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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C 정보처리기술사 핵심 오브젝트  

AI 이론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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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인공지능 기본 

   1. 기계학습 중 

   2. 인공지능 중 

  3. 기타 이론(퍼지, 유전자) 중 

  4. Deep Learning 중 

   5. KNN 중 

   PCA 중 

   SVM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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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인공지능의 실현을 위하여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분야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기계학습의 정의 및 기본 알고리즘을 설명하시오. 

  (2) 기계학습을 학습데이터의 제공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 유형별로 학습기술 또는 알고리즘을  

      설명하시오. 

  (3) 기계학습을 무인운전장비 개발에 적용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구현방법을 설명하시오. 

   (컴퓨터시스템응용, 99회 4교시)  

 

2. 머신러닝의 3가지 학습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모의고사) 

 

3. 기계학습의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기계학습의 유형 

 나. 인공신경망 

 다. 딥러닝 모델 및 적용사례 

 (모의고사, 2017) 

1. 기계학습(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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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기계학습의 개요 

 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정의 

  -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과학과 기술 

  - 인공 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 

  - 주어진 데이터의 집합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정보를 추론하는 알고리즘 

  -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새로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나. 기계학습의 기본 알고리즘 

 

 

 

 

 

 

 

   - 주어진 데이터의 집합을 이용, 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정보를 추론해가는 알고리즘 

 

기계학습
알고리즘

예측 모델 M
yi = fM(xi; W)

W: 모델 M의 파라미터 집합

출력 데이터
(결과 예측치)

yi

학습 데이터
D = 

{(xi,yi)|i=1,…,N}

입력
데이터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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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계학습의 기본 알고리즘 및 분류 

 가. 기계학습의 학습데이터 제공방식에 따른 분류(감독 – 클라큰신의) 

 

 

 

 

 

 

 

 

 

 

 

 

 

 - 군집화를 위한 무감독 학습(Unsupervised Learning)과 패턴 분류를 위한 감독학습(Supervised 

   Learning) 모델은 실제 산업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분류 설명 대표 기술 

감독 
학습 

- 원하는 결과가 표현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한 기계학습 방법 

- 입출력의 쌍으로 구성된 학습 예제들로부터 입력을 출력으로 사상하는  
  함수를 학습 

- 입력 x와 그에 대한 목표 출력 y를 제시하는 학습 방식 

분류 

(classification),  

신경망, 

의사결정트리, KNN 

무감독 
학습 

- 원하는 결과가 표현되지 않은 학습 데이터를 이용한 기계학습 방법 

- 성능은 좋지 않으나, 학습 데이터 구축이 용이하므로 군집화 

  (clustering) 등의 문제에 적용 

- 학습 예로 입력은 주어지나 대응되는 출력이 없으며, 입력 패턴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학습의 목적임 

- 입력 x만 주어지고 그에 대한 목표 출력 y가 제시되지 않는 학습 방식 

군집화(clustering),  

K-means 알고리즘 

강화 
학습 

- 잘한 행동에 대해 칭찬 받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 벌을 받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키워나가는 학습법 

- 감독 학습과 무감독 학습의 중간형태로서, 입력에 대해 학습자가 행동을  

  선택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제공하는 보상치에 따라서 학습 

- 입력 x와 그에 대한 목표 출력 y 대신 출력의 평가치 c만 알려주는 방식 

시행착오,  

보상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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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형별 학습기술 또는 알고리즘 

  1) 감독 학습 종류/알고리즘 

알고리즘 설명 

신경망 

(Neural Network) 

사람의 두뇌를 모델로 하여 여러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두뇌와 비슷한 방식으

로 처리하기 위한 알고리즘(뉴럴 네트워크) 

은닉 마르코프 모델  

(HMM-Hidden  

Markov Model) 

- 상태(state) 정보가 은닉된 통계적 마르코프 모델. 기본 마르코프 모델에서는 시간

(t)에 따른 상태(state) 정보가 관찰되나, 은닉 마르코프 모델(HMM)에서는 상태

(state) 정보가 숨겨져 있고 출력(output)된 정보만 관찰된다. 따라서 출력된 정보

만을 가지고 숨겨진 상태(state) 정보를 추정한다. 

-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몸짓 인식(gesture recognition) 등과 같이 대량으로 출

력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패턴 분석하여 입력된 정보를 추론하는 데에 응용. 

