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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에 처음 등장했다. 다른 과학 기술들과 달

리 그 실체를 알기 어려웠기에 공상 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저마다 다양한 형태로 인공

지능의 모습을 그렸다. 〈터미네이터(The Terminator)〉(1984)에서 등장한 인공지능인 스카이넷

Skynet은 자신의 지배를 위해 인류를 말살시키려 했고, 〈매트릭스(The Matrix)〉(1998)에서는 인

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고 고치 안에 인간을 가두어 에너지원으로 착취하기도 했다. 〈바이

센테니얼 맨(Bicentennial Man)〉(1999)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닮고 싶어 하는 인공지능의 모습

을 그렸으며, 〈A.I.〉(2001)에서는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로봇 아이의 모습을 그렸다. 대부

분의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립,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은 인공지능

의 무서움을 그리며 인류에게 고민을 안겼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빠르지 않았다. 〈터미네이터〉에서는 1984

년에 스카이넷이 탄생하고 2029년에 지구를 점령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인공지능이나 로

봇 기술의 발전은 생각보다 더디었다. 1980년대 이후, 사람의 신경을 본떠 만든 인공 신경망

인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연구의 결과는 실질적

인 기술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정교하게 만들어 낸 수많은 데이터

를 학습한 뒤에야 지능인 것처럼 보이는 몇몇 결과물(체스 경기 등)을 만들어 냈다. 1990년대 

중반 가전제품들에 퍼지 이론Fuzzy theory, 카오스 이론Chaos theory, 유전자 알고리즘Generic algorithm 등

이 적용되었지만, 그 정도나 범위는 너무나 제한적이었다. 심지어 2000년대 중후반이 될 때

까지도 로봇의 움직임은 사람의 몇 가지 움직임을 흉내 내는 정도에 그쳤다.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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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토론토 대학의 조프리 힌튼Geoffrey Hinton 교수는 처음으로 딥 러닝deep learning의 개념을 

제안했다. 딥 러닝 이론,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은 컴퓨팅 능력(하드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 그

리고 막대한 양의 데이터에 힘입어 1990년대 혹한기를 맞았던 인공지능은 다시 여명기를 맞

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다. 그리고 2016년, 구글 딥마인드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

AlphaGo는 인간에 앞서기까지 앞으로 10년은 족히 필요할 것이라던 모든 전문가의 예상을 비

웃듯, 이세돌 9단에게 5전 4승 1패로 승리를 거두고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알파고의 

후손들이 정말 인류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알파고를 한층 개량한 알파제로AlphaZero의 기반이 되는 뉴럴 네트워크의 핵심 알

고리즘을 설명하며, 파이썬을 사용해 실제로 알고리즘을 구현해 본다. 독자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순환 뉴럴 네트워크 등을 학습하면서 머신러닝, 딥 러닝, 인공지능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알고리즘만을 구현하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게임(간소화된 틱택토, 오셀로, 장기 등)을 구현해 보면서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 알

고리즘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학습하고, 결국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세계는 

어떠한 모습이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슨 가치를 찾아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책을 번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 예쁘게 책을 만들어 주신 편집자 및 디자이너 분, 베타

리딩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더 많은 분이 책을 쉽고 편

안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역자 또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역하는 동안 한결 같은 사랑으로 곁을 지켜준 아내와 딸들에게 너무나도 감

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삽니다.

2019. 12
경기도에서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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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프로 바둑 기사들에게 승리를 거둔 인공지능 알파고의 최신 버전인 알파제로를 실

제로 만들어 보면서 학습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입문서다.

작은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작성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과 인공지능 기초 기

술인 딥 러닝, 강화 학습, 탐색을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알파제로 기반의 인공지능을 완성

해 틱택토tic-tac-toe, 커넥트4Connect4, 오셀로Othello, 간이 장기Simple Sho-gi 게임을 실습해 본다.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고성능의 컴퓨터나 서버가 필요할 것 같지만, 이 책에서는 

구글이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서비스인 ‘Google Colaboratory’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급 장

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윈도우/맥/리눅스)와 

네트워크 환경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고 간단하게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책은 다음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

• 딥 러닝, 강화 학습, 탐색에 관해 학습하고자 하는 분

• 알파제로의 구조를 알고자 하는 분

머리말x



알파제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숙련된 기술자의 데이터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람이 가진 지식의 한계로부

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인공지능의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게임에 관한 규칙 이상의 어

떤 전문 지식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두 사람이 대결하는 유한 확정 완전 정보 게임1’이라

면 어떤 게임에서라도 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알고리즘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우아하다. 프로 바둑 기사들에게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놀랍게도 딥 러닝, 강화 학습, 탐색이라는 기초적인 기술을 조

합함으로써 대단히 간단하고, 스마트하며, 아름다운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디 이 책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고 싶은 분에게 도움이 되고, 더 많은 분이 알

파제로 알고리즘의 우아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본 디지털의 사토 히데카즈 씨, 삽화를 그려 준 히라사와 마코토 씨, 이외에도 

도와준 많은 분에게 감사드린다.

후루카와 히데카즈

1  옮긴이   게임에서 둘 수 있는 수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유한),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이 게임 상태에 무작위적인 요소가 없으

며(확정), 게임에 참여한 플레이어에게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완전 정보) 게임으로, 알파제로가 대상으로 하는 바둑, 장기, 체

스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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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17년 12월에 영국의 딥마인드가 발표한 알파제로의 눈문에 게재된 머신러닝 알

고리즘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학습하기 위한 책이다. 책에 실린 프로그램은 

저자가 직접 구현한 것으로, 바둑이나 장기와 같은 대규모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다 간단한 

오셀로와 같은, 두 사람이 대결하는 유한 확정 완전 정보 게임에 응용시켜 실제로 테스트해 

볼 수 있다.

개발 언어로는 파이썬을 사용하며, 2장에서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에 관해 간단히 정리해 

놓았다. 혹시라도 파이썬을 처음 접하는 독자가 있다면 먼저 다른 입문서 등을 통해 학습

하길 권한다.

이 책에서는 지금부터 머신러닝을 시작하는 분도 학습할 수 있도록 1장에서 머신러닝의 개

요에 관해 정리했다. 다만, 알파제로에 적용된 기술을 설명하는 책이므로 일반적인 인공지

능이나 머신러닝 학습에 관한 범용적인 설명은 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을 학습하고자 하는 

분은 다른 전문 서적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에 각 장의 개요를 간단히 소개한다. xvi페이지에 이를 ‘이 책의 로드맵’으로 정리해 두

었으니 그 내용도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1장 알파제로와 머신러닝 개요

영국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는 프로 바둑 기사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화제를 일으켰다. 

이 장에서는 알파고에서 알파제로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알파제로에서 사용되는 머신러닝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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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간단히 소개한다.

알파제로는 머신러닝의 기반 기술로 딥 러닝, 강화 학습, 탐색을 사용한다. 각 요소의 상세

한 내용은 3~5장에서 예제 코드와 함께 설명하지만, 이 장에서 설명하는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해 둠으로써 이후의 내용을 보다 편하게 읽을 수 있다.

2장 파이썬 개발 환경 준비

이 장에서는 파이썬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이후의 장에서 예제 코드를 동작시키기 위한 

환경을 준비한다.

머신러닝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머신 리소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구

글이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Google Colaboratory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웹 브라

우저만 있으면 프로그램 개발과 추론 모델 제작을 학습할 수 있다.

3장 딥 러닝

알파제로를 구성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하나인 ‘딥 러닝’의 샘플을 작성하고 실행해 보면

서 단계적으로 학습한다.

