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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링튜링 머신머신

테이프테이프, , 헤더헤더, , 내부상태내부상태, , 작동규칙을작동규칙을 가지고가지고 있는있는 가상의가상의 기계기계

Universal Turing MachineUniversal Turing Machine
Turing ThesisTuring Thesis
–– 디지털디지털 컴퓨터가컴퓨터가 할할 수수 있는있는 모든모든 계산은계산은 튜링머신이튜링머신이 할할 수수 있다있다..

이이 때때 시간적시간적, , 공간적공간적 복잡도는복잡도는 고려고려 대상이대상이 아니다아니다..
Halting ProblemHalting Problem

Read-write Head

Control Unit

Tape



튜링머신과튜링머신과 컴퓨터컴퓨터

컴퓨터의컴퓨터의 등장등장
–– 물리적인물리적인 메커니즘을메커니즘을 제어하는제어하는 기계의기계의 발전발전

시계시계, , 뮤직박스뮤직박스, , 직조기직조기, , 인쇄기인쇄기 등등

–– 추상적인추상적인 개념을개념을 조작하는조작하는 기계의기계의 발전발전
주판주판, , 기계식기계식 계산기계산기, , 홀러리스홀러리스 머신머신 등등

–– 이산기계와이산기계와 연속기계연속기계 / / 동력동력 및및 정보정보 자율성자율성 / online/ online--ballistic controlballistic control
–– 전기전기 공학과공학과 재료재료 공학의공학의 발전발전

컴퓨터의컴퓨터의 특징특징
–– 물리적인물리적인 유한성유한성
–– 효율성효율성
–– 개별성개별성

결론결론
–– 튜링머신은튜링머신은 컴퓨터와컴퓨터와 관련이관련이 없다없다!!



튜링머신과튜링머신과 인공지능인공지능

인간과인간과 동물의동물의 뇌는뇌는 항상항상 유한하다유한하다..

인간과인간과 동물의동물의 지능에서지능에서 속도는속도는 매우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

인간과인간과 동물의동물의 어떠한어떠한 기관도기관도 만능이만능이 아니다아니다..

인간과인간과 동물의동물의 지능적지능적 행동은행동은 언제나언제나 외부와의외부와의 상호작용을상호작용을 고려한다고려한다..

결론결론

–– 튜링머신은튜링머신은 인공지능과인공지능과 관련이관련이 없다없다!!



컴퓨터와컴퓨터와 인공지능인공지능

인공지능의인공지능의 연구연구 대상인대상인 지능적지능적 행동행동 체계는체계는 환경을환경을 제어하고제어하고 추상추상
적인적인 실체를실체를 다루는다루는 기능을기능을 통합하는통합하는 행동들이다행동들이다..

–– 시각시각

–– 자연어자연어 처리처리

–– 학습학습

–– 계획계획

–– 도식적도식적 추론추론

–– 로봇로봇 제어제어

–– 전문가전문가 시스템시스템

–– 인터넷인터넷 에이전트에이전트

–– 분산분산 지능지능

–– 기타등등기타등등



컴퓨터와컴퓨터와 인공지능인공지능 (cont(cont’’))
인공지능인공지능 연구에연구에 영감을영감을 준준 컴퓨터의컴퓨터의 특징들특징들

F1. F1. 무수히무수히 많은많은 내부내부 상태상태(internal state)(internal state)를를 갖는다갖는다. . 

F2. F2. 행동행동 규칙이규칙이 내부내부 상태의상태의 일부에일부에 의해의해 결정된다결정된다. . 

F3. F3. 이산적이다이산적이다. . 

F4. F4. 내부내부 상태를상태를 읽고읽고 쓸쓸 수수 있다있다..

F5. F5. 행동행동 규칙을규칙을 스스로스스로 변경할변경할 수수 있다있다. . 

F6. F6. 물리적인물리적인 변환장치변환장치(transducer)(transducer)를를 통해통해 외부와외부와 연결된다연결된다..

F7. F7. 스택스택 구조를구조를 갖는다갖는다. (procedure control stack). (procedure control stack)

F8. F8. 인터럽트를인터럽트를 처리한다처리한다. (Interrupt handling). (Interrupt handling)

F9. F9. 다중처리를다중처리를 한다한다. (Multiprocessing). (Multiprocessing)

F10. F10. 다양한다양한 크기의크기의 데이터데이터 덩어리를덩어리를 다룰다룰 수수 있다있다. . 

F11. F11. 스스로를스스로를 감시감시//제어제어 할할 수수 있다있다. . 



컴퓨터와컴퓨터와 인공지능인공지능 (cont(cont’’))
결론결론

–– 컴퓨터와컴퓨터와 인공지능은인공지능은 매우매우 관련이관련이 깊다깊다!!



정신의정신의 무한성과무한성과 컴퓨터의컴퓨터의 유한성유한성

인간인간 정신의정신의 무한성무한성
–– 문법적문법적 능력능력

The cat sat on the mat.The cat sat on the mat.
The The brwonbrwon cat sat on the mat.cat sat on the mat.
The big brown cat sat on the mat.The big brown cat sat on the mat.
The big brown cat sat on the mat in the corner.The big brown cat sat on the mat in the corner.
……

–– 수학적수학적 능력능력
((상상할상상할 수수 있는있는 가장가장 큰큰 자연수자연수) * 2) * 2
상상할상상할 수수 있는있는 가장가장 복잡한복잡한 수식수식 + 1+ 1

컴퓨터의컴퓨터의 물리적인물리적인 유한성유한성
–– 우주는우주는 유한하다유한하다..

튜링머신의튜링머신의 무한무한 테이프테이프
–– 컴퓨터보다는컴퓨터보다는 튜링머신이튜링머신이 인간인간 지능에지능에 더더 가깝지가깝지 않은가않은가??



정신의정신의 무한성과무한성과 컴퓨터의컴퓨터의 유한성유한성

인간인간 정신의정신의 유한성유한성
–– 인간의인간의 수명은수명은 유한하다유한하다

–– 누구도누구도 무한히무한히 긴긴 문장을문장을 만들어낼만들어낼 수는수는 없다없다..

–– 실제로실제로 문장이문장이 어느어느 정도정도 이상이상 길어지면길어지면 이해하지이해하지 못한다못한다..

Infinite competence Infinite competence vsvs performance limitationperformance limitation
–– 인간의인간의 언어언어 능력에는능력에는 performance limitationperformance limitation이이 있으나있으나 동시에동시에

Infinite competenceInfinite competence가가 존재한다존재한다..

컴퓨터에서도컴퓨터에서도 infinite competenceinfinite competence를를 구현할구현할 수수 있다있다..
–– Factorial FunctionFactorial Function



결론결론

인공지능과인공지능과 컴퓨터는컴퓨터는 서로서로 관련이관련이 깊다깊다. . 

튜링머신은튜링머신은 어느어느 쪽과도쪽과도 별로별로 관련이관련이 없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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