력 자료에 부합하

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부합하는 자료가 존재한다고 할 때). 이 주제들은 제20장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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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현실의 쓴 약(1966–1973)
애초부터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향후의 성공을 예측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1957년 허

버트 사이먼이 한 다음과 같은 말이 자주 인용된다.※

여러분을 놀라게 하거나 충격에 빠뜨리는 것이 제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는 생각하고, 배우고, 창조할 수 있는 기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이

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더 간결하게 요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기계들이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능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서, 가시적인 미래에 기계들이 다룰 수 있는 범위의 문제들이 인간의 정신이 

적용되어 온 범위와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가시적인 미래(visible future)’ 같은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이먼은 

10년 이내에 컴퓨터가 체스 챔피언이 되고 의미 있는 수학 정리를 기계가 증명할 것이

라는 좀 더 구체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이 예측들은 10년이 아니라 40년 이내에 (거의)

실현되었다. 사이먼의 과신은 간단한 예들에 한 초기 인공지능 시스템의 유망한 성능 

때문이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서, 그런 초기 시스템들은 좀 더 다양한 문제들과 

좀 더 어려운 문제들에서 비참한 실패를 맛보았다.※※

이들이 만난 첫 번째 어려움은, 그런 초기 프로그램들이 자신의 주제에 해 아는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그 프로그램들의 성공은 단순한 구문적 조작에 의한 

것이었다. 1957년 스푸트닉Sputnik의 발사에 자극을 받아서 러시아 과학 논문의 번역 속도

를 높이기 위해 미국 국립 연구 회의(U.S. National Research Council)가 자금을 댄 초기 

기계 번역 연구에서 전형적인 에피소드를 볼 수 있다. 당시에는 러시아어 문법과 문법

에 기초한 단순한 구문적 변환과 전자사전을 이용한 단어 치환만으로도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확한 번역을 위해 문장의 애매모호

함을 해소하고 그 내용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된 어려움

을 잘 보여 주는 사례로,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혼은 원하나 몸이 

약하다.)”✝
14이라는 문장이 “the vodka is good but the meat is rotten(보드카는 좋은데 고

기가 상했다)”로 번역된 예가 있다. 1966년에 나온 자문 위원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 과학 논문의 기계 번역은 불가능했으며, 조만간 가능하리라는 전망도 없다”. 결

국 학술 번역 프로젝트를 위한 미합중국 정부의 모든 자금 지원이 중단되었다. 오늘날 

기계 번역은 불완전하긴 해도, 기술, 상업, 정부, 인터넷 문서에 널리 쓰이고 있는 도구

이다.

두 번째 어려움은 인공지능이 풀고자 하는 여러 문제의 처리 불가능성(intractability)

이다. 초창기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부분 해답이 나올 때까지 단계들을 여러 방식으

✝ [역주] 기독교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문구로, 번역문은 특정 종교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원문 자체를 번

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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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합해 보면서 문제를 풀었다. 초기에 이 전략이 잘 통한 이유는, 미시세계들을 구성

하는 객체들의 수가 아주 작아서 가능한 행동이 아주 적고 해 순차열이 아주 짧았기 때

문이다. 계산 복잡도 이론이 개발되기 전에는, 그냥 더 빠른 하드웨어와 더 큰 기억 장치

를 사용하면 더 큰 문제로의 ‘규모 확장’이 쉽게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만연했다. 이를

테면 분해 정리 증명의 발전과 동반된 낙관론은 연구자들이 몇십 개 이상의 사실관계가 

관여하는 정리를 증명하는 데 실패하면서 곧 기가 꺾 다. 프로그램이 원칙적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 해답을 찾는 데 필요한 어떤 메커니즘이 반드시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다는 보장은 없다.※※※

무제한의 계산 능력이라는 환상이 문제 풀이 프로그램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

다. 초기 기계 진화(machine evolution; 현재는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이라고 

부른다)(Friedberg, 1958; Friedberg 외, 1959)는 적절한 방식으로 기계어 프로그램을 계

속해서 조금씩 변경하다 보면 임의의 특정 과제를 잘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

이라는 틀림없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다. 당시 생각은 프로그램 코드에 무작위로 변이

들을 가하고, 유용해 보이는 변이들이 살아남는 선택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CPU를 수천 시간 가동해도 진척을 볼 수 없었다. 현 적인 유전 알고리즘은 더 나은 표

현을 사용하며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보 다.※※※※※

이처럼 ‘조합적 폭발(combinatorial explosion)’에 제 로 처하지 못한다는 것은 라

이트힐 보고서(Lighthill, 1973)에 담긴 인공지능에 한 주된 비평 중 하나 다. 이 보고

서를 근거로 국 정부는 단 두 학교만 남기고 인공지능에 한 연구 지원을 중단했

다. (비공식적으로는 이와 좀 다르고 더 다채로운, 정치적 야망과 개인적인 증오가 포함

된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 책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세 번째 어려움은 지능적 행동을 생성하는 데 쓰인 기본 구조들의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민스키와 패퍼트Papert의 책 Perceptrons(Minsky 

및 Papert, 1969)는 비록 퍼셉트론(신경망의 단순한 형태)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면 어떤 것이라도 배울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도, 퍼셉트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적다는 점을 증명했다. 특히, 2입력 퍼셉트론(로젠블래트가 원래 연구했던 것

보다 더 단순한 형태로 제한된)은 두 입력이 서로 다름을 인식하도록 훈련시킬 수 없다. 