먼저, ‘분류’와 ‘회귀’를 위한 뉴럴 네트워크 작성에 관해 소개하고, 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ResNet(Residual Network)’을 사용해 만든 분류 모델

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딥 러닝을 보다 빠르게 수행하기 위한 ‘TPU’의 사용 방법도 설명한다.

4장 강화 학습

알파제로를 구성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하나인 ‘강화 학습’ 샘플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

행해 보면서 단계적으로 학습한다.

가장 먼저 ‘다중 슬롯머신 문제’를 예로 들어, 간단한 소재로 강화 학습의 기본을 학습한다. 

이와 함께 미로 게임을 소재로 한 정책 경사법policy gradient과 가치 반복법value iteration인 ‘Sarsa’와 

‘Q 학습’의 두 가지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알파제로는 딥 러닝과 강화 학습을 조합시킨 ‘DQN(Deep Q-Network)’을 사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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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간단한 샘플을 만들어 보면서 설명한다.

5장 탐색

알파제로를 구성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하나인 ‘탐색’ 샘플을 만들고 실행해 보면서 단

계적으로 학습한다. 탐색은 주로 두 사람이 대결하는 유한 확정 완전 정보 게임에서 사용되

는 방법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탐색의 기초가 되는 미니맥스법Minimax algorithm과 알파베타법Alpha-Beta Pruning에 

관해 설명한다. 그러나 경우의 수가 많은 게임에서는 이 방법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으

므로 부분 게임 트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원시 몬테카를로 탐색’을 소개한다. 또한, 알

파제로는 이를 한층 개량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틱택토’를 소재로 앞의 모든 알고리즘을 시험해 보면서 학습을 진행한다.

6장 알파제로의 구조

3~5장에서 설명한 딥 러닝, 강화 학습, 탐색의 지식을 활용해 알파제로로 틱택토를 공략한

다. 이 장에서도 작은 샘플을 만들고 동작을 확인하면서 최종적으로 알파제로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뉴럴 네트워크’나 ‘셀프 플레이(자기 대결)’, ‘과거의 최강 AI와 최신 AI를 대전시켜 더 강한 

AI를 남기는 것’과 같은 새로운 형태도 나오지만, 지금까지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

니 앞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읽기 바란다.

7장 사람과 AI의 대전

이 장에서는 알파제로에 관한 주제에서 잠시 벗어나 틱택토를 사람과 AI가 대전할 수 있도

록 게임 UI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다. 앞 장까지는 클라우드의 Google Colaboratory에서 

샘플을 작성하고 실행했지만, 게임 UI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지 않으므로 로컬 PC에서 파

이썬 개발 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파이썬 3에서 게임 UI를 제작하기 위해 기본 패키지로 제공하는 ‘Tkinter’를 사용하

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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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샘플 게임 구현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커넥트4, 오셀로, 간이 장기의 세 가지 게임

을 만들어 본다. 이 게임들은 모두 두 사람이 대결하는 유한 확정 완전 정보 게임이다.

이 장의 핵심은 6장에서 틱택토를 위해 만든 알파제로 프로그램을 게임 규칙이나 UI 부분

을 제외하고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것만으로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습 시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실제로 사람과 AI가 대전을 해보고 얼마나 강한 AI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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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로드맵

먼저, 알파제로와 머신러닝의 개요 및 개발 환경 준비, 파이썬 문법을 설명한 뒤, 딥 러닝, 강화 학습, 

탐색을 각각 학습하고, 그 지식을 활용해 알파제로 기반의 게임 AI를 만든다.

다음 그림을 통해 맵으로 장, 절 제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스타트

8-1 커넥트4 8-2 오셀로 8-3 간이 장기

8장 샘플 게임 구현

2장 파이썬 개발 환경 준비

1장 알파제로와 머신러닝 개요

3장 딥 러닝 4장 강화 학습 5장 탐색

6장 알파제로의 구조
(알파제로 알고리즘)

7장 사람과 AI의 대전
(게임 UI 구현)

3-1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분류

 4-1 다중 슬롯머신 문제
5-1 미니맥스법을

활용한 틱택토

3-2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회귀

4-2 정책 경사법을
활용한 미로 게임

5-2 알파베타법을
활용한 틱택토

3-3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
워크를 활용한 이미지 분류

4-3 Sarsa와 Q 학습을
활용한 미로 게임

5-3 원시 몬테카를로 탐색을
활용한 틱택토

3-4 ResNet을 활용한
이미지 분류

4-4 DQN을 활용한 카트-폴
 5-4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활용한 틱택토

2-2 Google Colab
사용 방법

2-3 파이썬 문법

2-1 파이썬과
Google Colab 개요

그림  학습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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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절 파일명(혹은 폴더명)

2장
파이썬 개발 환경 준비

2-2 Google Colab 사용 방법

2-3 파이썬 문법

2_2_hello_colab.ipynb
2_3_python.ipynb

3장
딥 러닝

3-1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분류

3-2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회귀

3-3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미지 분류

3-4  ResNet을 활용한 이미지 분류

3_1_classification.ipynb
3_2_regression.ipynb
3_3_ convolution.ipynb/3_3_co

nvolution_tpu.ipynb
3_4_ resnet.ipynb/3_4_resnet_t

pu.ipynb

4장
강화 학습

4-1 다중 슬롯머신 문제

4-2 정책 경사법을 활용한 미로 게임

4-3 Sarsa와 Q 학습을 활용한 미로 게임

4-4  DQN을 활용한 카트-폴

4_1_bandit.ipynb
4_2_policy_gradient.ipynb
4_3_sarsa_q.ipynb
4_4_dqn_cartpole.ipynb

5장
탐색

5-1 미니맥스법을 활용한 틱택토

5-2 알파베타법을 활용한 틱택토

5-3 원시 몬테카를로 탐색을 활용한 틱택토

5-4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활용한 틱택토

5_1_mini_max.ipynb
5_2_alpha_beta.ipynb
5_3_mcs.ipynb
5_4_mcts.ipynb

6장
알파제로의 구조

6-1 알파제로를 활용한 틱택토

6-2 듀얼 네트워크 생성

6-3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생성

6-4 셀프 플레이 파트 생성

6-5 파라미터 갱신 파트 생성

6-6 신규 파라미터 평가 파트 구현

6-7 베스트 플레이어 평가

6-8 학습 사이클 실행

6_7_tictactoe 폴더

7장
사람과 AI의 대결

7-2 Tkinter를 활용한 GUI 구현

7-3 사람과 AI의 대결

7_tkinter 폴더

6_7_tictactoe 폴더

8장
샘플 게임 구현

8-1 커넥트4
8-2 오셀로

8-3 간이 장기

8_1_connect_four 폴더

8_2_reversi 폴더

8_3_simple_shogi 폴더

예제 코드 이용에 대해

이 책에 실린 예제 코드는 책의 학습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실질적인 활용을 보증하지 않는다. 학

습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책의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 책에 실

린 예제 코드의 저작권은 모두 저자에게 귀속된다.

본문 중 웹사이트를 통해 머신러닝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

용 권한을 확인한 뒤 사용하기 바란다.

예제 코드  
목록 ※ 예제 코드 다운로드: 

     https://github.com/Jpub/Alpha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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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찬석(LG전자)

시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알파제로 관련 서적으로서 딥 러닝과 강화 학습을 같이 배우

면서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책에 포함된 Google 

Colab 활용에 대한 설명을 잘 학습하면 PC 자원이 부족한 독자라도 알파제로의 주요 알

고리즘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성환(LINE+)

이 책은 딥 러닝을 코드 기반으로 살펴보기에 좋습니다. 딥 러닝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원

론적 설명과 어려운 수식을 증명하는 부분 대신 예제 코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의 용어 설명과 간단한 수식, 파이썬 기본 문법 등의 내용을 알차게 담았습니다. 딥 러닝

이 낯설게 느껴지는 개발자 또는 딥 러닝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분이 가볍게 코드를 실행

하며 읽을 수 있는 난이도 조절이 잘된 책입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파이썬에 대한 간략한 설명,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실습, 강화 학습을 이용한 모델과 인간

과의 대결 앱을 만드는 실질적인 예제까지 인공지능과 파이썬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라도 

실습을 통해서 강화 학습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알려주는 책

입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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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현(삼성전자)

알파제로에 관심 있거나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는 분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

다. 읽는 내내 흥미로웠고 주변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기초적인 이론부터 실습 예제

까지 충실하게 설명된 책입니다.

