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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기계학습”특집을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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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에 Turing은 Mind지에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생각하는 기

계”(Thinking Machines)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컴퓨터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튜링이 사실은 인공지능의 아버지

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논문이 발표된 저널의 이름이 Mind라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선견지명이었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튜링의 논문에 이미 기계학습(“The idea of learning machine ...”, p. 458)
에 대한 언급과 자연의 진화를 모방한 탐색 기법(“... learning process ... search ... analogous process of evolution.”, p. 
459)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Turing의 Thinking Machines에 대한 꿈을 완성하려는 인

간수준의 인공지능(Human-Level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인공지능에 대한 큰 질문(Big Questions)을 던지기 위해서 2010년 11월에 한국정보과학회 산하의 여러 관

련 연구회가 연합하여 컴퓨터지능 소사이어티(KIISE Society for Computational Intelligence)를 설립하였다. 본 특집호

는 KSCI 소사이어티의 창립을 기념하는 특집호이기도 하다.

이 특집호의 주제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계학습의 역사는 인공지능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기계학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중반에 Machine Learn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Approach (Edited by Michalski, Carbonell & Mitchell, 1984)와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Explorations in the Microstructures of Cognition (Vols. I & II, Edited by Rumelhart & McClleland, 1987)이 출간되면

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경망을 통해서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기계학습은 핵심적인 인공지능 기술이 되

었다. 1990년대를 통해서 인터넷과 웹이 보편화되고 정보검색, 데이터마이닝, 전자상거래, 추천서비스가 늘어나고,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의 사용과 모바일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지능형 데이터 분석 기술인 기계학습은 그 중요

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특집호는 인공지능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계학습의 활용사례를 기술하는 10편의 논문으

로 구성되었다. 응용 분야로는 비디오 마이닝, 자연어 분석, 브레인-컴퓨터 인터페이스, 컴퓨터 게임, 의료영상처리, 
유전체학, 바이오텍스트 마이닝,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병렬프로그램 최적 설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SNU Videome Project: 인간수준의 비디오 학습 기술”(서울대 장병탁)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디오를 학습데

이터로 이용하여 기계를 교육하는 Videome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비디오 분석을 위한 현재 기계학습 기술의 도전 

과제를 살펴하고 비디오 학습 기술이 인간수준의 인공지능 실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한다. 하이퍼네트

워크 기반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TV 드라마와 아동만화 비디오를 학습하는 최근 실험 결과들을 기술한다.

“정보추출에서의 반교사 기계학습”(포항공대 김석환, 이근배)은 비구조화된 자연어 문서로부터 구조화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위한 기계학습 기술을 다룬다. 최근의 연구 동향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고 교사 학습 방법론

의 단점인 훈련 데이터 구축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은 양의 훈련 데이터 또는 종자 데이터만으로 동작하

는 반교사 학습 방법론을 기술한다. 

“부분관찰 마코프 의사결정 과정을 이용한 지능형 에이전트 구현”(KAIST 김동호, 김기응)은 고전적인 지능형 에

이전트 설계 기술에 대한 부분관찰 마코프 의사결정 과정(POMDP)을 이용하여 지능형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기계학

습 기반의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이를 대화 기반 시스템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적용한 사례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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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Competition과 기계학습”(세종대 김경중과 연세대 조성배)은 최근의 게임 경진대회 동향을 살펴보고 기계

학습을 사용한 게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다룬다. 단순히 가장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신 “사람

을 얼마나 즐겁게 하는가”, “새로운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 등 현실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학습

이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를 논한다.

“의료영상 처리에서의 기계학습 응용사례”(전남대 박상철, 이명은, 김수형)에서는 의료영상 분할, 영상 정합, 컴퓨

터 보조 진단 시스템, 내용기반 검색을 위한 기계학습 기술을 소개한다. 특히 신경망, 최근거리 이웃법, 유전자 알

고리즘, 가우시안 믹스쳐 방법, 엔트로피 기반의 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양과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

안들을 소개한다.

“서열 모티프 발굴을 위한 확률 그래프 모델”(포항공대의 김종경, 최승진)은 생물정보 분석을 위한 기계학습 기

술을 다룬다. 전사 인자가 인식하는 DNA 서열 패턴을 발굴하는 확률 그래프 모델과 통계적 기계 학습 방법론을 

기술한다. 이 방법은 데이터에 내재된 확률 패턴 외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는 점에서 다른 접근 방법들에 비하여 유용하며 이를 위한 추론 및 학습 방법을 다룬다.

“커널을 이용한 바이오 개체간 상호작용 추출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연구 동향”(서강대 김선호, DBCLS 김진동, 
서강대 서정연, 박석)은 커널 학습 기반 바이오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다루고 있다. 바이오 개체간 상호작용 정보 추

출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연구 동향을 기술한 후 적용된 기계학습 기법들을 구조적 유사성을 이용한 커널 방법론

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자연어 처리 관점의 텍스트 분석 기법들을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웹 겁색과 데이터 마이닝 - 현재와 미래”(고려대 최재훈, 이선원, 이준규, 강재우)에서는 검색기술이 사실기반 검

색에서 통찰기반 검색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발전 발향을 논하고 이를 차세대 

웹 검색과 UCC 분석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룬다.

“평생전자건강진료기록 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연구 동향”(인하대 조인숙, 관동대 김정아, 경북대 김일곤)
은 기계학습의 중요한 응용 분야 중의 하나인 유헬스와 의료서비스 분야의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평생전자건강진료기록(EHR)을 배경으로 국내 EHR 핵심공통기술 연구개발사업단과 여기에서 진행된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CDSS) 연구 동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본 특집호의 특집 II 논문으로 수록된 “이종 병렬컴퓨팅 환경에서 기계학습을 이용한 접근방법”(서울

대 다오탄뚜안, 김정원, 이재진)은 이종의 멀티코어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병렬 프로그램이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향

으로 타깃 코어의 종류(CPU 또는 GPU)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제안하고 그 과정을 자동화하는 프

레임워크 구현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특집호에 소중한 연구 결과들이 수록될 수 있도록 옥고를 제출해 준 저자들께 감사한다. 지면 관

계상 더욱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포함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모쪼록 여기에 포함된 샘플들이 기계학

습 관련 연구자들의 교육과 연구 방향 정립에 도움을 주고 국내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귀중한 사료가 되었으면 하

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