그들의 연구 결과가 좀 더 복잡한 다층 신경망에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신경망 연구에 

한 자금 지원은 거의 말라붙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1980년  후반의 신경망 연구의 

커다란 부활을 촉발한 새로운 역전파(back–propagation)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들은 사실 

1969년에 처음 발견된 것이다(Bryson 및 Ho, 1969).※※※※※

1.3.5 지식 기반 시스템: 위력의 관건?(1969–1979)※

인공지능 초창기 10년에 등장한 문제 풀이 연구의 핵심은 기초적인 추론 단계들을 연결

해서 완전한 해를 찾아내려 하는 범용 검색 메커니즘이었다. 그런 접근방식들을 약한 방법

기계 진화
유전 알고리즘

약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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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 method)이라고 불 는데, 이는 이들이 비록 범용적이긴 하지만 더 큰 또는 더 어

려운 문제 사례들로 규모를 확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약한 방법의 안은 좀 더 큰 

추론 단계들을 수행하고 특정 전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접하는 사례들을 좀 더 수월하

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특정 역에 국한된 지식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그 답을 이미 거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초기 사례로 Dendral 프로그램(Buchanan 외, 1969)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스탠퍼드에서 에드 파이겐바움Ed Feigenbaum(허버트 사이먼의 제자 다)과 

브루스 부캐넌Bruce Buchanan(철학자 출신의 컴퓨터 과학자), 조슈아 레더버그Joshua Lederberg 

(노벨상을 받은 유전학자)가 질량 분석기(mass spectrometer)에서 얻은 정보로부터 분자 

구조를 유추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에 한 입력은 분자의 기본적

인 화학식(이를테면 C6H13NO2)과 질량 스펙트럼(분자에 전자빔을 쏘았을 때 생성된 분

자의 여러 파편의 질량을 알려 주는)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질량 스펙트럼에 한 피

크peak가 메틸(CH3) 파편의 질량에 해당하는   = 15일 수 있다.※※※※※

그 프로그램의 소박한 버전은 화학식에 부합하는 모든 가능한 구조를 생성하고, 그

런 다음 각각에 해 어떤 질량 스펙트럼이 관측될 것인지 예측하고, 이를 실제 스펙트

럼과 비교했다. 예상했겠지만, 이는 분자가 적당한 크기라고 해도 처리 불가능한 문제이

다. Dendral의 연구자들은 분석화학자들에게 자문했다. 그들은 분석화학자들이 스펙

트럼에서 분자의 공통 하위구조를 암시하는 잘 알려진 피크들의 패턴을 찾는 식으로 작

업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케톤(ketone; C=O) 하위그룹(질량 28)을 

식별하는 데 쓰이는 규칙이다.※

 만일 다음을 만족하는 두 피크가 과 에 있다면

 (a)     28 (은 전체 분자의 질량);

 (b)   28이 높은 피크임.

 (c)   28이 높은 피크임.

 (d) 과   중 적어도 하나가 높은 피크임.

그러면 케톤 하위그룹이 존재하는 것이다.

분자에 특정 하위 구조가 존재함을 알면 가능한 후보들의 수가 엄청나게 줄어든다. 

Dendral이 강력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문제들을 푸는 데 관련된 모든 이론적 지식을 일반적인 [스펙트럼 예측 구

성요소](‘제1원리’) 형태에서 효율적인 특수 형태(‘요리책 조리법’)로 응시켰

다. (Feigenbaum 외, 1971)※

Dendral의 중요성은, 이것이 최초의 성공적인 지식 집중적(knowledge–intensive) 시스

템이었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의 전문성은 규모의 특수 목적 규칙들에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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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시스템들도 메카시의 Advice Taker 접근방식의 주된 주제, 즉 지식(규칙의 형태

로 이루어진)과 추론 구성요소의 확실한 분리라는 주제를 따랐다.※※※

이러한 교훈을 염두에 두고 파이겐바움과 스탠퍼드의 동료들은 전문가 시스템

(expert system)의 새 방법론을 인간의 다른 전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Heuristic Programming Project(HPP; 발견법적 계획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다

음의 주된 노력은 의학 진단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파이겐바움과 부캐넌, 그리고 Dr. 에

드워드 쇼트리프Edward Shortliffe는 혈액 감염을 진단하는 Mycin을 개발했다. Mycin은 

450개의 규칙을 이용해서 일부 전문의만큼이나 훌륭한, 그리고 풋내기 의사들보다는 훨

씬 나은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Mycin은 Dendral에 비해 두 가지 중요한 차이

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Dendral의 규칙들과는 달리 Mycin의 규칙들에는 그 기

반이 된 일반 이론적 모형이 없었다. 연구자들은 전문가들과의 방 한 인터뷰를 통해서 

규칙들을 도출해야 했다. 그리고 해당 전문가들은 교재나 다른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 

임상 사례들로부터 규칙들을 습득했다. 둘째로, 규칙들은 의학 지식과 연관된 불확실성

을 반 해야 했다. Mycin은 확신도(certainty factor; 제14장 참고)라고 부르는 불확실성 

산법을 채용했다. 확신도는 의사들이 진단에 한 증거의 향을 평가하던 방식과 잘 맞

는 것으로 보 다(당시에는).※※※※※※※※※※※※※※

역 지식(domain knowledge)의 중요성은 자연어 이해 분야에서도 명확했다. 비록 

자연어 이해를 위한 위노그래드의 Shrdlu 시스템이 상당한 흥분을 일으켰지만, 그 시

스템은 구문 분석에 의존했기 때문에 초기 기계 번역 연구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일부 

문제를 겪었다. 중의성(모호성)을 극복하고 명사 참조를 이해하긴 했지만, 이는 그 시

스템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역, 즉 블록 세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덕분이었다. 위노

그래드의 MIT 동문인 유진 차니악Eugene Charniak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는 견고한 언어 이

해를 위해서는 세상에 한 일반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하는 일반적 방법이 필요할 것이