  송헌(규슈대학교 대학원)

가벼운 마음으로 강화 학습이 어떤 것인지 감을 잡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읽기

에 좋은 책입니다. 강화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수식보다는 코드로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며, 짧은 내용으로 알파제로까지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강화 

학습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수(무스마 기술연구소)

머신러닝 분야에는 문외한이라서 각종 전문 용어의 등장에 어리둥절해하면서 책에서 시키

는 대로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미니맥스법에서부터 알파베타법, 원시 몬테카를로 탐

색 그리고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방법에 이르는 개선 과정과 키워드 몇 가지를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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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리더 후기 xix





이 장에서는 알파제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전에 알파제로와 

알파제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머신러닝 방법에 관해 간단히 설명한다. 더불어 머신러닝과 딥 러

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도 간단히 소개한다. 머신러닝 전반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른 

책을 참고하길 바란다,

알파제로는 영국 딥마인드가 개발한, 바둑, 체스, 장기에 대응하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다. 그 기

반이 된 ‘알파고’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기반 기술인 딥 러닝과 강화 학습에 사용되는 용어와 기초 

지식을 설명한다. 또한, 게임 예측을 위한 ‘탐색’ 방법의 기반이 되는 ‘게임 트리’ 모델도 소개한다.

알파제로와 
머신러닝 개요

1
C H A P T E R



이 장의 목적

 ■ 딥마인드가 알파제로를 개발하게 되기까지의 역사를 파악한다.

 ■ 알파제로의 기반이 되는 딥 러닝 및 강화 학습의 구조와 개요, 용어를 이해한다.

 ■ 국면을 탐색하는 기본 알고리즘인 게임 트리 모델을 이해한다.

체스 장기 바둑

출처  ■  딥마인드의 알파제로 웹 페이지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  
그리고 알파제로1-1

이 장에서는 책의 주제가 되는 알파제로와 그 기반이 되는 알파고 및 알파고 제로에 관해 소개한다.

1-1-1 알파고

알파고AlphaGo는 구글 산하의 영국 딥마인드DeepMind에서 개발한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이다. 핸

디캡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 바둑 기사에게 승리를 거둔 최초의 게임 AI다. 2015

년 10월에 유럽의 판후이 2단, 2016년 3월에 세계 챔피언 8회 우승 기록을 보유한 이세돌 9

단, 2017년 5월에 인류 최강 바둑 기사라 불리는 커제 9단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바둑은 탐색 범위가 넓고 경기 국면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AI에게 가장 어려운 클래식 

게임이며, 사람에게 승리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와 같이 평가

된 바둑에서 AI가 세계 최강의 바둑 기사를 쓰러뜨리자 세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표 1-1-1  알파고의 전적

시기 전적

2015년 10월 유럽 챔피언 판후이 2단에게 5전 5승으로 승리

2016년 3월 총 8회 세계 챔피언 경력의 이세돌 9단에게 4승 1패로 승리

2017년 5월 인류 최강의 바둑 기사라 불리는 커제 9단에게 3전 3승으로 승리

Match3 -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Lee Sedol vs AlphaGo

https://www.youtube.com/watch?v=qUAmTYHEy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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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유튜브에 공개된 알파고와 이세돌 9단과의 세 번째 대결

알파고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알고리즘 기반의 탐색을 활용한 ‘예측’ 

능력, 딥 러닝을 활용한 국면에서의 최선의 수를 예측하는 ‘직감’, 강화 학습을 활용한 셀프 

플레이로부터 얻은 ‘경험’을 조합함으로써 인간을 뛰어넘는 최강의 AI가 되었다.

최선의 수를 예측하는 ‘직감’

다음 수를 읽는 능력 자신과의 대전을 통한 ‘경험’

알파고

탐색 강화 학습

딥 러닝

그림 1-1-2  알파고에 사용된 탐색, 딥 러닝, 강화 학습 알고리즘

알파고 논문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s and Tree Search〉

https://storage.googleapis.com/deepmind-media/alphago/AlphaGoNaturePaper.pdf

CHAPTER 1 알파제로와 머신러닝 개요4



딥마인드는 2010년에 창업한 영국의 인공지능 연구 기업으로 2014년에 구글이 인수했다.

딥마인드 웹사이트에는 ‘지성을 해명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를 활용한다’는 미션이 게

시되어 있으며,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다양한 종류의 Atari 게임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준 ‘DQN’, 
프로 바둑 기사에게 처음으로 승리한 ‘알파고’ 등을 발표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딥마인드 웹사이트

https://deepmind.com/

딥마인드COLUMN

1-1-2 알파고 제로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승리한 이듬해인 2017년 10월, 딥마인드는 알파고의 최신 버전인 

알파고 제로AlphaGo Zero를 발표했다.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에 100대 0의 압승을 거두었다.

알파제로는 알파고에서와 같이 프로 기사의 기보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백지 상태

에서 셀프 플레이만으로 최선의 수를 예측하는 학습을 수행했다는 점이 놀라웠다.

숙련자의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는 AI의 강력함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알파고 제로 논문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out Human Knowledge〉

https://www.nature.com/articles/nature24270.epdf?author_access_token=VJXbVjaSHx FoctQ

Q4p2k4tRgN0jAjWel9jnR3ZoTv0PVW4gB86EEpGqTRDtpIz-2rmo8-KG06gqVobU5NSCFeHILHc 

VFUeMsbvwS-lxjqQGg98faovwjxeTUgZAUMnRQ

1-1-3 알파제로

알파고 제로를 발표한지 48일이 지난 2017년 12월, 딥마인드는 알파고 제로를 한층 개량한 

알파제로AlphaZero를 선보였다. 알파제로는 바둑뿐만 아니라, 체스나 장기까지 학습할 수 있

었으며, 당시 바둑, 체스, 장기 부문에서 게임 AI 세계 챔피언이었던 알파고 제로, 스톡피쉬

StockFish, 엘모Elmo에 승리를 거두었다.

딥마인드(DeepMind)

1-1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 그리고 알파제로 5



바둑판 면을 회전시켜서 학습 데이터를 부풀리는 바둑 특유의 학습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게임의 결과에도 승리와 패배 외에 무승부를 추가했다. 체스나 장기는 판 면의 

방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무승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숙련자가 만들어 낸 데이터가 없더라도 임의의 태스크를 학습할 수 있는 ‘범용 

AI 알고리즘’이 구현되었다.

알파제로 논문  

〈A general reinforcement learning algorithm that masters chess, shogi and Go through self-play〉

https://science.sciencemag.org/content/362/6419/1140

알파제로 이후 딥마인드는 ‘알파폴드(AlphaFold)’와 ‘알파스타(AlphaStar)’라는 새로운 AI를 발표했다.

 알파폴드 

알파폴드는 유전자 배열 정보를 통해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예측하는 기술로 2018년 12월에 발표

되었다. 국제 단백질 구조 예측 콘테스트(CASP)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높은 점수로 승리를 거두면서  

화제가 되었다.

단백질이 가진 입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알츠하이머, 파킨슨 질환 등의 신약 개발 분야에

서도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 기술이 신약 개발에서도 유용함을 알렸다.

