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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튜링 테스트



튜링 테스트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1950)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Alan-Turing-criador-do-primeiro-computador-a-quem-
deu-inteligencia-artificial_fig1_242109725

https://botsociety.io/blog/2018/03/the-turing-test/



생각하는 기계

Deep Blue Watson AlphaGo

1997 2011 2016

https://www.youtube.com/watch?v=NJarxpYyoFI https://www.youtube.com/watch?v=WFR3lOm_xhE https://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google-
computer-beats-go-grandmaster-in-second-machine-
versus-human-game-in-seoul

http://www.youtube.com/watch?v=NJarxpYyoFI
http://www.youtube.com/watch?v=WFR3lOm_xhE


튜링테스트와 기능주의

기능주의

물리주의

계산주의 (마음이론)

https://wikivisually.com/wiki/Turing_test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Turing (1950) : Can Machines Think? – 9 Objections
1. 신학적 반론 (The Theological Objection)
2. 두려움 반론 (The ‘Heads in the Sand’ Objection)
3. 수학적 반론 (The Mathematical Objection)
4. 의식성 반론 (The Argument from Consciousness)
5. 무능력 반론 (The Argument from Various Disabilities)
6. 창의성 반론 (Lady Lovelace’s Objection)
7. 신경시스템 반론 (The Argument from Continuity in the Nervous System)
8. 행동의 비형식화 반론 (The Argument from Informality of Behavior)
9. 초감각 지각 반론 (The Argument from Extra-Sensory Perception)

Dreyfus (1972)

Dreyfus (1992)

What Computer Can’t Do: A Critique of Artificial Reason

What Computer Still Can’t Do: A Critique of Artificial Reason



2-2. 중국어 방 논증



중국어 방 논증

Searle (1980,1984) : 중국어 방 논증 (Chinese Room Argument)

컴퓨터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그것의 형
식적이고 통사론적 구조에 의해 정의된
다.

전제 3

뇌는 마음을 발생시킨다.
전제 1

통사법은 의미론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
다.전제 2

마음은 의미론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전제 4



중국어 방 논증

Searle (1980,1984) : 중국어 방 논증 (Chinese Room Argument)

마음을 발생시키는 뇌의 기능이 작동하는 방
식은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능
력에 의한 것 만은 아니다.

결론 1

결론 2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도 그 스스로에 의해 마
음의 시스템과 같은 효과를 주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프로그램은 마음이 아니다.

마음을 가진 (혹은 마음을 발생시키는) 모든
것들은 최소한 뇌와 동등한 수준의 인과력
(Causal Powers)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결론 3



2-3.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

좁은 인공지능과 넓은 인공지능

Narrow AI vs. broad AI, Specialist vs. generalists

Expert systems = Narrow AI

강인공지능 vs.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 인간의 지능과 동등한 지능이 기계로 구현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

약인공지능 : 기계에 지능을 구현하는 것이 인간 지능이해에 도움이
되고 유용하다는 입장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

인간 수준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Human-level AI

AGI =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특이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

Superhuman AI

AGI vs. strong AI



인공지능의 수준

Narrow AI

AI with Deep Learning

Cognitive AI

Superhuman AI

Agency

1990 2010 2020

Follows given 
goals and methods

Works out own methods,
follows given goals

Works out 
own goals

20301980

Human-Level AI = AGI

Modified from Eliezer Yudkowsky & David Wood

2050

Free WillTechnology

Time



2-4. 특이점



특이점

Ray Kurzweil

https://geopolicraticus.wordpress.com/2010/12/21/three-futures/

https://ameblo.jp/stepoverus/entry-12031097480.html

https://www.marketingfacts.nl/berichten/20120201_yuri_van_geest_nederlan
dse_ambassadeur_singularity_university



지능 폭발 (Good, 1965)



슈퍼 지능

https://www.singularityweblog.com/tag/ray-kurzweil/page/3/
https://blogs.agu.org/mountainbeltway/2015/12/27/
superintelligence-paths-dangers-strategies-by-nick-bostrum/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Zkd2ojHutqGWqM&tbnid=M-ZlhUuJifKVGM:&ved=0CAUQjRw&url=http://www.escapistmagazine.com/forums/read/528.340737-Why-youll-be-immortal-if-youre-still-alive-in-2040?page=3&ei=PdzHUZrRO8iUiQe1m4D4AQ&psig=AFQjCNFZGA5mXyKQyTuCPmGrC5HcAtS-Hw&ust=1372138813462586


2-5. 의식의 문제와 인공지능



의식의 문제와 인공지능

의식 (Consciousness)

The state or quality of awareness or of being aware of an external 
object or something within oneself 

Sentience, awareness, qualia, subjectivity, the ability to experience 
or to feel, wakefulness, having a sense of selfhood or soul, the fact 
that there is something “that it is like” to “have” or “be” it, and the 
executive control system of the mind

지향성 (Intentionality)

행위성 (Agency)

자유의지 (Free Will)

믿음, 욕망, 의도 (Belief, Desire, Intention; BDI))



자유의지 (Free Will)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eterminismXFreeWill.svg



Libet의 실험

http://271828.egloos.com/v/980765

https://elsemanario.com/colaboradores/jose-luis-diaz-gomez/287404/voluntad-libre-albedrio-
y-determinismo-cerebral/



인공지능 로봇

https://www.youtube.com/watch?v=nNbj2G3GmAo

Humanoid Robot Nao (Aldebaran)



인공지능 로봇

https://www.youtube.com/watch?v=ER0YlLUC400&t=5s

Emotion Robot Pepper (SoftBank)



인공지능 로봇

https://www.youtube.com/watch?v=W0_DPi0PmF0

Life-Like Robots (Hanson Robotics)



인공지능 로봇

https://www.youtube.com/watch?v=rVlhMGQgDkY

Atlas (Boston Dynamics)



2-6. 인공지능과 인간의 삶



인공지능과 인간의 삶

https://www.youtube.com/watch?v=6QRvTv_tpw0

Her (2013)



인공지능과 인간의 삶

https://www.youtube.com/watch?v=q4y8YAMPFhk

Robot & Frank (2012)



인공지능과 인간의 삶

https://www.youtube.com/watch?v=z5YMEwX2-88

Bicentennial Man (1999)



인공지능과 인간의 삶

https://www.youtube.com/watch?v=EoQuVnKhxaM

Ex Machina (2015)



2-7. 요약



제2강 요약 및 정리

인공지능은, 지능을 유기체로 구현하든 반도체로 구현하든 그 물질에 상관
없이 인간과 같은 지능이 구현 가능하다고 보는 기능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출발하였다. 이는 강인공지능의 입장이다.

그러나 많은 실제적인 인공지능 연구자는 약인공지능의 입장을 취한다. 즉,
비록 사람의 지능과 똑 같은 기계 지능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을
지 모르지만,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사람의 지능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유용한 기술을 제공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혹자는 향후 (약 2049년 정도에)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등장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를 특이점이라고 한다.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또는 기계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철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이러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기계가 행위성과 믿음, 욕망, 의지 (BDI)와 같은 특성을 갖는 것은 인간수준
의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2-8. 숙제



Homework

[Searle, 2015] Consciousness in Artificial Intelligence, 
Video (70 minutes), Talks at Google, 2015. 

Q :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John 
Searle의 주장을 설명하시오.

[Kurzweil, 2017] Human-Level AI Is Just 12 Years 
Away (60 minutes).

Q :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특이점이 올 수 있
는가?
온다면 언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Ray Kurzweil의 주장
을 설명하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rHKwIYsPXLg
https://www.youtube.com/watch?v=JiXVMZTyZRw&t=318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