라고 제안했다.※※※※※

예일에서는 언어학자 출신의 인공지능 연구자 로저 섕크Roger Schank가 이 점을 강조

하면서, “구문(syntax) 같은 것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말이 여러 언어학자를 화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유용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섕크와 그의 학생들은 자연어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Schank 및 Abelson, 1977; Wilensky, 

1978; Schank 및 Riesbeck, 1981; Dyer, 1983). 그러나 그들이 더욱 중요시한 것은 언어 

자체가 아니라 언어의 이해에 필요한 지식의 표현과 추론 문제 다. 그들이 추구한 문제

들에는 전형적 상황의 표현(Cullingford, 1981), 인간 기억 조직화의 서술(Rieger, 1976; 

Kolodner, 1983), 계획과 목표의 이해(Wilensky, 1983)가 포함된다.※※※※※※※

실세계 문제들에 한 응용들이 광범위하게 성장하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 

표현 방안에 한 요구도 함께 증가했다. 이에 의해 많은 수의 서로 다른 표현 및 추론 

언어들이 개발되었다. 그중에는 논리학에 기초한 것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Prolog 언

어는 유럽에서 인기를 끌었고 Planner 계열의 언어들은 미합중국에서 인기 다. 또한 

전문가 시스템

확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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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스키의 프레임frame 착안(Minsky, 1975)에 따라 좀 더 구조적인 접근방식을 채용해서 

특정 상과 사건 형식에 관한 사실들을 조립하고 형식들을 생물학의 분류 체계와 비슷

한 커다란 분류학적 계통구조로 배치하는 접근방식도 있었다.※※※※※※※

1.3.6 산업으로 성장한 인공지능(1980~현재)

최초의 성공적인 상용 전문가 시스템 R1은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DEC)에서 운

용을 시작했다(McDermott, 1982). 그 프로그램은 새 컴퓨터 시스템에 한 주문을 조정

하는 작업을 도왔다. 1986년 DEC는 이 시스템 덕분에 연간 4,0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었다. 1988년 DEC의 인공지능 그룹은 40개의 전문가 시스템을 사용했으며, 그 

수는 이후 더욱 증가했다. 듀퐁DuPont사는 100개를 사용하고 500개를 개발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연간 약 1,000만 달러를 절감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기업이 사내 인

공지능 그룹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문가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살펴보고 있었다.※※※※※

1981년에는 일본이 Prolog를 실행하는 지능 컴퓨터를 구축하는 10개년 계획인 ‘5세

’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응해서 미합중국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

된 연구 컨소시엄인 Micro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orporation(MCC)을 결

성했다. 두 경우 모두에서 인공지능은 칩 설계와 인간 인터페이스 연구를 포함하는 전체 

사업의 일부 다. 국에서는 앨비 보고서(Alvey report)가 이전에 라이트힐 보고서로 끊

긴 자금 지원을 복원시켰다.13 그러나 세 나라 모두 해당 프로젝트의 야심 찬 목표를 달

성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1980년의 수백만 달러 규모에서 1988년 수십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

한 인공지능 산업에는 전문가 시스템, 시각 시스템, 로봇, 그리고 그런 목적에 특화된 소

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수백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서 소위 ‘인공지능의 겨울’이라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이때 수많은 기업이 터무니없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3.7 신경망의 귀환(1986~현재)※

1969년에 브라이슨과 호가 처음 발견한 역전파(back–propagation) 학습 알고리즘을 1980

년  중반에 적어도 서로 다른 네 연구 그룹이 다시 발명했다. 그 알고리즘은 컴퓨터 과학과 

심리학의 여러 학습 프로그램에 적용되었으며,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Rumelhart 

및 McClelland, 1986) 컬렉션에 실린 여러 연구 결과들이 널리 퍼지면서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13 이전에 인공지능 연구를 공식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국은 체면을 위해 IKBS(Intelligent Knowledge- 

Based Systems; 지능적 지식 기반 시스템)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었다.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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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소위 연결주의자(connectionist) 지능 시스템 모형들이 뉴월과 

사이먼이 주창한 기호적 모형과 매카시 등이 주창한 논리주의자 접근방식 모두에 직접

적인 경쟁자라고 간주했다(Smolensky, 1988). 어떤 수준에서 인간이 기호를 조작한다는 

점은 명백해 보 다. 사실 테렌스 디콘Terrence Deacon의 책 The Symbolic Species(Deacon, 

1997)은 그것이 인간의 결정적 특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부분의 열성적인 연결주

의자들은 기호 조작이 인지의 상세한 모형들에서 실질적인 해설적 역할(explanatory role)

을 차지하는지를 의문시했다.※※※※ 이 질문의 답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관점은 연

결주의자 접근방식과 기호적 접근방식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상보 관계라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인지과학이 분리되면서 현 적인 신경망 연구도 두 분야로 양극화되었다. 하

나는 효과적인 신경망 구조 및 알고리즘의 작성과 그 수학적 성질의 이해에 중점을 두는 

반면, 다른 하나는 실제 뉴런 및 뉴런들의 조화의 실험적 속성들을 세심하게 모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1.3.8 인공지능이 과학적 방법을 채용하다(1987~현재)

최근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론에서도 혁신이 있었다.14 이제는 엄

한 정리를 주장할 때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이론에 기초하거나, 직관보다

는 견고한 실험적 증거에 기초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또한, 장난감 예제보다는 실세계 

응용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인공지능은 부분적으로는 제어이론이나 통계학 같은 기존 이론의 한계에 한 반발

로 만들어진 것이나, 이제는 그런 분야들을 포괄한다. 데이비드 머캘리스터David McAllester

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McAllester, 1998)※※:

인공지능 초창기에는 새로운 형태의 기호 계산(즉 프레임과 의미망) 때문에 고

전적인 이론들의 상당수가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적이었다. 이로부터 인

공지능이 컴퓨터 과학의 나머지와 크게 분리될 것이라는 일종의 격리주의가 

나왔다. 이러한 격리주의는 확실히 폐기되고 있다. 기계 학습이 정보이론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불확실한 추론이 확률론적 모형화와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검색이 고전적인 최적화와 제어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자동 추론

이 형식적 방법 및 통계 분석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재인식이 존재한다.