AlphaFold: Using AI for scientific discovery 

https://deepmind.com/blog/alphafold/

 알파스타 

알파스타는 리얼타임 전략 게임인 ‘스타크래프트(Starcraft) 2’를 공략하는 AI다. 2019년 1월에 알파

스타는 스타크래프트 2 프로 게이머들 중 톱 플레이어와 대전해 10승 1패의 전적으로 승리했다.

스타크래프트 2는 자원을 수집하고 유닛을 생산하면서 세력을 넓히는 영역 확보 게임이다. 초대 스

타크래프트를 포함해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바둑은 완전한 정보가 주어지는, ‘턴(turn) 제’ 방식 게임으로 선택 가능한 행동의 수는 361(바둑판

의 19개 선의 교차점 수)인 것에 반해, 스타크래프트 2는 완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리얼타임

(real time)’ 방식 게임으로 선택 가능한 행동의 수는 1,026으로 바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성

이 높다.

스타크래프트 2가 가진 게임성은 상품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기업 전략과도 비슷한 점이 있어

서 AI 기술을 비즈니스에 응용하는 것도 기대된다.

AlphaStar: Mastering the Real-Time Strategy Game StartCraft II

https://deepmind.com/blog/alphastar-mastering-real-time-strategy-game-starcraft-ii/

딥마인드가 발표한 최신 AI: 알파폴드, 알파스타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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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 개요1-2

딥 러닝은 알파제로에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 인식, 자연어 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머

신러닝의 한 방법이다. 이 절에서는 그 기초가 되는 뉴럴 네트워크와 학습의 종류, 그리고 학습 프로세

스에 관해 간단히 설명한다.

1-2-1 딥 러닝이란?

딥 러닝Deep Learning은 대량의 데이터 속에서 규칙성을 발견해 분류나 판단과 같은 추론을 수

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 내는 머신러닝 방법의 하나이며, 머신러닝은 인공지능 연구 분

야의 하나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딥 러닝 
(Deep Learning)

고양이

그림 1-2-1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 러닝의 관계

머신러닝 이전의 인공지능은 예측이나 판단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규칙을 사람이 직접 만

들어야 했다. 하지만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장할 수 없으며, 전

문가라 할지라도 규칙으로 자신의 감각(행동 평가)을 올바르게 정의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1-2 딥 러닝 개요 7



규칙 기반rule-based이라 불리는 이 방법에서는 사람의 한계가 그대로 인공지능의 한계로 연결

되었다.

기존의 프로그래밍
규칙

데이터
대답

그림 1-2-2  규칙 기반에서는 사람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등장한 것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다. 머신러닝에서는 컴퓨터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에 숨어 있는 규칙성이나 상호 관계에 기반해 대답을 만들기 위한 규칙

을 발견해 나간다.

머신러닝은 명시적인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수행한다. 대량의 데이터

와 대답을 입력하면 머신러닝은 입력값으로부터 통계적인 구조를 추출하고, 최종적으로 태

스크를 자동화하는 규칙을 생성한다.

머신러닝 시스템
데이터

대답
규칙

그림 1-2-3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와 해답으로부터 규칙을 도출한다

이와 같은 규칙을 도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딥 러닝’이다. 딥 러닝은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과 그 연결 구조를 참고해서 만든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라고 불리는 모델

을 사용해서 머신러닝을 수행한다.

뉴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구조’와 조정 가능한 ‘가중치 파라미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에 따라 가중치 파라미터를 최적화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해답을 도출하는 규칙

을 생성한다.

1-2-2 뉴런과 뉴럴 네트워크

여기에서는 뉴런과 뉴럴 네트워크에 관해 간단히 설명한다. 몇 가지 수식이 함께 나오지만, 

수학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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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런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신경 세포를 ‘뉴런’이라고 부른다. 그림 1-2-4는 뉴런을 모델화한 것이

다. 가중치 파라미터는 뉴런 사이의 연결 강도를 의미한다.

뉴런은 x1과 x2라는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x1 × w1 + x2 × w2가 임곗값threshold보다 큰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답으로 출력한다.

y

x1

x2

w1

w2

θ    

표 1-2-1  뉴런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x1, x2 입력(데이터)

y 출력(대답)

w1, w2 가중치 파라미터

θ 임곗값

 그림 1-2-4  뉴런의 기본 구조

시험적으로 w1 = 1.0, w2 = 1.0, θ= 1.5와 같이 가중치 파라미터와 임곗값을 설정해 본다. 

뉴런 모델의 가중치 파라미터와 임곗값을 조정함으로써 AND 함수(x1과 x2 두 값 모두 1인 경

우 1을 출력)의 규칙을 표현할 수 있다.

y

x1

x2

w1

w2

θ

=1.0

=1.0

=1.5    

표 1-2-2  AND 함수의 입력과 출력

x1 x2 y

0 0 0

1 0 0

0 1 0

1 1 1

 그림 1-2-5  AND 함수를 표시하는 뉴런

x1 × w1 + x2 × w2를 구현해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입력이 x1 = 0.0, x2 = 0.0인 경우 0.0 × 1.0 + 0.0 × 1.0 = 0.0(임곗값 1.5 이하)이므로 출력은 0

• 입력이 x1 = 1.0, x2 = 0.0인 경우 1.0 × 1.0 + 0.0 × 1.0 = 1.0(임곗값 1.5 이하)이므로 출력은 0

• 입력이 x1 = 0.0, x2 = 1.0인 경우 0.0 × 1.0 + 1.0 × 1.0 = 1.0(임곗값 1.5 이하)이므로 출력은 0

• 입력이 x1 = 1.0, x2 = 1.0인 경우 1.0 × 1.0 + 1.0 × 1.0 = 2.0(임곗값 1.5 이상)이므로 출력은 1

뉴런(Neu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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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런 모델은 학습 시 가중치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임곗값도 최적화한다.

뇌 속에 있는 임곗값은 뇌세포의 감도와 같은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으로 최적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임곗값이 치우쳐져 있다는 의미에서 바이어스bias

라고 부른다.

 뉴럴 네트워크

뉴런은 그 자체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때문에 그림 1-2-6과 같이 뉴런을 나

열해 레이어layer를 만들고, 그 레이어를 쌓아 올려 보다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뉴럴 네

트워크를 만든다.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레이어 중 가장 처음에 위치한 입력을 받아들이는 레이어를 입력 

레이어input layer,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출력을 수행하는 레이어를 출력 레이어output layer, 입력 

레이어와 출력 레이어 사이에 위치한 레이어를 히든 레이어hidden layer라고 부른다. 입력 레이어

의 뉴런의 수가 입력(데이터) 수, 출력 레이어의 뉴런 수가 출력(대답) 수가 된다.

y
1

x
1

w
w
w
w
w

w
w

w
w

w

wb

b

b

b

b

b

b

b

b

w

w

w

w

w

w

w

w
w

출력입력

히든 레이어

출력 레이어

입력 레이어

x
2

x
3

y
2

그림 1-2-6  뉴럴 네트워크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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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x1, x2, x3 입력(데이터)

y1, y2 출력(대답)

w 가중치 파라미터

b 바이어스

히든 레이어는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으며, 4 레이어 이상의 깊은 뉴럴 네트워크를 딥 뉴럴 

네트워크Deep Neural Network라고 부른다.

딥 러닝을 활용하기 전에는 4 레이어 이상의 뉴럴 네트워크는 기술적인 문제로 충분히 학습

시킬 수 없었고 그 성능 또한 만족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딥 러닝은 폭발적으로 보급되

었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컴퓨터의 성능 향상, 인터넷 보급에 따른 편리한 학습 데이터 수집 발

달 역시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했다.

