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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케 요이치로(三宅陽一郎)

교토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오사카대학에서 물리학 석사, 도

쿄대학 공학 계열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디지털 게임 분야의 

인공지능을 개발, 연구하고 있다. 국제게임개발자협회(IGDA)의 

일본게임AI전문회를 설립했으며(회장), 본디지털게임학회(DiGRA 

JAPAN) 이사, 예술과학회 이사, 인공지능학회 편집 위원, CEDEC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 《디지털 게임의 교과서(デジタル

ゲームの教科書)》, 《디지털 게임 기술(デジタルゲームの技術)》, 《인공 지

능을 만드는 방법(人工知能の作り方)》 등이 있고, 《게임 프로그래

머를 위한 C++(C++ For Game Programmers)》, 《C++ API 디자인

(API Design for C++)》, 〈처음 만나는 게임 AI(はじめてのゲームAI)〉

(《WEB+DB Press Vol.68》), 〈게임, 인공지능, 가상 세계(ゲーム、人工知

能、環世界)〉(《현대이상 2015년 12월호》) 등을 번역, 기술 감수했다. 최

신 논문으로 〈디지털 게임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デジタルゲ

ームにおける人工知能\技術の応用の現在)〉(인공지능 학회지 Vol.30, Web으

로 공개 중)을 저술했다. 페이스북 그룹 ‘인공지능을 위한 철학’을 운

영하고 있으며 트위터에서 ‘게임 AI 라운드 테이블 on Twitter’ 및 

‘게임 디자인 토론회’ 등을 공유하고 있다. 논문, 강연 자료는 다음

의 블로그에서도 볼 수 있다.

지은이 소개

�지은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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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uichiro.miyake

트위터 https://twitter.com/miyayou

블로그 http://blogAI.igda.jp

모리카와 유키히토(森川幸人)

그래픽 크리에이터. 1959년 기후현에서 태어났다. 1983년 쓰쿠바대

학의 예술전문학부를 졸업했다. 주로 CG 제작, 게임, 스마트폰 앱 

등을 개발하고 있는 ㈜무무의 대표이사다. 2004년 ‘쿠마우타’라는 

게임으로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위원 추천상을 받았으며 2011년 

‘누카카의 결혼’이라는 앱으로 제1회 다빈치 전자 서적 대상을 수

상했다. 대표작으로는 ‘아인슈타인(TV 방송 CG)’, ‘점핑 플래시’, ‘아

스트로’, ‘쿠마우타(게임)’, 《인공지능 이야기(マッチ箱の脳)》, 《텔로미

어의 모자(テロメアの帽子)》, 《누카카의 결혼(ヌカカの結婚)》(서적), ‘애니

멀 레스큐’, ‘고양이가 왔다(아이폰, 안드로이드 앱)’ 등이 있다.



xiv

알파고가 인간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인공지능(AI)은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은 알파고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알파고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사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현재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디까지 온 것일까요? 인공지능은 우리를 위

협하게 될까요?

이 책은 우리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인공지능에 대해 매우 쉽고 재

미있게 풀어냈습니다. 또한 IT 관련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와 여러 개념들을 그림을 곁들여 설명하여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 분야를 전반적으

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점쳐 보면 인공지능에 대

한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

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직업을 대체할 것인가?’라는 명제는 우리 모두

가 가진 큰 의문점일 것입니다.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이 책을 다 읽으신 분만이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옮긴이 머리말

�옮긴이�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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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나아갈 미래를 알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즉 자율 주행, 디지털 게임, 영상/음성 인식, 번역 등이 나아갈 방

향도 함께 알게 될 것이며, 이런 기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며 살

아가야 할지 또는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할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980년대에 컴퓨터를 접했을 때의 반응과 인공지능이 활

용되기 시작하는 때의 반응이 비슷할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

고 있습니다. 처음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간단

한 계산이나 게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 없

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

입니다.

이 책이 미래의 삶을 대비하는 독자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싱가포르에서

김완섭

�옮긴이�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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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광(플랜티넷)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적 중에 가장 쉬운 책이

라고 생각됩니다. 그림도 귀엽고 내용도 쉬운 편이라 인공지능 분

야에 개괄적으로 접근하려는 분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다만 대부

분의 키워드를 다룬 만큼 딥러닝, 머신러닝 등 비슷한 듯 다른 키

워드에 대한 심화 학습 정보가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듯싶습니다.