방법론을 보자면, 인공지능이 드디어 과학적 방법을 확고하게 채용했다. 어떠한 가설이 

14 이러한 변화를 스크러피(scruffy; 즉 여러 가지 착안을 시험해 보고, 프로그램들을 작성하고, 괜찮은 것이 

있으면 채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에 한 니트(neat; 인공지능 이론이 엄격한 수학적 기반을 가져

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승리로 특징짓는 이도 있다. 두 접근방식 모두 중요하다. 무게중심이 니트로 

이동했다는 것은 이 분야의 안정성과 성숙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 음을 뜻한다. 그러한 안전성이 새로운 

스크러피적 착안 때문에 다시 붕괴할 것인지는 또 다른 질문이다.※※

연결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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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엄격한 경험적 실험들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의 중요성이 반드

시 통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Cohen, 1995). 이제는 공유된 시험 자료와 코드 저장소

를 통해서 실험들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음성 인식 분야가 이러한 패턴을 잘 보여 준다. 1970년에는 아주 다양한 아키텍처

와 접근방식이 시도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상당히 임시방편적이고 유약했으며, 오직 특

별히 선택된 소수의 예에 해서만 시연되었다. 최근에는 은닉 마르코프 모형(hidden 

Markov model, HMM)에 기초한 접근방식들이 이 분야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 논의에 

관련된 HMM의 두 가지 측면은 이런 것이다. 첫째로, HMM은 엄격한 수학 이론에 기초

한다. 덕분에 음성 인식 연구자들은 다른 분야에서 발전한 수십 년간의 수학적 결과들을 

기반으로 삼을 수 있었다. 둘째로, HMM은 실제 발화(speech) 자료의 커다란 말뭉치

(corpus)에 한 훈련 과정에 의해 생성된다. 이 덕분에 HMM은 성능이 안정적이며, 엄

격한 맹검(blind test)에서 자신의 점수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음성 기술 및 그에 관련된 

필기 인식 분야는 이미 광범위한 산업 및 소비자 응용 단계로 전이하는 중이다. 인간이 

HMM을 이용해서 음성을 인식한다는 과학적 주장은 없음을 주의하기 바란다. 그보다는, 

HMM은 문제의 이해를 위한 수학적 틀을 제공하며, 음성 인식이 실제로 잘 작동한다는 

공학적 주장을 지지한다.

기계 번역도 음성 인식과 같은 과정을 따르고 있다. 1950년 에는 정보이론의 원칙

에 따라 학습하는 모형을 수반한, 단어들의 순서에 기초한 접근방식이 큰 인기를 끌었

다. 1960년 에는 그 접근방식이 인기를 잃었지만, 1990년 에 인기를 회복해서 이제는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신경망도 이 경향에 들어맞는다. 1980년  신경망 연구의 상당수는 신경망으로 무

엇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신경망이 ‘전통적인’ 기법들과 어떻게 다

른지 배우자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개선된 방법론과 이론적 틀 덕분에 이제는 신경망

을 통계학, 패턴 인식, 기계 학습의 해당 기법들과 비견할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장 

유망한 기법을 각 응용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발전의 한 결과로, 소위 

자료 발굴(data mining; 데이터 마이닝) 기술로부터 활발한 신종 사업이 탄생했다.※

피터 치즈먼Peter Cheeseman의 논문 “In Defense of Probability”(1985)로 확률과 결정이

론에 한 관심이 부활했고, 주디어 펄Judea Pearl의 Probabilistic Reasoning in Intelligent 

Systems(Pearl, 1988)에 의해 인공지능이 확률과 결정이론을 새롭게 채용하게 되었다. 베

이즈망(Bayesian network) 형식론(formalism)이 등장하면서 불확실한 지식의 효율적 표현

과 엄격한 추론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1960년 와 1970년 의 확률적 추론 

시스템의 여러 문제를 부분 극복한다. 이제는 이 접근방식이 불확실한 추론과 전문가 

시스템에 한 인공지능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 접근방식 덕분에 경험으로부터의 학

습이 가능해졌으며, 고전적 인공지능과 신경망의 좋은 점만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주

디어 펄의 연구(Pearl, 1982a)와 에릭 호르비츠Eric Horvitz, 데이비드 헤커먼David Heckerman의 

연구들(Horvitz 및 Heckerman, 1986; Horvitz 외, 1986)은 표준(normative) 전문가 시스템, 

은닉 마르코프 
모형

자료 발굴

베이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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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결정이론의 규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인간 전문가의 사고 단계들을 흉내 내

려 들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착안을 장려했다. Windows 운 체제에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표준 진단 전문가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분야는 제13장과 제16장에서 

다룬다.※※※※※※※※※※

이와 비슷한 온건한 혁명들이 로봇공학, 컴퓨터 시각, 지식 표현에서도 일어났다. 