1-2-3 모델 작성, 학습 및 추론

딥 러닝은 ‘모델 작성’, ‘학습’ 그리고 ‘추론’의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모델 작성

모델 작성modeling 단계에서는 뉴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구조를 작성한다. 입력 레이어의 입

력 수, 출력 레이어의 출력 수, 히든 레이어의 수, 레이어의 종류 등 용도에 맞춰 설계한다.

학습 전의 뉴런은 올바른 가중치 파라미터와 바이어스를 알지 못하므로 0이나 상수 혹은 

난수 등으로 초기화한다. 이 상태의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test data를 입력해도 올바른 해답은 

출력되지 않는다.

 학습

학습learning 단계에서는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에 맞춰 적절한 예측값을 출력하도록 가중치 파라

미터와 바이어스를 최적화한다. 이 과정에서는 대량의 학습 데이터와 정답 세트를 사용한다.

1-2 딥 러닝 개요 11



동물 사진에서 고양이인지 혹은 강아지인지를 분류하는 학습의 경우 학습 데이터는 동물의 

사진, 정답은 고양이와 강아지 중 하나가 된다. 정답은 1.0, 오답은 0.0이 된다.

먼저, 모델에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고 예상치를 출력한다. 예상치는 대답이 정답이라고 예

측한 확률로 ‘고양이: 40%, 강아지: 60%’를 출력한다면 ‘고양이: 0.4, 강아지: 0.6’이 된다. 

이후 예상치와 대답의 차이를 계산한다.

예측값을 구한다.

예측값과 정답의 차에 맞춰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조정한다.

0.4 1.0=

0.6 0.0=

학습 데이터

고양이 예측값 정답

강아지 예측값 정답

y
1

x
1

w
w
w
w
w

w
w

w
w

w

wb

b

b

b

b

b

b

b

b

w

w

w

w

w

w

w

w
w

히든 레이어

출력 레이어

입력 레이어

x
2

x
3

y
2

입력 데이터 수는 
이미지의 경우 픽셀 
수만큼 필요하다.

그림 1-2-7  학습 프로세스는 먼저 예측값과 정답을 비교한다

다음으로, 예측값과 정답의 차가 적어지도록 백프로파게이션backpropagation을 사용해 가중치 

파라미터와 바이어스를 갱신한다.

백프로파게이션

예측값과 정답의 차에 맞춰 가중치
파라미터와 바이어스를 갱신한다.

0.4 1.0=

0.6 0.0=

학습 데이터 y
1

x
1

w
w
w
w
w

w
w

w
w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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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b

b

b

w

w

w

w

w

w

w

w
w

히든 레이어

출력 레이어

입력 레이어

x
2

x
3

y
2

고양이 예측값 정답

강아지 예측값 정답

그림 1-2-8  학습 프로세스에서는 계속해서 최적화를 수행해 파라미터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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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복해 예측값과 정답의 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최종적으로 학습 데이터 입력에 따라 

적절한 예측값을 출력하는 모델이 된다.

 추론

모델의 학습이 완료되면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해 추론inference을 수행한다. 예측값이 

가장 높은 것을 정답이라고 추론한다.

추론

예측값이 가장 높은 고양이를
정답으로 추론한다.

0.9=

0.1=

고양이 예측값 

강아지 예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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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데이터

히든 레이어

출력 레이어

입력 레이어

그림 1-2-9  추론 프로세스에서는 학습된 모델을 확인한다

1-2-4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및 강화 학습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및 ‘강화 학습’이 있다.

 지도 학습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이란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학습하는 방법이다. 예측의 기초가 되는 

‘정답 데이터’와 학습에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 세트로 학습을 시키며, 입력된 데이터에 대

한 예측값을 출력하는 추론 모델을 생성한다.

지도 학습은 ‘분류’, ‘회귀’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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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분류classification는 여러 특징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래스(데이터 종류)를 예측하는 태스크다. 예

측하는 클래스의 수가 2인 경우 ‘이진 클래스 분류’라고 부르며, 2 클래스보다 많은 분류를 

수행하는 경우 ‘다중 클래스 분류’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임의의 사진을 보고 고양이 또는 강아지 중 하나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클래스는 고양이 또는 강아지 두 종류인 이진 분류에 해당한다.

사진 분류 모델 고양이 혹은 강아지

입력 모델 출력

그림 1-2-10  분류 모델의 예

▒ 회귀

회귀regression는 여러 특징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속값과 같은 수치를 예측하는 태스크다. 예

를 들면, 광고 예산의 증가에 따른 상품 매출의 증가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들 수 있다.

광고 예산 회귀 모델 매출

입력 모델 출력

그림 1-2-11  회귀 모델의 예

분류가 ‘레스토랑을 좋아하는가 혹은 싫어하는가?’와 같이 소속되는 클래스(좋다, 싫다)를 

예측하는 것이라면 회귀는 ‘한 달에 레스토랑에 몇 번 가는가?’와 같은 수치(0회, 1회, 2회, 

…)를 예측한다는 차이가 있다.

 비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이란 데이터의 구조를 학습하는 방법이다. 학습 데이터만을 사용

해 학습을 수행하며,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잠재적인 패턴을 도출하는 추론 모델을 생성한

다. 이 추론 모델을 이용해 클러스터링을 통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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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링clustering은 학습 데이터가 가진 패턴을 발견해 비슷한 패턴을 가진 성질의 데이터

를 모으는 방법이다. 온라인 쇼핑의 유사 구매자 구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입 이력 클러스터링
모델

그룹 A 또는
B 또는 C

입력 모델 출력

그림 1-2-12  클러스터링 모델의 예

 강화 학습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이란 에이전트가 환경의 상태에 맞춰 어떤 행동을 해야 보상을 가

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구하는 방법이다. 지도 학습이나 비지도 학습과 달리 학습 데이

터가 주어지지 않은 채, 에이전트는 시행착오만을 통해 학습한다.

강화 학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3 ‘강화 학습 개요’에서 설명한다.

환경의 상태 강화 학습 모델 행동

입력 모델 출력

그림 1-2-13  강화 학습 모델의 예

1-2-5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순환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에는 문제에 따라 특성이 다른 몇 가지 모델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모델로 ‘컨

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순환 뉴럴 네트워크’가 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2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는 컨볼루셔널 레이어convolutional layer를 사용해 

특징을 추출하는 뉴럴 네트워크로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

2  옮긴이   컨볼루션 혹은 컨볼루셔널은 합성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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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경우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pooling layer를 조

합해서 사용한다.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입력 이미지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큰 폭으로 압

축하고, 풀링 레이어에서 이미지의 국소적인 왜곡이나 평생 이동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는 

견고함robustness을 확보해 간다.

컨
볼
루
셔
널 

레
이
어

컨
볼
루
셔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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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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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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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4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구조

2012년 이미지 인식 콘테스트인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토론토 대학

의 힌튼 교수 팀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 우승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우승의 

원동력이 된 뉴럴 네트워크의 이름은 ‘AlexNet’이었으며, 같은 대회에서 2014년에는 구글이 

개발한 ‘GoogLeNet’, 2015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ResNet’이 우승했다.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이 발표되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급격하게 향상되었다.

표 1-2-4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

종류 AlexNet GoogLeNet ResNet

발표 시기 2012년 2014년 2015년

개발 조직 토론토 대학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에러율 15.3% 6.7% 3.6%

층 수 8 22 152

 순환 뉴럴 네트워크

순환 뉴럴 네트워크Recurrent Neural Network, RNN는 시계열을 다루는 뉴럴 네트워크로 주로 동영상 

분류,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등에 이용된다.