의사결정트리 트리 구조, 데이터 공간의 순차적 분할, 엔트로피기반 정보획득, 규칙으로 변환 가능 

다층 신경망 (MLP) 층구조, 시그모이드 뉴런, 에러 수정, 잡음에 견고, 이산치/연속치 입출력 사상 

지지벡터머신 (SVM) 

마진 최대화, 정규화, 예측 성능 우수, 이진 분류, 빠른 학습 

- 학습데이터를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누는데 Margin을 최대로 하는 결정직선을 찾

는 분류(classifier) 알고리즘 

베이지안 망 

(Bayesian Network) 

주어진 의사 결정 문제의 영역 지식을 확률적으로 표현 한다.  

즉, 각 변수들이 갖는 조건부 확률을 계산함으로써, 문제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 

- 베이지안 이론(사전확률, 우도확률 -> 사후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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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감독 학습 알고리즘  

알고리즘 설명 

군집화 
(Clustering) 

군집화란 밀접하게 관련된 데이터들의 그룹을 찾는 기법으로 데이터 집합을 부분 
집합이나 군집으로 분류 

K-Means 
군집별 중심값에서 데이터의 거리를 측정하여 유사 그룹 데이터를 분류하는  
군집화 알고리즘 

주성분 분석 (PCA) 

분산이 큰 차원, 특징 추출, 차원 축소 

고차원 공간의 표본들을 선형 연관성이 없는 저차원 공간(주성분)의 표본으로 변

환하여 분석하는 알고리즘 

독립성분 분석 (ICA) 

- 독립적인 성분으로 분리하는 방법 

- 독립 성분 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은 다변량의 신호를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하부 성분으로 분리하는 계산 방법이다.  

- 각 성분은 비 가우스 성 신호로서 서로 통계적 독립을 이루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 성분 분석은 블라인드 신호를 분리하는 특별한 방법이다. 

-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 일반 도수 분포의 그래프가 평균값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가 완전한 대칭을 이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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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머지 3개 같이 기술(3 + 강진) 

종류 설명 
적용 알고리즘  

(및 적용 예시)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Data의 종류를 알고 있을 때  

(Category, Labeled) 

분류(classification), 회귀분석 

(regression), 인식, 진단, 예측 

(예, Spam mail)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 

Data의 종류를 모르지만 패턴을 알고 

싶을 때 

군집화(clustering), 밀도함수(density  

function) 추정, 차원축소, 특징추출 

(예, SNS, Twitter) 

준지도학습 

(Semi-supervised  

Learning)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병행 (레이

블이 표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후 레이블이 표기되지 않은 데이터를 

자율 학습) 

그래프 생성 모형 (Generative model 

– likelihood, prior, posterior) 

(예, 자율주행자동차)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잘못된 것을 다시 피드백 

시행착오, 보상함수, 동적 프로그래밍 

(예, 엘리베이터 스케줄링, 로봇제어) 

진화학습 

(Evolutionary Learning) 

진화를 모방한 (Simulated evolution) 

탐색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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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계학습의 무인운전장비 개발 적용시 구현방법 

 가. 기계학습 적용 무인운전장비 개념도 

 

 

 

 

 

 

 

 

 

 

 - 사람이 운전하는 동작으로부터 수집한 학습 데이터를 이용, 자동차 운전 제어기 모델 fM 을 학습시켜  

   카메라 영상 입력 xi 에 대한 원하는 출력 yi 가 생성되도록 함 

 - 출력 yi : 핸들 방향, 가속도 페달, 브레이크 페달 조작 변수 값들 등 

 

 

기계학습
알고리즘

자동차 운전 제어기 모델
(예: 신경망)

yi = fM(xi; W)

W: 모델 M의 파라미터 집합
(예: 신경망 연결강도)

핸들 방향, 가속도 페달, 
브레이크 페달
조작 변수 값들
(출력 데이터)

yi

카메라 영상
입력 데이터

xi

운전석에 카메라 설치, 
운전자 동작을 센서로
측정한 학습 데이터

D = {(xi,yi)|i=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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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계학습 적용 - 무인운전장비 기술요소 

분류 기술요소 설명 

수집 

상황인지 데이터 
 수집 기술 

- 비디오 카메라, GPS, 레이저, 레이다, 전면 및 후면 차량 센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적외선 센서, 안구 인식을 통한 각종 데이터 수집 
- V2I 기반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교통 흐름, 사고 지역 등의 사전 파악 