문제들과 그 복잡성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 좀 더 정교한 수학적 기반이 결합

하면서, 실현 가능한 연구 의제와 견고한 방법들이 갖추어졌다. 형식화와 특수화의 증가 

때문에 1990년 에 컴퓨터 시각과 로봇공학 같은 분야들이 ‘주류’ 인공지능과는 멀어졌

지만, 특히 기계 학습에서 비롯된 도구들로서의 이러한 경향은 최근 여러 해 동안 여러 

문제에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재통합 과정은 이미 의미 있는 이익을 인공지능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1.3.9 지능적 에이전트의 등장(1995~현재)

아마도 인공지능의 부분 문제들이 점차 해결되는 양상에 고무받았던 때문인지, 연구자들

은 ‘온전한 에이전트(whole agent)’ 문제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Soar에 관한 엘런 

뉴월, 존 레어드John Laird, 폴 로젠블룸Paul Rosenbloom의 연구(Newell, 1990; Laird 외, 1987)

는 완전한 에이전트 아키텍처에 한 가장 잘 알려진 예이다. 지능적 에이전트를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이다. 웹 기반 응용들에서는 “– 봇bot”이라는 접

미사가 일상 언어에 등장할 정도로 인공지능 시스템이 흔해졌다. 게다가 인공지능 기술

은 검색 엔진, 추천 시스템, 웹사이트 집합기(aggregator) 같은 여러 인터넷 도구들의 기

반으로 쓰인다.※※※※※

완전한 에이전트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한 결과로, 사람들은 이전에는 격리되어 있던 

인공지능 하위 분야들의 연구 성과를 함께 묶을 때 그런 분야들을 어느 정도 재조직화해

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감지 시스템(시각, 청각, 음성 

인식 등등)이 환경에 한 완벽하게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추론과 계획 수립 시스템은 반드시 불확실성을 처리할 수 있

어야 한다. 에이전트 관점의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인공지능이 제어이론과 경제학처럼 

에이전트를 다루는 다른 분야와 좀 더 가깝게 접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로봇 자

동차 제어의 진보는 더 나은 감지기, 감지의 제어이론적 통합, 위치 결정과 지도 작성, 

그리고 일정 정도의 고수준 계획 수립 같은 다양한 접근방식들의 혼합에 의한 것이다.

이런 성과들이 있었지만, 존 매카시(McCarthy, 2007)와 마빈 민스키(Minsky, 2007), 

닐스 닐슨Nils Nilsson(Nilsson, 1995, 2005), 패트릭 윈스턴Patrick Winston(Beal 및 Winston, 

2009)을 비롯한 몇몇 향력 있는 인공지능 창시자들은 인공지능의 진보에 해 불만을 

표현했다. 그들은 인공지능이 특정 과제(자동차 운전, 체스 두기, 음성 인식 등)를 잘 수

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버전들을 계속 개선하는 데 큰 비중을 두는 신 인공지능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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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추구하던 뿌리로, 사이먼의 말을 빌자면 ‘생각하고, 배우고, 창조하는 기계’로 돌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러한 인공지능을 인간 수준 인공지능(human–level AI, 

HLAI)이라고 부른다. 이에 관한 첫 심포지엄이 2004년에 열렸다(Minsky 외, 2004). 이 

인공지능에는 아주 커다란 지식 기지(knowledge base)들이 필요하다. 헨들러Hendler 등은 

이런 지식 기지들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지 논의했다(Hendler 외, 1995).※※※※※※※※

이와 관련된 착안으로 인공지능의 한 하위 분야인 인공 종합 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이 있다(Goertzel 및 Pennachin, 2007). 2008년에 이에 관한 첫 학술회

의가 열렸고, 학술지 Journal of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도 나왔다. 레이 솔로모노프

(1964)에 뿌리를 둔 인공 종합 지능은 임의의 환경에서의 학습과 행동을 위한 보편적 알

고리즘을 추구한다. 솔로모노프는 바로 그 1956년 다트머스 학술회의에 참여한 인물이

다. 인간이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이 정말로 인간에게 우호적인 인공지능(Friendly AI)임

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Yudkowsky, 2008; Omohundro, 2008). 이에 해서는 

제26장에서 다시 살펴본다.※※※※※

1.3.10 거대규모 자료 집합의 활용 가능성(2001~현재)

60년의 컴퓨터 과학 역사에서 주된 연구 주제의 강조점은 알고리즘이었다. 그러나 인공

지능의 최근 일부 성과에 의하면 자료에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까다롭게 선택하는 것보

다는 그 자료 자체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는 아주 커다란 자료원(data 

source)의 활용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웹에는 수조 개의 어 

단어들과 수십억 개의 이미지가 있으며(Kilgarriff 및 Grefenstette, 2006), 수억 쌍의 유전

체 염기서열이 있다(Collins 외, 2003).※※

이런 맥락에서 향력 있는 논문으로는 단어–의미 중의성 제거 문제에 한 

[Yarowsky, 1995]가 있다. 이 문제는 이를테면 어떤 어 문장에 나오는 ‘plant’가 식물

을 뜻하는가 아니면 공장을 뜻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에 한 이전의 접근방식들은 

사람이 이름표를 붙인 사례들과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결합하는 기법에 의존했다. 그러

나 야로프스키는 이 과제를 이름표 붙인 사례들 없이도 96% 이상의 정확도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 다. 이름표 붙인 사례들에 의존하는 신, 주해가 붙지 않은 텍스트의 아주 

커다란 말뭉치와 두 의미의 사전 정의들, “works, industrial plant”와 “flora, plant life”가 

주어졌을 때, 프로그램이 말뭉치의 사례들에 이름표를 붙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새 사

례의 이름표 붙이기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패턴들의 학습이 기동(bootstrap)될 수 있다. 

[Banko 및 Brill, 2001]은 사용 가능한 텍스트의 양이 수백만 단어에서 수십억 단어로 증

가함에 따라 이런 기법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점을 보여 주었으며, 더 많은 자료를 

사용해서 생긴 성능 향상이 다른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생긴 성능 향상보다 크다는 점도 

보여 주었다. 1억 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이름표 없는 훈련 자료와 평범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백만 단어와 알려진 최선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능가한다.※※※

인간 수준 
인공지능

인공 종합 지능

우호적인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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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로, [Hays 및 Efros, 2007]은 사진의 구멍들을 메우는 문제를 논의했다. 