이 뉴럴 네트워크의 특징은 히든 레이어에 자기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 시각의 레이어 출력을 고려해 현재 시각의 레이어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

전결합 레이어(dense layer)

알렉스넷

(AlexNet)

구글넷

(Goog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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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5  순환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

이 뉴럴 네트워크에는 오래 전의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 오차가 소멸하거나 연산량

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문제로 짧은 시간의 데이터만 처리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최근 이 문제를 해소한 LSTMLong Short-Term Memory이라 불리는 순환 뉴럴 네트워크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오랜 기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어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

1-2-6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

이 절에서는 딥 러닝의 개요를 소개했지만, 이 책에서는 딥 러닝의 대표적인 태스크인 분류

와 회귀를 설명한다. 그리고 간단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관해 설명한 다음, 고성능

의 ResNet을 소개한다. 알파제로는 ResNet을 사용한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딥 러닝 모델

• 분류

• 회귀

•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 ResNet

알렉스넷

(AlexNet)

구글넷

(Goog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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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학습 개요1-3

주로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과 달리, ‘강화 학습’은 입력을 받는 환경 안에서 전

략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한다. 알파제로는 이를 기반으로 게임의 다음 국면을 선택한다. 이 

절에서는 강화 학습에 관해 간단히 설명한다.

1-3-1 강화 학습이란?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은 에이전트가 환경의 상태에 맞춰 어떻게 행동해야 가장 많은 보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내는 방법이다. 지도 학습이나 비지도 학습과 달리, 학습 데이터 

없이 스스로의 시행착오만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1-3-2 강화 학습 용어

먼저, ‘무인도에 표류한 사람’을 예로 들어 강화 학습의 용어에 관해 설명한다.

 에이전트와 환경

강화 학습에서는 행동하는 주체를 에이전트agent, 에이전트가 존재하는 세계를 환경environment

이라고 부른다.

무인도에 표류한 사람의 예에서는 표류한 사람이 에이전트, 무인도가 환경에 해당한다. 에

이전트는 ‘걸어서 돌아다니기’나 ‘물 마시기’ 등 환경에서의 움직임을 통해 탐색하면서 살아

날 방법을 찾아낸다.

 행동과 상태

에이전트가 환경에서 일으키는 움직임을 행동action이라고 부른다. 에이전트는 다양한 행동

을 할 수 있지만,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이후의 상태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어떤 방

향으로 걷는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달라진다. 에이전트의 행동

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적인 요소를 상태state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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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부터는 알파제로를 구성하는 각종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한다. 3장에서는 딥 러

닝의 ‘분류’와 ‘회귀’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딥 러닝에서는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모델을 통해 최적의 ‘뉴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중

시한다. 네트워크 구조를 결정하는 다양한 방법과 사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단번에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장에서는 이제까지 잘 알려진 구현 예시에 기반해서 구축해 본다.

복잡한 분류나 회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히든 레이어’의 수를 늘려

야 하나, 레이어가 늘어남에 따라 학습 시간도 크게 증가한다. 이 장에서는 이미지를 정밀하게 분

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ResNet’을 사용한 분류 모델을 설명한다.

위의 방법들은 2장에서 설명한 Google Colab의 TPU를 사용하면 더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딥 러닝

3
C H A P T E R



이 장의 목적

 ■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고, 이미지의 분류 및 데이터의 회귀를 수행한다.

 ■ 네트워크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활성화 함수’, ‘손실 함수’, ‘최적화 함수’를 이해한다.

 ■  이미지 분류에서 보다 정밀도가 높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ResNet’으로 모델을 구축

하고, 추론을 수행한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ResNet을 활용한 이미지 추론 결과(정답률과 학습 시간이 다름)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분류3-1

이미지 분류를 위한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손글씨 숫자 이미지로부터 실제 숫자를 추론하

는 모델을 만들어 본다. 샘플 데이터 세트는 텐서플로에서 간단히 얻을 수 있다.

3-1-1 분류란?

‘분류’란 여러 특징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래스(데이터의 종류)’를 예측하는 태스크다. 예측하

는 클래스의 수가 2개인 경우 ‘이진 클래스 분류’라 부르며, 그보다 클래스가 많은 분류의 

경우 ‘다중 클래스 분류’라 부른다.

이번 샘플에서는 데이터 세트 MNIST를 사용해 손으로 쓴 숫자 이미지를 0~9의 숫자로 분

류한다.

3-1-2 숫자 데이터 세트 ‘MNIST’

‘MNIST’는 0~9의 숫자를 손으로 쓴 이미지와 정답 라벨을 묶은 데이터 세트다. 훈련 데이

터 60,000건, 테스트 데이터 10,000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지는 그레이 스케일로 28×28 

픽셀 사이즈다.

텐서플로는 이 데이터 세트를 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3-1-3 패키지 임포트

패키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ip 커맨드를 머신에 설치한 후, import로 노트북에서 이용

하는 컴포넌트(클래스, 함수, 정수 등)를 지정해야 한다. 이 장에서 이용하는 TensorFlow, 

NumPy, Matplotlib은 Google Colab에 이미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import만 수

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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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import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matplotlib inline’은 Google Colab 상에 그래프를 표

시하는 명령이다.

표 3-1-1  임포트할 패키지

패키지 설명

TensorFlow(tensorflow) 딥 러닝 패키지

NumPy(numpy) 고속 배열 계산 패키지

Matplotlib(matplotlib) 그래프 표시 패키지

# 패키지 임포트

from tensorflow.keras.datasets import mnist
from tensorflow.keras.layers import Activation, Dense, Dropout
from tensorflow.keras.models import Sequential
from tensorflow.keras.optimizers import SGD
from tensorflow.keras.utils import to_categorical
import numpy as np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matplotlib inline

텐서플로에 포함된 케라스와 독립적인 케라스는 다른 패키지명을 사용한다. 텐서플로에 포함된 케라

스의 패키지명은 ‘tensorflow.keras.XXX’이며, 독립적인 케라스의 패키지명은 ‘keras.XXX’다.

이 책에서는 텐서플로에 포함된 케라스를 사용한다.

텐서플로에 포함된 케라스와 독립적인 케라스의 패키지명COLUMN

3-1-4 데이터 세트 준비 및 확인

 데이터 세트 준비

mnist.load_data()를 사용해 데이터 세트 MNIST를 네 가지 배열로 읽어 들인다. 이 배열은 

파이썬의 배열 타입이 아닌 NumPy의 배열 타입인 ndarray다. NumPy의 배열 타입을 사

용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배열 연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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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데이터 세트 배열

배열 설명

train_images 훈련 이미지 배열

train_labels 훈련 라벨 배열

test_images 테스트 이미지 배열

test_labels 테스트 라벨 배열

# 데이터 세트 준비

(train_images, train_labels), (test_images, test_labels) = mnist.load_data()

 데이터 세트 형태 확인

다음 스크립트로 데이터 세트의 형태shape를 확인한다.

ndarray의 shape로 배열의 차원 수를 얻을 수 있다. (60000, 28, 28)은 ‘60000×28×28’의 

3차원 배열이며, (60000,)은 ‘60000’이라는 1차원 배열을 의미한다.

훈련 데이터와 훈련 라벨은 60,000건, 테스트 이미지와 테스트 라벨은 10,000건임을 알 수 

있다. 이미지 사이즈는 ‘28×28(픽셀)’이다.

# 데이트 세트 형태 확인

print(train_images.shape)
print(train_labels.shape)
print(test_images.shape)
print(test_labels.shape)

(60000, 28, 28)
(60000,)
(10000, 28, 28)
(10000,)

 데이터 세트 이미지 확인

가장 처음 10건의 훈련 이미지를 확인한다.

이미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래프 표시용 패키지인 matplotlib을 사용한다. 이번에는 이

미지를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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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subplot()은 서브 플롯을 생성하고, 다양한 그래프를 표시한다. 이번에는 각 그래프에 

plt.imshow()로 이미지를 표시한다.