차량 기반  
통신 기술 

V2V, V2I 통신을 위한 WAVE(802.11p)등의 차량 기반 통신 기술 

분석 

데이터 분석  
및 추론 기술 

- 기계학습 기반의 패턴 모델링 및 환경 분석 
- 자신의 위치 인식, 다른 자동차 추적, 장애물 인식 
- 차선 변경, 신호 대기, 교통 법규 준수 
- (예) CMU ALVINN 시스템의 다층신경망 모델(1993) 

예측 운행 기술 

-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운전자가 선호하는 운행 경로 및  
   최적의 운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주는 예측 운행 서비스 
- 운전습관, 운전환경, 소요시간, 기름 소모량 등 운전자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 (예) Google Prediction API: API로 제공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오프라인 학습 모델 구성, 실시간으로 예측 결과 제공 

제어 
에이전트 기반  
제어 기술 

- 추론된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운행을 위한 제어 기술 
- 차량의 기본 운행에 필요한 변수 조작 제어운 



12 

  IV. 기계학습의 응용분야 

응용 분야 적용 사례 

인터넷 정보검색 텍스트 마이닝, 웹로그 분석, 스팸 필터, 문서 분류, 여과, 추출, 요약, 추천 

컴퓨터 시각 문자 인식, 패턴 인식, 물체 인식, 얼굴 인식, 장면전환 검출, 화상 복구 

음성인식/언어처리 음성 인식, 단어 모호성 제거, 번역 단어 선택, 문법 학습, 대화 패턴 분석 

모바일 HCI 동작 인식, 제스쳐 인식, 휴대기기의 각종 센서 정보 인식, 떨림 방지 

생물정보학 유전자 인식, 단백질 분류, 유전자 조절망 분석, DNA 칩 분석, 질병 진단 

바이오메트릭스 홍채 인식, 심장 박동수 측정, 혈압 측정, 당뇨치 측정, 지문 인식 

컴퓨터 그래픽 데이터기반 애니메이션, 캐릭터 동작 제어, 역운동학, 행동 진화, 가상현실 

로보틱스 장애물 인식, 물체 분류, 지도 작성, 무인자동차 운전, 경로 계획, 모터 제어 

서비스업 고객 분석, 시장 클러스터 분석, 고객 관리(CRM), 마케팅, 상품 추천 

제조업 이상 탐지, 에너지 소모 예측, 공정 분석 계획, 오류 예측 및 분류 

빅데이터 카네기멜론 NELL 프로젝트, Google Prediction API, Bi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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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다음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시오. 

  가. 튜링 테스트(Turing test) 

  나.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성도와 스마트 컴퓨팅 기술 

  다. 최근 인공지능 관련 사업 동향 

   (모의고사)  

 

2. 유전자(Genetic) 알고리즘의 특징, 절차,활용방법에 관해서 기술하시오. 

  (정보관리기술사, 80회, 3교시, 1회 출제)  

 

3. 퍼지이론 - 퍼지시스템의 응용에서 소속함수(Membership function)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3회 1교시) 

 

4.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1) 촉진 관련 법제도, (2) 규제 관련 법제도를 기술하고,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10회 3교시) 

2.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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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개념 

인공지능(人工知能)은 철학적으로 인간성이나 지성을 갖춘 존재, 혹은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 즉 인

공적인 지능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범용 컴퓨터에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이 용어는 또한 그와 같은 지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를 지칭하기도 한다. (인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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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성도와 스마트 컴퓨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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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 컴퓨팅 기술 상세 설명 

구분 내용 

Deep Learning 

- 뉴런 모델링에 기반하여 추론, 학습하는 알고리즘 

- 언어와 이미지를 이해하는 등 지능향상이 가능 

-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기반해 비약적 발전 가능 

- 구글 등 미국 연구역량이 선도적 

빅데이터 

- 엑사바이트급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 처리, 분석 

- 이미지, 동영상 등 비정형적 데이터 포함 

- 방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구글의 독감유행 예측, 아마존의 유전자 분석 

인프라 대여 등이 대표적 사례 

- 구글, IBM 등이 선도적 기술력 보유 

감성 컴퓨팅 

(Affective computing) 

- 사물·환경에 대한 감각적 인지와 학습·적응을 통하여 인간 감성을 처리할 수 있는 

‘감성지능’을 부여 

- 인간·인간상호작용에 근접하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 감성인식과 감성추론 및 표현하는 기술이 필요 

