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역사
2012103398 생물학과 심정보

인공지능 ai
£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인간지능을 본 딴 고급 컴퓨터프로그
램을 말한다. 과거의 인공지능은 확정된 환경에서 유한개의 솔루
션을 탐색하는 일이었다. 인공지능은 곧 논리였고, 이에 따른 탐
색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환경도 매우 불확정적이고, 솔루션도
미리 유한개로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기계학습은 이런
문제들을 “데이터 중심의 판단”으로 풀어간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의 등장
£ 1955년 컴퓨터 과학자 존 매카시(John Macarthy)가 발표한
<지능이 있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과학과 공학>이라는 논문에
처음 등장했다. 그는 1956년 다스머스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
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뇌를 모사한 인공지능을 뜻하는
퍼셉트론(Perceptron)이라는 용어도 이 시기에 탄생했다. 그에
게는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잠수함이 항해를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다.

튜링 테스트
£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Alan Turing)이 제안한 인공지능 판별법을 말
한다.
£ 이러한 견해는 인공지능의 개념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그의 이름을
딴 '튜링 테스트'는 인공지능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었다.
£ 튜링은 포괄적 논리만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실험 방법과 판별 기준
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 컴퓨터와 대화를 나누어 컴퓨터의 반응을 인간의 반응과 구별할 수 없
다면 해당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history
£ 1960년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 연구가 본격화됐다. 일부 성공적인 결
과는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크게 부풀렸다. 하지만, 여러 문제
점이 불거지면서 이런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 1970년대 초까지 인간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인공지능을 구현하
려는 연구가 계속됐다. 1969년 마빈 민스키와 세이무어 페퍼트가 퍼셉
트론으로 XOR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 1970~1980년대로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이 나온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지식 베이스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쌓는다.
사람이 컴퓨터에 무릎이 왜 아픈지 물어보면 그 동안의 데이터를 검색,
유추해서 마치 직접 추론한 것처럼 행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한계
가 왔다.

튜링테스트에 대한 반박
£ 중국어 방 논증(The Chinese Room Argument)

£ 미국의 언어철학자 존 설(John Searle)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
다는 튜링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중국어 방 논증을 제시했다.

£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영어 화자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 화자는 어떤 방
에 갇혀 있으며, 임의적으로 주어지는 중국어 기호에 대하여 언어적 응답
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방에는 중국어 표현이 어떤 영어 표
현에 상응하는지 알려주는 규칙 지침서가 있다. 이 지침서는 일반 사전이
아니라, 어떤 중국어 표현의 모양새가 어떤 표현에 상응하는지를 보이는
구문론적 규칙을 설명하는 지침서이다.

£ 해당 화자에게 중국어로 쓰여진 질문지가 영어 화자에게 주어진다. 화
자는 지침서를 통해 주어진 질문에 대한 중국어 대답을 찾고, 중국어 기
호와 규칙 지침서를 능숙하게 처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종이에 적어
제출한다. 그 결과 중국어가 모국어인 화자들조차 방 안의 영어 화자가
중국인이라고 믿게 된다. 이 기계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할 수 있
으며, 따라서 이 기계는 정신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인공지능
£ 21세기인 2000년도에 인공지능이 퍼지게 됐다.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
를 연구했다.
£ 지금은 기계를 학습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다. 기계가 어떻게 공
부를 한다는 것이냐로 화두가 바뀌었다. 기계가 앞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기존에 한 것과는 다르다. 빅데이터와 신
경망이 결합된 게 머신러닝이다. 엄청난 다량의 선구적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강화학습으로 무한반복을 시키면 딥러닝이다.

reference
£ [네이버 지식백과] AI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 지능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이강원, 손호웅)
£ [출처] 1분만에 알아보는 간략한 인공지능(AI) 역사|작성자 테크
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