표 3-1-3  plt 컴포넌트 메소드

메소드 설명

subplot(nrows, ncols, index) 서브 플롯 추가. 인수는 행/열 수와 플롯 위치

imshow(X, cmap=None) 이미지 표시. 인수는 이미지와 컬러 맵

# 데이터 세트 이미지 확인

for i in range(10):
    plt.subplot(1, 10, i + 1)
    plt.imshow(train_images[i], 'gray')
plt.show()

그림 3-1-1  matplotlib 패키지의 plt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세트의 이미지 확인

 데이터 세트 라벨 확인

가장 앞 10건의 훈련 라벨을 확인한다. 그림 3-1-1과 정답 라벨을 배포해 본다.

# 데이터 세트 라벨 확인

print(train_labels[0:10])

[5 0 4 1 9 2 1 3 1 4]

3-1-5 데이터 세트 전처리 및 확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 세트를 뉴럴 네트워크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전처리’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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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세트 이미지 전처리

훈련 이미지와 테스트 이미지의 배열 엘리먼트인 이미지를 2차원 배열(28×28)에서 1차원 배

열(784)로 변환한다. 이후의 뉴럴 네트워크는 1차원 배열 엘리먼트를 입력받기 때문이다.

ndarray의 차원 수를 변환하려면 reshape()를 사용한다.

ndarray 

reshape(shape)

설명: ndarray의 차원 수 변환

인수: shape(tuple 타입)    변환 후의 차원 수

# 데이터 세트 이미지 전처리

train_images = train_images.reshape((train_images.shape[0], 784))
test_images = test_images.reshape((test_images.shape[0], 784))

# 데이터 세트 이미지 전처리 후 차원 확인

print(train_images.shape)
print(test_images.shape)

(60000, 784)
(10000, 784)

 데이터 세트 라벨 전처리

훈련 라벨과 테스트 라벨의 배열 엘리먼트 라벨은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으로 변환한

다. 원-핫 인코딩이란 어떤 엘리먼트의 값만이 1이고, 그 외 엘리먼트의 값은 0인 표현 방

법이다.

표 3-1-4  숫자와 원-핫 인코딩

숫자 원-핫 인코딩 숫자 원-핫 인코딩

0 1,0,0,0,0,0,0,0,0,0 5 0,0,0,0,0,1,0,0,0,0

1 0,1,0,0,0,0,0,0,0,0 6 0,0,0,0,0,0,1,0,0,0

2 0,0,1,0,0,0,0,0,0,0 7 0,0,0,0,0,0,0,1,0,0

3 0,0,0,1,0,0,0,0,0,0 8 0,0,0,0,0,0,0,0,1,0

4 0,0,0,0,1,0,0,0,0,0 9 0,0,0,0,0,0,0,0,0,1

원-핫 인코딩은 분류 결과를 출력하는 데 사용한다. 10분류의 경우에는 출력을 10개 준비

하고, 이를 훈련시켜 정답의 출력을 1.0, 오답의 출력을 0.0에 수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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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시에는 출력(예상치)이 가장 높은 것을 예측 결과로 한다.

0 1 2 3 4 5 6 7 8 9

답은 2

0.05, 0.05, 0.4, 0.05, 0.05, 0.05, 0.05, 0.05, 0.05, 0.2[ ]

그림 3-1-2  추론 시 분류 출력

숫자를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하려면 to_categorical()을 사용한다.

# 데이터 세트 라벨 전처리

train_labels = to_categorical(train_labels)
test_labels = to_categorical(test_labels)

# 데이터 세트 라벨 전처리 후 형태 확인

print(train_labels.shape)
print(test_labels.shape)

(60000, 10)
(10000, 10)

3-1-6 모델 생성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생성한다.

 모델의 네트워크 구조

이번에는 전결합 레이어fully-connected later, FC Layer 3개를 쌓은 간단한 

모델을 만든다. ‘전결합 레이어’는 각 유닛이 다음 레이어의 모든 

유닛과 결합된 레이어이며, 유닛은 1-2 ‘딥 러닝 개요’에서 설명한 

뉴런에 해당한다.

 입력 레이어와 출력 레이어

3겹으로 쌓은 전결합 레이어 중 최초의 전결합 레이어가 ‘입력 레

이어’, 가장 마지막의 전결합 레이어가 ‘출력 레이어’다.

그림 3-1-3   
분류 모델의 네트워크 구조

전결합 레이어
유닛 × 256

시그모이드 함수

전결합 레이어
유닛 × 128

시그모이드 함수

전결합 레이어
유닛 × 10

소프트맥스 함수

Drop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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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설명한 3장 ‘딥 러닝’과 4장 ‘강화 학습’은 범용적인 머신러닝 방법이지만, 지금부터 소

개할 탐색은 주로 두 사람이 대결하는 유한 확정 완전 정보 게임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은 바둑, 장기 등과 같이 교대로 수를 두면서 국면을 진행하고,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은 무작

위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게임에서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처음으로 탐색의 기본이 되는 ‘미니맥스법’과 ‘알파베타법’에 관해 소개한다. 이 방법

은 지금까지 소개한 본격적인 머신러닝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게임 이론으로서 연구되어 오

던 것이다. 이들을 개선한 탐색 방법으로 ‘원시 몬테카를로 탐색’과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 등

장했으며, 복잡한 두 사람이 대결하는 유한 확정 완전 정보 게임에서도 뛰어난 효율로 탐색을 수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알파제로에서는 탐색 방법으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사용한다.

이 장의 예제에서는 모두 ‘틱택토’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각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미니맥스법

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탐색 개요에 관해서는 1-4 ‘탐색 개요’

에서 정리했으므로 해당 내용도 참고하기 바란다.

탐색

5
C H A P T E R



이 장의 목적

 ■  틱택토를 예로 들어, 탐색 방법의 출발점이 되는 미니맥스법과 알파베타법의 구조 및 구현을 이

해한다.

 ■ 효율적인 탐색을 구현하기 위한 원시 몬테카를로 탐색의 방법과 구현을 이해한다.

 ■ 원시 몬테카를로 탐색을 한층 개선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의 방법과 구현을 이해한다.

미니맥스법을 활용한 탐색 및 실행 화면. 이 장에서는 텍스트 기반의 틱택토를 실행한다.



미니맥스법을 활용한 틱택토5-1

바둑이나 장기 등에서는 이 장에서 소개하는 ‘미니맥스법’을 기반으로 탐색을 수행한다. 간단한 ‘틱택토’

를 예로 들어 그 방법을 설명한다.

5-1-1 미니맥스법이란?

미니맥스법Minimax algorith은 플레이어는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수를 선택하고, 상대는 최악

의 수를 선택한다는 가정에서 가장 좋은 수를 찾는 탐색 알고리즘이다. 다양한 탐색 알고

리즘이 존재하지만, 두 사람이 대결하는 유한 확정 완전 정보 게임에서는 미니맥스법을 많

이 사용한다. 