- 감성을 인식하는 기술은 주로 시청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감정에 따라 변하는 

음성, 표정, 동작, 억양 등을 분석 

- 감정상태에 따른 생체조건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하여 체온, 심장 박동수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동원 

- MIT 미디어랩 등 다양한 융합연구기관이 선도 

- 인간의 감성을 인지, 해석,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치를 설계하는 것과  

  관련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야(1995년 로사린드 파카드 논문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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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 컴퓨팅 기술 상세 설명 

 

 

 

 

 

 

 

 

 

- 스마트기술은 인간 고유능력인 지능을 확장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지능을 기술 자체에 내재화해 나가고  

  있는 ICT 및 융합영역의 신기술 영역임 

- 스마트 컴퓨팅 기술은 유연성, 확장성, 예측능력 등이 핵심적 기능으로써 현실세계에 대한 지각, 학습,  

 추론능력을 강화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SW(Software)-NW(Network) 기술의 통합체 

 

구분 내용 

NLQA 

(Natural Language 

Question & Answering) 

- 주어진 자연어 질의에 대해 응답을 구하는 시스템 

- DBMS 체계도 일종의 질의응답 시스템 

- 질의를 표현하는 방법과 응답을 구하는 방법등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이  

  존재 

- IBM Watson이 대표적 사례 

자동통역 

- 음성인식기술(귀), 기계번역기술(두뇌), 음성합성기술(입) 등 3 개 핵심기술의  

  결합 

- 구글 등이 통계적 패턴인식 도입하면서 급속히 발전 

- 구글, GeoFluent, ETRI 지니 등이 선도적 사례 



18 

최근 IT업계의 인공지능 사업 현황 

업체 내용 

IBM 
-자연어 처리 기능 등을 갖춘 왓슨 슈퍼컴퓨터 

-2011년 2월 유명 TV 퀴즈쇼인 ‘제퍼디’에 출연해 인간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승을 거둠 

MS 

-지능형 개인비서 ‘코타나’ 2014년 출시 

-‘코타나’는 사용자의 일정과 연락처, 이메일 등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됨 

Facebook 

-최근 다수의 저명한 인공지능 연구자들을 영입. 인공지능연구그룹 구성 발표 

-이용자들의 게시물이나 좋아하는 취향을 이해해 보다 적합한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고, 향상된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서비스에 적용함 

-마크 주커버그가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실리콘밸리 신생기업인 비카리우스(Vi

carious)에 투자 

-비카리우스는 인간의 두뇌에서 언어와 수학 같은 인식 기능을 주관하는 신피질(neocortex)

을 재현하는 연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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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업계의 인공지능 사업 현황 

업체 내용 

Apple 지능형 개인비서 ‘시리’의 기능 업그레이드 출시 

Google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있는 신경네트워크 시스템’개발 진행 

-이미지 인식, 전자상거래 추천, 비디오게임 등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영국 신

생업체인 딥마인드 인수 

-연구조직 ‘신경네트워크’ 구축 사실 발표 

-음성인식 검색, 구글 나우, 지도서비스, 무인자동차 프로젝트 등에 이미 인공지능 기술을 채

택함 

-사전 프로그래밍 없이 고양이를 인식하고 게임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 영상 시연 

퀄컴 

-인지기능을 갖춘 인간 뇌 모방 컴퓨터 칩인 ‘제로스’을 2014년 발표 예정이고, 내년께 양산

에 나설 예정임 

- 해당 칩을 탑재한 로봇은 시연에서 과거에 본 적 없는 대상도 다른 대상과의 유사성을 파악

해 인식함. 해당 칩을 적용하면 오감데이터 처리나 이미지 인식기능을 갖춘 휴대폰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됨 

-사람과 유사하게 미리 프로그램을 입력해두지 않아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환판단을 하고 

행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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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공지능 촉진을 위한 유관법률 및 규제현황 

가. 인공지능 촉진을 위한 유관법률 

 

 

 

 

 

 

 

나. 인공지능과 융합이 필요한 ICT 지능정보기술[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O2O] 규제 현황 

유관법률 내용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 인공지능 기술보다는 지능형 로봇이라는 기계장치에 초점 

- 궁극적인 발전이 유체물로서 로봇과 연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초기 인공지능의 활용은 소프트웨어적 차원의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직접적인 촉진 유관법률 적용이 가능. 