단체 사진에서 전 애인의 모습을 포토샵으로 지우되, 지워서 생긴 구멍을 배경에 어울리

는 뭔가로 채워야 한다고 하자. 헤이즈와 에프로스는 일단의 사진을 검색해서 구멍에 어

울리는 모습을 찾아내는 알고리즘 하나를 정의했다. 그들은 1만 장의 사진만 사용했을 

때에는 그 알고리즘의 효과가 좋지 않지만, 2백만 장을 넘어서면서부터 효과가 크게 증

가함을 발견했다.※

이런 종류의 연구는 여러 응용에서 인공지능의 ‘지식 병목(knowledge bottleneck)’ 

문제, 즉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드코딩된 지식 

공학보다는 학습 기반 방법들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을(학습 알고리즘에 충분한 자료가 

주어진다고 할 때) 암시한다(Halevy 외, 2009). 보고자들은 새 응용 프로그램들의 급격한 

증가를 주목하고는 ‘인공지능의 겨울’이 물러가고 새봄이 올지도 모른다고 썼다

(Havenstein, 2005). 커즈와일의 문구를 빌자면, “오늘날 수천 종의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

램들이 모든 산업의 기반구조 깊숙이 내장되어 있다(Kurzweil, 2005)”.※※※※※

1.4 인공지능의 현재 수준※※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에 해 간단하게 답하기는 어렵다. 너무

나 많은 하위 분야들에서 너무나 많은 활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몇 가지 

응용 분야들을 뽑은 것이다. 이후 이 책 전반에서 다른 응용 분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로봇 차량(Robotic vehicle): 2005년 DARPA Grand Challenge에서 Stanley라는 

이름의 무인 조종 로봇 차량이 모하비 사막의 거친 지형을 22mph의 속도로 달려서 132

마일 코스를 1등으로 완주했다. Stanley는 Volkswagen Touareg에 환경 감지를 위한 

카메라, 레이더, 레이저 거리계와 조타(steeringg), 제동, 가속을 위한 내장(onboard) 소프

트웨어를 탑재한 자동차이다(Thrun 외, 2006). 그다음 해에는 CMU의 Boss가 미 공군 

기지 근처의 실제 도로들에서 교통법규를 지키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일 없

이 안전하게 주행해서 Urban Challenge에서 우승했다.※※※※※

음성 인식: 항공사 United Airlines는 항공권 예약을 위해 전화를 건 고객과의 화 

과정 전체를 자동 음성 인식 및 화 관리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자율적 계획 및 일정 수립: 지구에서 백만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NASA의 

Remote Agent 프로그램은 우주선 가동 일정을 제어하는 최초의 내장 자율 계획 수

립 프로그램으로 기록되었다(Jonsson 외, 2000). Remote Agent는 지상에서 지시한 

고수준 목표들로부터 계획들을 생성했으며, 그 계획들의 실행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감

지, 진단, 복구하면서 실행을 감시했다. 후속 프로그램인 MAPGEN(Al–Chang 외, 

2004)은 NASA의 화성 탐사 차량(Mars Exploration Rovers)을 위한 일상 운용 계획들을 

생성하고 있으며, MEXAR2(Cesta 외, 2007)는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의 



36  CHAPTER 1  소개

2008년 화성 특급(Mars Express)을 위한 임무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는 물자 공급 

계획과 과학 계획이 모두 포함되었다.※※※※※※※※※

게임 플레이: IBM의 Deep Blue는 체스 경기에서 인간 세계 챔피언을 이긴 최초

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었다. 한 시범 경기에서 Deep Blue는 개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를 3.5  2.5의 점수로 물리쳤다(Goodman 및 Keene, 1997). 카스파로프는 체스

판 건너편에 ‘새로운 종류의 지능’이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Newsweek지는 그 경기를 

‘두뇌의 마지막 전투’로 묘사했다. IBM의 주식 규모는 18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인간 챔

피언들은 카스파로프의 패배를 연구했으며, 이후 열린 몇몇 경기에서 컴퓨터를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인간–컴퓨터 경기에서는 컴퓨터가 완승했다.※※※※

스팸과의 전쟁: 사용자들이 스팸 메시지를 지우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도록, 

학습 알고리즘들이 매일 수십억 건의 메시지를 스팸으로 분류하고 있다. 만일 알고리즘

이 스팸을 걸러내지 않는다면 사용자 다수의 편지함에서 전체 메시지의 80에서 90%

가 스팸으로 채워질 것이다. 스팸 발송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전술을 갱신하고 있기 때

문에, 고정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접근방식으로는 그런 변화를 감당하기 힘들다. 최선의 

방책은 학습 알고리즘이다(Sahami 외, 1998; Goodman 및 Heckerman, 2004).※

병참 계획(Logistics planning): 1991년의 페르시아만 위기 때 미군은 DART(Dynamic 

Analysis and Replanning Tool; Cross 및 Walker, 1994)를 이용해서 병참 계획의 수립과 

수송 일정의 수립을 자동화했다. 최  5만의 차량과 창고, 사람이 동시에 관여하는 이 

과제에서 DART는 출발지와 목적지, 경로, 그리고 모든 매개변수의 충돌 해소를 담

당해야 했다.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에 따르면 이 응용 

프로그램 하나로 얻은 성과가 DARPA가 30년간 인공지능에 투자해서 얻은 것보다 더 

컸다고 한다.※※※

로봇공학(Robotics): Robot Corporation은 가정용 로봇 진공청소기 Roomba를 2백만 

 넘게 팔았다. 그 회사는 또한 좀 더 튼튼한 PackBot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

했다. 거기서 PackBot은 위험물질 처리, 폭발물 제거, 저격수 위치 식별에 쓰 다.