두 사람이 대결하는 유한 확정 완전 정보 게임에서 ‘두 사람’이란 플레이어 수가 두 명이라

는 의미이며, ‘대결’이란 말은 플레이어 사이에 이해가 완전히 대립(한 플레이어가 이익을 얻으

면 다른 플레이어는 동시에 손해를 얻는)한 상태, ‘유한’이란 게임에서 둘 수 있는 수의 숫자가 유

한한 상태, ‘확정’이란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은 무작위적인 요소가 없는 상태, ‘완전 정보’

란 모든 정보가 두 플레이어 모두에게 공개된 상태임을 의미한다. 알파제로를 대상으로 하

는 ‘바둑’, ‘장기’, ‘체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5-1-1은 현재 국면에서 미래 수(여기서는 3수 앞까지)의 국면을 조사해 리프 노드leaf node의 

상태 평가를 계산한 ‘게임 트리’다. 상태 평가 계산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지만, 여기서

는 무언가의 계산으로 이와 같은 상태 평가를 했다고 생각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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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다음 한 수

리프 노드
(전개한 국면)

루트 노드
(현재 국면)

3 3 4 5 5 91 1

그림 5-1-1  두 사람이 대결하는 유한 확정 완전 정보 게임의 게임 트리 예시

리프 노드의 상태 평가로부터 각 노드의 상태 평가를 다음 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 자신의 국면(사각) 노드는 그 자식 노드 상태 평가의 최댓값을 상태 가치로 함

• 상대방의 국면(원) 노드는 그 자식 노드 상태 평가의 최소값을 상태 가치로 함

선택한
다음 한 수

후 수의 국면

선 수의 국면
자식 노드의 최댓값 선택

후 수의 국면
子자식 노드의 최소값 선택

선 수의 국면
자식 노드의 최댓값 선택

3

3 5 1

3

3

1

9

3 4 5 5 91 1

그림 5-1-2  리프 노드로부터 규칙에 따라 상태 평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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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 노드의 자식 노드 중에서 평갓값이 높은 노드가 가장 좋은 수가 된다. 이 예시에서는 

왼쪽 수가 최선의 수다.

5-1-2 틱택토 작성

먼저, 틱택토 게임 국면을 나타내는 클래스 ‘State’를 작성한다.

 State의 멤버 변수

State의 멤버 변수는 다음 두 가지다.

표 5-1-1  State의 멤버 변수

멤버 변수 타입 설명

pieces list 내 돌의 배치

enemy_pieces list 상대방 돌의 배치

돌은 3×3의 눈금을 길이 9의 배열로 표현한다. 돌이 존재하는

그림 5-1-3  틱택토의 

위치는 1차원 배열로 표시

 

경우는 1,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0이 된다. 판에서의 위치와 각 

숫자의 관계는 그림 5-1-3과 같다.

 State 메소드

State 메소드는 다음 7가지다.

표 5-1-2  State의 메소드

메소드 설명

__init__(pieces=None, enemy_pieces=None) 틱택토 국면 초기화. 인수는 자신의 돌의 배치 및 

상대방 돌의 배치

piece_count(pieces) 돌의 수를 취득

is_lose() 패배 여부

is_draw() 무승부 여부

is_done() 게임 종료 여부

next(action) 행동에 대해 다음 상태 반환

legal_actions() 둘 수 있는 수 취득. 반환값은 둘 수 있는 수의 행동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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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틱택토 게임의 예제 코드다.

‘next()’는 행동에 따라 다음 상태를 취득한다. 행동은 돌을 배치하는 매스의 위치를 0~8의 

숫자로 지정한다.

‘legal_actions()’는 둘 수 있는 수의 리스트, 즉 선택 가능한 행동을 의미한다. 틱택토에서는 

비어 있는 위치 모두가 해당한다.

# 틱택토 생성

import random

# 게임 상태

class State:
    # 초기화

    def __init__(self, pieces=None, enemy_pieces=None):
        # 돌 배치

        self.pieces = pieces if pieces != None else [0] * 9
        self.enemy_pieces = enemy_pieces if enemy_pieces != None else [0] * 9

    # 돌의 수 취득

    def piece_count(self, pieces):
        count = 0
        for i in pieces:
            if i == 1:
                count +=  1
        return count

    # 패배 여부 판정

    def is_lose(self):
        # 돌 3개 연결 여부

        def is_comp(x, y, dx, dy):
            for k in range(3):
                if y < 0 or 2 < y or x < 0 or 2 < x or \
                    self.enemy_pieces[x + y * 3] == 0:
                    return False
                x = x + dx
                y = y + dy
            return True

        # 패배 여부 판정

        if is_comp(0, 0, 1, 1) or is_comp(0, 2, 1, -1):
            return True
        for i in range(3):
            if is_comp(0, i, 1, 0) or is_comp(i, 0, 0, 1):
                return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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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False

    # 무승부 여부 판정

    def is_draw(self):
        return self.piece_count(self.pieces) + self.piece_count(self.enemy_pieces) == 9

    # 게임 종료 여부 판정

    def is_done(self):
        return self.is_lose() or self.is_draw()

    # 다음 상태 얻기

    def next(self, action):
        pieces = self.pieces.copy()
        pieces[action] = 1
        return State(self.enemy_pieces, pieces)

    # 둘 수 있는 수의 리스트 얻기

    def legal_actions(self):
        actions = []
        for i in range(9):
            if self.pieces[i] == 0 and self.enemy_pieces[i] == 0:
                actions.append(i)
        return actions

    # 선 수 여부 판정

    def is_first_player(self):
        return self.piece_count(self.pieces) == self.piece_count(self.enemy_pieces)

    # 문자열 표시

    def __str__(self):
        ox = ('o', 'x') if self.is_first_player() else ('x', 'o')
        str = ''
        for i in range(9):
            if self.pieces[i] == 1:
                str += ox[0]
            elif self.enemy_pieces[i] == 1:
                str += ox[1]
            else:
                str += '-'
            if i % 3 == 2:
                str += '\n'
        return 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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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랜덤 행동 선택

무작위로 행동을 선택하는 함수를 작성한다. legal_actions()에서 둘 수 있는 수의 리스트를 

얻고, 그 중에서 무작위로 수를 선택한다.

# 랜덤 행동 선택

def random_action(state):
    legal_actions = state.legal_actions()
    return legal_actions[random.randint(0, len(legal_actions)-1)]

5-1-4 랜덤 대 랜덤의 대전

랜덤과 랜덤으로 틱택토를 대전시킨다. 게임 종료까지 ‘행동 얻기’과 ‘다음 상태 얻기’를 반

복한다. 틱택토가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해 보자.

# 랜덤과 랜덤의 대전

# 상태 생성

state = State()

# 게임 종료 시까지 반복

while True:
    # 게임 종료 시

    if state.is_done():
        break

    # 행동 얻기

    action = random_action(state)

    # 다음 상태 얻기

    state = state.next(action)

    # 문자열 표시

    print(state)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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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미니맥스법을 활용한 상태 가치 계산

미니맥스법으로 상태(국면)의 가치를 계산하는 함수를 작성한다. State를 전달하면 상태 가

치(클수록 승리 확률이 높은 값)를 반환한다.

 게임이 종료된 경우

상태가 게임 종료인 경우에는 상태 가치 ‘-1: 패배’, ‘0: 무승부’를 반환한다.

 게임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상태가 게임이 종료되지 않으면 둘 수 있는 수별로 상태 가치를 계산하고, 그 최댓값을 반

환한다. 둘 수 있는 수의 상태 가치는 재귀적으로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조사해 계산한다.

미니맥스법에서는 선 수(자신)는 자신에게 가치가 높은 수를 선택하고, 후 수(상대)는 선 수

에 대해 가치가 낮은 수를 선택한다. 여기에서 가능한 상태 가치를 얻을 때 부호를 반전시킴

으로써 선 수와 같이 후 수에도 가치가 높은 수를 선택하면 좋은 경우가 된다.

즉, ‘score = -mini_max(state.next(action))’과 같이 부호를 반전시킴으로써 선/후 수에 관

계없이 상태 가치의 최댓값을 반환하도록 한다. 미니맥스법을 간단하게 구현하는 이 방법을 

네가티브맥스법Negative-max algorithm이라고 부른다.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재귀적으로 조사해서 계산하는 작업에 대한 비용이 꽤 높지 않

을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국면에서부터 가능한 모든 수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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