ICT융합특별법 

-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통산 및 데이터 기술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축된 ICT 산업생태계를 전체로 한 측면

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ICT융합 특별법)]

도 진흥법으로서의 적용이 가능 

유형 규제내용 

IoT 
- IoT 네트워크 주파수 출력규제 
- 주파수의 추가 공급 및 요금제,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 

클라우드 
컴퓨팅 

- 물리적서버 망분리 규정하고 있는 고시와 지침으로 해당분야 제약 
- 의료분야: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관련 고시 
- 교육분야: 원격 교육 관련하여 별도의 물리적 서버 구비 등 전산설비요건 

빅데이터 
- 개인정보보호 제도상 규제 - 명확한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 사전동의(Opt-in) 규정에 관한 법률  

O2O 
- 택시 앱 미터기 사용규제 
- 공유민박 연간 영업가능 일수 규제 
- No Show 방지를 위한 예약금 선결제 서비스 이용시 통신판매업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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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튜링 테스트 – 수학자, 암호 앨런 튜링이 만든 테스트 기법 

 

 

 

 

 

 

 

 

 

 

 

 

 

주어진 문제 해결적 사고 상황에서 판단자가 기계(컴퓨터)의 출력과 사람의 출력을 구별할 수 없다면, 그 기

계는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하였다고 규정할 수 있다는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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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링 테스트의 동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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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링 테스트의 동작 절차 – 아래 설명이 어벙한데요. ^^ 수정 필요. 

단계 내용 

1 
- 차단된 2개의 방에 한쪽에는 텔레타이프(teletype; 전신 장치)와 피실험자 A가 있고,  

  다른 한쪽의 방에는 텔레타이프와 피실험자 B 및 자연 언어 시스템으로 구성 

2 
- 피실험자 A는 텔레타이프를 통하여 다른 방의 피실험자 B 혹은 시스템 중 어느 쪽과도  

  대화가 가능 

3 - 피실험자 A에게는 대화의 상대가 피실험자 B인지 시스템인지 모르도록 함 

4 - 피실험자 A와 피실험자 B 사이에는 서로를 알리는 어떠한 방법도 없음 

5 - 격리된 다수의 심사위원이 A, B 중 어느 쪽이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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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각 이론 사항 목록 

  1) 인공지능의 불확실성 연구, 퍼지 이론(Fuzzy Theory)의 정의 

- 인간의 지능은 학습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으로 특징지어 지고 이는 학습을 통해 발전하게 되는데 퍼지  

  이론은 이러한 인간 지능의 언어 및 사고 관련된 애매함(fuzziness)을 수리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인공지능의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한 학문(각 대상이 어떤 모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는 이진법 논리로

부터 그 모임에 속하는 정도를 소속함수(Membership function)으로 나타냄. 수학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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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 개체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의 적합도를 평가하며, 유전 연산자를 써서 새로운 집단을 만들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 존 홀랜드가 유전 알고리즘 개념을 창안,  존 홀랜드의 유전 알고리즘은 인공적인‘염색체(chromosome)’ 

   로 이루어진 한 해집단에서 다른 해집단으로 넘어가는 일련의 절차적인 단계로 나타낼 수 있음 

 

 3) 베이즈 이론(Bayes Theory) 

   - 전확률과 달리, 사건 B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즉 사건 B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계산한다. 

 

 4) 전문가 시스템(專門家 system, experts system)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분야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는 분야이다. 즉 인간이 특정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정리하고 표한하여 컴퓨터에 기억시킴으로써, 일반인도 이 전문지식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성요소: 사용자 인터페이스(전문가시스템과 사용자간의 접촉), 추론엔진,  

  사실이나 데이터를 담고 있는 지식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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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딥러닝(Deep Learning)에 대해 설명하시오. 

5. Deep Learning 

출제배경 및 

출제의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연계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출 증가 

핵심 내용 

요약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기존의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에 보다 능동적인 비지도 

학습(unsupervised)이 결합돼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주요기술로는 패턴인식, 기계학습, 시멘틱웹, 데이터마이닝 등이 있음  

키워드 인공지능,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패턴인식, 자연어 처리, 데이터 마이닝, 가상현실 

목차예시 

1.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집합 딥러닝의 개요 

2. 딥러닝의 개념도 및 주요기술 

3. 딥러닝의 동향  

고득점 전략 
빅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처리, 데이터 마이닝 분석, 자연어처리등의 인공지능 기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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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집합 딥러닝의 개요 

 가. 딥러닝의 정의 

  -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기존의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에 보다 능동적인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이 결합돼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 딥 러닝은 인간의 두뇌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는 정보처리 방식을  

    모방해 컴퓨터가 사물을 분별하도록 기계를 학습시킨다. 