기계 번역: 어 사용자가 “Ardogan Confirms That Turkey Would Not Accept Any 

Pressure, Urging Them to Recognize Cyprus.” 같은 기사 제목을 볼 수 있도록 아랍어를 

어로 번역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은 아랍어– 어 번역문들과 총 2

십억 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어 텍스트에서 뽑은 표본들로 구축된 통계적 모형을 사

용한다(Brants 외, 2007). 개발팀의 컴퓨터 과학자 중 아랍어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

나, 그들이 통계학과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상은 오늘날 존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다. 이들은 마법이나 공상

과학이 아니라, 이 책이 소개하고자 하는 과학, 공학, 수학의 실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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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약

이번 장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인공지능이 자라난 문화적 배경을 개괄했다. 

몇 가지 요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여러 연구자가 서로 다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에 접근했다. 접근방식들은 

초점이 사고인가, 아니면 행동인가라는 기준과 사람을 본뜨려 하는가, 아니면 이상

적인 기준을 만족하려 하는가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 이 책은 인공지능의 주된 초점이 합리적 행동(rational action)이라는 관점을 견지한

다. 이상적으로, 지능적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

의 행동을 취한다.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능적인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문제를 

탐구한다.※※

• 철학자들(b.c. 400년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은 정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기계와 비

슷하다는, 즉 정신이 어떤 내부 언어로 부호화된 지식에 해 작용하며, 다음에 취

할 행동을 선택하는 데 사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착안을 고찰함으로써 인공지능에 

한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 수학자들은 논리적으로 확실한 명제를 다루는 도구는 물론 불확실하고 확률적인 

명제를 다루는 도구들도 제공했다. 그들은 또한 알고리즘에 관한 계산과 추론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도 확립했다.

• 경제학자들은 의사결정자의 기  이득이 최 화되도록 결정을 내리는 문제를 형식

화했다.

•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작동 방식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으며, 컴퓨터의 작동 

방식과의 유사점과 차이점도 발견했다.

• 심리학자들은 인간과 동물을 정보 처리 기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착안을 받아들

다.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사용이 그러한 모형에 부합함을 보 다.

• 컴퓨터 공학자들은 점점 더 강력한 컴퓨터들을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응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 제어이론은 환경으로부터의 되먹임에 기초해서 최적으로 행동하는 장치의 설계를 

다룬다. 초기에는 제어이론의 수학적 도구들이 인공지능과 상당히 달랐지만, 두 분

야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 인공지능의 역사는 성공, 빗나간 낙관, 그 결과로 빚어진 열광과 자금의 축소를 반

복했다. 또한 새로운 독창적 접근방식의 도입과 최상의 접근방식들의 체계적인 정

련이라는 주기도 반복되었다.

• 지난 10년간 인공지능이 더욱 빠르게 발전했다. 이는 인공지능 실험과 접근방식 비

교에 과학적 방법이 더욱 많이 쓰인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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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능의 이론적 기반에 관한 이해가 실제 시스템의 능력 개선과 함께 진보했

다.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들이 더욱 통합되었고, 인공지능이 다른 분야들과 공통의 

기반을 확립했다.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인공지능의 방법론적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가 허버트 사이먼의 The Sciences of the 

Artificial(Simon, 1981)에 나온다. 그 책은 인공지능이 과학이자 수학으로 간주되는 이유

를 설명한다. [Cohen, 1995]는 인공지능 안에서의 실험적 방법론을 개괄한다.※※※

[Shieber, 1994]는 튜링 검사(Turing, 1950)를 논의한다. 그 논문에서 시버는 뢰브너

상(Loebner Prize) 경연 회에 쓰이는 튜링 검사의 유용함을 호되게 비판한다. [Ford 및 

Hayes, 1995]도 튜링 검사를 논의한다. 저자들은 검사 자체는 인공지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Bringsjord, 2008]은 튜링 검사 판정단을 위한 조언을 제공한다. 

[Shieber, 2004]와 [Epstein 외, 2008]은 튜링 검사에 관한 여러 소논문을 취합했다. 존 호

이겔런드의 책 Artificial Intelligence: The Very Idea(Haugeland, 1985)는 인공지능의 철학

적, 실천적 문제들을 읽기 쉽게 설명한다. [Webber 및 Nilsson, 1981]과 [Luger, 1995]는 

인공지능의 초기 주요 논문을 취합했다. Encyclopedia of AI(Shapiro, 1992)에는 인공지능

의 모든 주제에 관한 개괄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Wikipedia에도 비슷한 항목들이 있다. 

체로 이 항목들은 각 주제의 연구 문헌들을 살펴보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된다. 이 분

야의 초기 선구자 중 하나인 닐스 닐슨은 통찰력 있고 상세한 인공지능 역사를 제공한다

(Nilsson, 2009).※※※※※※※※※※※※

최신의 연구 성과는 주요 인공지능 학술회의의 회보(proceeding)에 나온다. 주요 학

술회의로는 2년마다 열리는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I(IJCAI), 연례 European 

Conference on AI(ECAI), 후원 단체의 이름을 따서 흔히 AAAI라고 부르는 National 

Conference on AI가 있다. 인공지능 전반에 관한 주요 학술지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ational Intelligence,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IEEE Intelligent Systems, 그리고 전자 문서 형식의 Journ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가 있다. 또한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여러 학술회의와 학술지가 있는데, 이

들은 해당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인공지능에 관한 주된 전문가 공동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AAAI), ACM Special Interest Group in Artificial Intelligence(SIGART), 

Socie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imulation of Behaviour(AISB)가 있다. AAAI의 AI 

Magazine은 다양한 주제와 튜토리얼 기사를 담으며, 해당 웹사이트 aaai.org는 새 소

식, 튜토리얼,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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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습 문 제

이 연습문제들은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것으로, 개중에는 학기 프로젝트로 삼을 만한 것

들도 있다. 이들을 당장 완벽하게 풀려 하는 신, 지금은 시험 삼아 기본적인 방식으로 

풀어 보고, 이 책을 다 본 후에 다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1.1 다음을 독자 자신의 어법으로 정의하라.

