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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공지능의개념



인공지능의 개념

인공지능 = Artificial�Intelligence�=�AI

사람처럼생각하고사람처럼행동하는기계(SW,�컴퓨터, 로봇)를 만드는연구 (Study�

of�building�machines that think�and�act like�humans)

사람처럼보고듣고느끼고말하고행동하는기계를만드는연구

(Study�of�building�machines�that�see,�hear,�feel,�talk,�and�act�like�humans)

사람이 하면지능을필요로하는일을기계가할수있도록하는연구

현재로서는사람이기계보다잘하는일을기계가할수있게하는연구



인공지능의 개념

네가지접근방법 (e.g.�Russell�&�Norvig (2010))

(1)�Thinking�rationally:�The�“laws�of�thought”�approach

(2)�Acting�rationally:�The�rational�agent�approach

(3)�Thinking�humanly:�The�cognitive�modeling�approach

(4)�Acting�humanly:�The�Turing�Test�approach

Rationally Humanly

Thinking (1) (3)

Acting (2) (4)



1-2. 인공지능 연구분야



인공지능 연구 분야

기능적분류 (Function)

지각, 인지, 행동

과정적분류 (Process)

지식표현, 문제해결, 탐색, 추론, 학습

양상적분류 (Modality)

시각, 언어, 동작(로봇)

활용 분야 (Applications)

자연언어처리, 음성인식, 챗봇, 대화시스템

컴퓨터비전, 물체 인식/추적, 로보틱스

추천시스템, 진단 시스템, 의사결정

제조, 금융, 의료, 교육, 게임, 공공, 국방, 과학

https://naturpedia.ro/oamenii-se-pot-indragosti-de-roboti/roboti/



1-3. 학제적 연구로서의인공지능



학제적 연구로서의 인공지능

효용을최대화하도록어떻게의사결정을
할것인가?

경제학

뇌에서마음이어떻게생성되는가?철학

불확실한정보하에서어떻게추리하는가?수학

제어공학

Alan Turing

인공물이어떻게스스로를제어하는가?

Herbert Simon

https://johnmasserini.com/tag/diversity/

www.cs.cmu.edu/simon/memorial.html



학제적 연구로서의 인공지능

효율적인컴퓨터를어떻게만들것인가?
컴퓨터
공학

사람과동물이어떻게사고하고행동하는가?심리학

언어가어떻게사고와관련되는가?언어학

뇌에서정보처리가어떻게일어나는가?신경과학

https://islamiacu.blogspot.com/2012/1
2/satisfaccion-de-las-necesidades.html



1-4. 인공지능의역사



인공지능의 역사

1950-1970:�태동기

튜링의사고기계제안(1950):�Thinking�Machines�

인공지능탄생(1956):�Dartmouth�Conference

열정, 과열, 냉각(1960-1973):�Lighthill Report�(1973)

1970-1990: 제1차 AI�산업화

IJCAI�학회 창립(1969),�AAAI�학회 창립(1980)

지식기반전문가시스템(1975-1985)의 산업화

AI�빙하기 (“AI�Winter”)

https://www.macrumors.com/2018/03/14/s
iri-has-turned-sour-report/



인공지능의 역사

1990-2010: 과학적방법론의도입

신경망(1986)과 머신러닝연구

베이지안넷(1988)과 확률적추론연구

지능형에이전트(1995)와 로보컵대회(1997)

2010-현재: 제2차 AI�산업화

인터넷/웹/모바일/소셜데이터와머신러닝의산업화

왓슨, 시리,�자율주행차 (2011)

딥러닝의기술의산업화 (2012-현재)

https://www.doc.ic.ac.uk/~hh4017/History
https://pt.Wikipedia.org/wiki/RoboCup

https://www.theregister.co.uk/2017/07
/19/ibm_q2fy2017_results/

Plug.hani.co.kr/futures/2727033

https://www.macrumors.com/2018/03/14/siri-has-turned-sour-report/



1-5. 인공지능 패러다임



인공지능 연구 패러다임

합리론, 연역추론

분석적, 순차적

시스템 2 (a�la Kahneman)