  노태환(로아팩토리)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축약해서 쉽게 정리할 수 있

는 책입니다. 책의 콘셉트에 맞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곳곳에 엿보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를 처음 접하는 분

이라면 후반에 나오는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웹사

이트에서 검색하면서 읽어 보기를 추천합니다.

  박두현(Marvrus)

최근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확실

하게 알려 주는 책입니다. 읽는 동안 무척 흥미로웠고, 그동안 잘

못 알고 있었던 개념들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분,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쉬운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베타리더�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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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SK주식회사)

이 책은 인공지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통 인공지

능을 처음 접할 때면 생소한 개념과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십

상입니다. 이 책은 초보자의 관점에서 용어를 설명할 뿐 아니라, 이

해를 높일 수 있도록 곳곳에 그림을 넣었습니다. 분량도 많지 않아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공부를 시작해 보고 싶지만 

생소한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철혁(스노우)

인공지능의 기초와 개념을 잡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방대한 인공

지능의 분야에 지레 겁먹고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분께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술 부분 외에도 인공지능과 관련

된 사회적인 흐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한 부분이 마음

에 들었습니다.

  장윤하(안랩)

인공지능에 관련된 개념을 총망라하여 큰 그림(말 그대로 책 앞쪽에 

키워드 지도(?)가 있습니다!)을 보여 주는 책입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

는 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청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AI를 가

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임 AI 분야의 권위자가 쓴 책이

니만큼 흥미로운 주제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소 어려

운 개념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게임을 예로 들어 보다 이

해하기 쉬웠습니다.

�베타리더�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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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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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자연지능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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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의 지능은 

다른 것일까요?

자연이 만들어 낸 지능을 

인공지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연지능이라고 합니다.

자연지능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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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생물(사람, 동물)의 자연지능을 

컴퓨터상에 실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생물은 이 세계에서

수억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화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계와 신체,

컴퓨터와 뇌는

구조와 원리가 다릅니다.

지능을	인공지능으로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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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연지능을 그대로

인공지능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자연지능

신체

인공지능

기계
(컴퓨터)

소프트 
웨어

신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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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단

모델화, 수학화한

각각의 문제에 대해

인공지능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 특화형’ 인공지능으로,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이

이 형태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인공지능은

문제와 연계됩니다.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전 특성들은

심벌(기호) 조작에 의해

사고하는 인공지능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의	대부분은		
문제	특화형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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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만)	 
할	수	있습니다!

바둑(만)	 
잘합니다.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경제는	 
잘	압니다.

계산(만)	 
잘합니다.

모두	 
한	가지밖에	 
못	하잖아.

엑스레이는	사람보다
	 

잘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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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들을

많이 모아서 하나로 만들면

‘사람 같은 전체 지능’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제 특화형 지능은

살아 있는 지능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지만,

이것은 지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작은	지능을	하나로	모아도		
전체	지능이	되지	못한다

사실은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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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창시자인 민스키(Minsky) 박사도

가끔

인공지능은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다고

경고하곤 합니다.

전원	집합

사실은 
고양이

사람 문제 특화형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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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인간의 지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인간의 뇌는 신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의 정중앙이 신체를 제어하는 지능이고

그 주변을

진화한 부분이 감싸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바깥쪽의 대뇌피질이라는 곳으로

고도의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뇌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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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체를 관리하고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지능이

사실은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동

정신	활동

감각

앗!	뜨거워.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군.

감정
청각

시각

대뇌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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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안을 들여다보면

뉴런(neuron)이라고 하는

수많은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것이 1900년 전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모델화한 것이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 또는

그중 하나인 딥러닝(deep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습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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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흥분한다

흥분하지	않는다

신호

신호

예

예를	들어	 
위	그림과	같은	 
뉴런	결합을	 
수학	모델로	만들면	 
아래	그림처럼	돼.

뉴런	구조를	 
  모델화한	거야.

각	입력에	대한	가중치

입력의 총합 . 5 임계치 (h) → 1을 출력

입력의 총합 , 임계치 (h) → 0을 출력



14 CHAPTER 1 인공지능이란?

이 뉴럴 네트워크를 탑재한

인공지능은

딥러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델화가 어려운 문제도

풀어냈습니다.

사진 데이터나 음악 데이터의 분류도 그중 하나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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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레이어

딥러닝은	수많은	노드와	
(뉴런과	동일한)	

수많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