(a) 지능, (b) 인공지능, (c) 에이전트, (d) 합리성, (e) 논리적 추론.

1.2 매년 튜링 검사의 한 버전을 통과한(또는 통과하는 데 가장 가깝게 근접한) 프로그램에 

뢰브너 상(Loebner Prize)이 수상된다. 최근 뢰브너 상을 수상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보고하라. 어떤 기법들을 사용했는가? 그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의 현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1.3 반사동작(뜨거운 난로에서 손을 급하게 빼는 등의)은 합리적(이성적)인가? 그런 동작은 

지능적인가?

1.4 컴퓨터가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알려진 부류의 문제들이 몇몇 있다. 또한 증명과 

결정이 불가능한 부류의 문제들도 있다. 이런 문제들이 인공지능이 불가능함을 뜻할까? ※※

1.5 바다 민달팽이류 아플리시아Aplysia는 뉴런이 단 2만 개이고 대부분의 뉴런이 크고 조작하기 

쉽다는 이유로 널리 연구되었다(최초 연구자는 노벨상 수상자 에릭 캔들Eric Kandel). 아플리

시아 뉴런의 주기 시간이 사람의 뉴런과 대략 같다고 가정할 때, 아플리시아의 계산 능력

(초당 메모리 갱신 횟수 기준)은 도해 1.3에 나온 고성능 컴퓨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

1.6 내성, 즉 연구자가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는 연구 방법이 부정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

가?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데 어떻게 틀릴 수 있을까?

1.7 다음 컴퓨터 시스템들은 어느 정도나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을까?

• 슈퍼마켓의 바코드 스캐너.

• 웹 검색 엔진.

• 음성으로 작동하는 전화 메뉴.

• 네트워크의 상태에 동적으로 반응하는 인터넷 라우팅 알고리즘.

1.8 인지 활동가들이 제안한 계산 모형 중에는 가우스 공식으로 이미지의 합성곱(convolution)

을 계산한다거나 엔트로피 함수의 최솟값을 구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수학 연산이 관여하

는 것이 많다. 대부분의 인간은(그리고 확실히 모든 동물은) 대학교에 가기 전에는 이런 

종류의 수학을 전혀 배우지 않으며, 가우스 공식을 이용해서 함수의 합성곱을 암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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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 사람은 전혀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종류의 수학을 

‘시각 시스템’이 사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해야 할까?

1.9 인지와 운동 능력(motor skill)이 지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고수준’ 능력들은 그에 

기생하는 것일 뿐이라고, 즉 바탕에 깔린 필수 요소들에 대한 단순한 부가물이라고 주장하

는 저자들이 있다. 사실 뇌의 진화 과정의 대부분이 전적으로 인지와 운동 능력을 위한 

것이었고, 뇌의 큰 영역이 인지와 운동 능력을 전담하고 있다. 반면 인공지능은 실세계의 

인식과 반응 행동보다는 게임 플레이나 논리적 추론 같은 과제를 더 수월하게 수행한다. 

인공지능이 전통적으로 고수준 인지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

1.10 인공지능은 과학인가, 아니면 공학인가? 또는 둘 다이거나 둘 다 아닐까? 설명하라.

1.11 “당연히 컴퓨터는 지능적일 수 없다. 컴퓨터는 단지 프로그래머가 지시한 일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후자의 명제가 참인가? 그리고 그것이 전자를 함의하는가?✝15

1.12 “당연히 동물은 지능적일 수 없다. 동물은 단지 유전자가 지시한 일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후자의 명제가 참인가? 그리고 그것이 전자를 함의하는가?

1.13 “당연히 동물, 인간, 컴퓨터는 지능적일 수 없다. 이들은 단지 자신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물리 법칙에 따라 지시한 일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후자의 명제가 참인가? 그리고 그것이 

전자를 함의하는가?

1.14 다음 과제들을 현재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음을(또는 불가능함을) 밝힌 인공지능 문헌을 

조사하라.

a. 본격적인 탁구 경기 수행※※.

b. 이집트 카이로 도심을 자동차로 주행.

c. 캘리포니아 빅터빌을 자동차로 주행.

d. 시장에서 1주일분의 식료품을 구매.

e. 웹에서 1주일분의 식료품을 구매.

f. 본격적인 브리지bridge 게임을 경쟁력 있게 플레이.※

g. 새로운 수학 정리를 발견하고 증명.※

h. 의도적으로 웃긴 이야기를 작문.

i. 법의 특정 분야에서 적절한 법률 조언을 제공.※

j. 영어 대화를 실시간으로 스웨덴어 대화로 통역.※※※

k. 복잡한 외과 수술을 시행.

현재 불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 [역주] “P가 Q를 함의한다.”는 “만일 P(가 참)이면 Q(도 참)이다.”라는 뜻이다. 수학 기호로는 P → Q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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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면 언제쯤이나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라.

1.15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에는 정해진 표준 과제에 연구자들이 도전하는 콘테스트가 많이 

있다. 로봇 자동차를 위한 DARPA Grand Challenge나 International Planning Competition, 

로봇 축구 리그 Robocup, 정보 조회 이벤트 TREC이 좋은 예이고,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에 관련된 콘테스트들도 있다. 이런 콘테스트를 다섯 개 택해서 조사하고, 지난 수년간

의 발전상을 서술하라. 콘테스트들이 인공지능의 현재 수준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었는가? 새로운 착안에 쏟아부을 에너지를 콘테스트에 대신 소비하게 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미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