논리적시스템

명제적/언어적표현

사고과정

하향식 (top-down)

가설/지식기반

규칙시스템 (전문가시스템)

1) 기호주의 AI (1세대)   1955-1985

[Zhang, 2018]  Zhang,�B.-T.,�Human�Intelligence�and�Machine�
Intelligence:�Cognitive�Artificial�Intelligence�(in�Korean),�



인공지능 연구 패러다임

경험론, 귀납추론

직관적, 병렬적

시스템 1�(a�la Kahneman)

확률적시스템

이미지/시각적표현

지각과정

상향식 (bottom-up)

센서/데이터기반

신경망시스템 (딥러닝)

2) 연결주의 AI (2세대)   1985-2015

[Zhang, 2018] 



인공지능 연구 패러다임

구성론,�동적추론

분석+직관,�병렬순차적

시스템 3 (New)

동역학시스템

행동적표현

행동과정

상하향순환구조 (mutual,�interactive)

가설+데이터상호작용

인지에이전트,�지능 로봇

3) 인지주의 AI (차세대)   2015-present

[Zhang, 2018] 



1-6. 인공지능 응용사례



인공지능 응용 사례 1

Gaming�(DeepMind)



인공지능 응용 사례 2

Art�(Deep�Learning)



인공지능 응용 사례 3

Machine�Translation�(Skype�Translator)



인공지능 응용 사례 4

Self-driving�Cars�(Google)



인공지능 응용 사례 5

Autonomous�Robots�(TU�Munich�&�Bremen�Univ.)



1-7.�요약



제1강 요약 및 정리

인공지능은사람처럼생각하고사람처럼행동하는기계를만들려는야심찬프로
젝트로 1950년대에출발하였다.

1980년대빙하기를겪었으나그후머신러닝, 확률추론, 지능형에이전트연구
를통해서새로운과학적기반을마련하였다.

최근 딥러닝을통해서인공지능기술이영상처리, 언어처리, 빅데이터분석등에
획기적인성과를얻고있으며, 소셜미디어, 추천서비스, 스마트가전,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로봇등에산업화되고있다.

제1세대의기호주의인공지능은(1955-1985) 합리론에기반하여규칙을프로
그래밍하는방식으로추론하는전문가시스템을개발하였다.

제2세대의연결주의인공지능은(1985-2015) 경험론에기반하여데이터를머
신러닝하는방식으로학습하는신경망시스템을개발하였다.

앞으로의제3세대인공지능은(2015-) 센서와 모터를갖추고실세계환경에서
지각행동하며경험을통해서체화된지식을스스로만들어가는구성주의적인지
시스템(로봇)으로발전할것이다.



1-8.�숙제



Homework

[McCarthy�et�al,�1955]�A�Proposal�for�the�Dartmouth�Summer�Research�P
roject�on�Artificial�Intelligence,�August�31,�1955.�

Q:�1955년에제안한인공지능연구주제는무엇이며이중에서 60여년이지난현재까지많이
발전된기술은무엇이며상대적으로발전하지못한기술은무엇인가?

[Turing,�1950]�Turing,�A.�M.,�Computing�Machinery�and�Intelligence,�59(
236):�433-460,�1950.

Q:�컴퓨터는수행하도록프로그램된것만실행하기때문에스스로생각할수없다는주장(소
위 Lady�Lovelace’s�Objection)에 대한튜링의반박논지를간략히설명하시오.

[Zhang,�2018]�Zhang,�B.-T.,�Human�Intelligence�and�Machine�
Intelligence:�Cognitive�Artificial�Intelligence�(in�Korean),�Communications�
of�the�KIISE,�36(1):27-36,�2018.

Q: 현재기계의지능이인간의지능과가장다른점들은무엇이며, 인공지능이인간지능으로
부터배울점은무엇인가?

다음의 논문을 읽고 질문 Q에 대해 각각 1페이지 이내로 논술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