  -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s)에 기반한 일련의 기계 학습의 집합체로 컴퓨터에게  

   사람의 사고 방식을 가르치는 알고리즘 

 나. 딥러닝의 등장 배경 

      등장배경 설명 

인공신경망  

모델의 단점 극복 

과적합(overfitting) 문제해결. 하지만 느린 학습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음. 

과적합: 지난친 정교화의 분석으로 미래 예측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하드웨어의 발전 
GPU(graphics processing unit)는 복잡한 매트릭스와 벡터 계산이 혼재해 있는 

경우 몇 주 걸리던 작업을 몇 일 사이로 줄이는 등 최고의 성능 발휘 

 Big Data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 수집하기 위한 노력 특히 SNS 사용자들에 

의해 생산되는 다량의 자료와 태그정보들 모두가 종합되고 분석 되어 학습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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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집합 딥러닝의 개요 

 나. 딥러닝의 등장 배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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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딥러닝의 개념도 및 주요기술 

 가.딥러닝의 개념도 

 

 

 

 

 

 

 

 

 

 - 딥러닝은 인간과 유사한 심층신경망 정보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 분류의 정확도가 높으며,  

  사람처럼 배우고 추론하면서 스스로 지능을 발전시켜 나가는 자율적 학습방식으로 진화 

 

      

스탠포드대학의 앤드류 응(Andrew Ng) 과 구글이 딥 러닝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2012년 16,000개의 컴퓨
터 프로세스와 10억개 이상의 뉴럴네트워크 그리고 DNN을 이용해서 유튜브내 천만개되는 비디오중에서 
고양이를 인식한 연구는 크게 언론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앞서 말한 학습데
이터가 없은 비지도학습(unsupervised 머신러닝 – 즉 컴퓨터에게 “이러한 이미지는 고양이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라는 점입니다. 즉 학습세트를 만들지 않고 스스로 이미지를 인지해서 분류해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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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딥러닝의 주요기술 

 주요기술 설명 

패턴인식 기계에 의해 도형, 문자, 음성 등을 식별 

자연어처리 인간이 보통 쓰는 언어를 컴퓨터가 인식하여 식별 

자동제어 제어대상 오차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술 

로보틱스 인지공학로봇 인지능력을 로봇에게 부여하는 기술 

컴퓨터 비전 로봇의 눈을 만드는 연구분야 

가상현실 컴퓨터로 가상환경을 만들어 실제 상황처럼 상호작용하는 것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 가운데 실행가능한 정보를 추출 

시멘틱웹 논리적 추론이 가능한 웹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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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딥러링 알고리즘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은 입력 계층(input layer)과 출력 계층(output layer) 사이에 

복수개의 은닉 계층(hidden layer)들로 이뤄진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이다.  

 

심층 신경망은 일반적인 인공신경망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비선형 관계(non-linear relationship)들을 모델

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물 식별 모델을 위한 심층 신경망 구조에서는 각 객체가 이미지 기본 요소들의 

계층적 구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때, 추가 계층들은 점진적으로 모여진 하위 계층들의 특징들을 규합시

킬 수 있다. 심층 신경망의 이러한 특징은, 비슷하게 수행된 인공신경망에 비해 더 적은 수의 유닛(unit, 

node)들 만으로도 복잡한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게 해준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94%A5_%EB%9F%AC%EB%8B%9D  

 

https://ko.wikipedia.org/wiki/%EB%94%A5_%EB%9F%AC%EB%8B%9D
https://ko.wikipedia.org/wiki/%EB%94%A5_%EB%9F%AC%EB%8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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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최근 활용 중인 딥러닝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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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최근 활용 중인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종류  

 기반언어 프레임워크 설명 

Python 

Theano 
(시애노) 

다차원 배열을 사용한 수학식 정의, 수식 및 행렬연산을 쉽게 만들어 주는 Python  
라이브러리(몬트리올 대학) 
 - Symbolic 연산 철학, Symbolic미분 가능->Back Propagation구현 불필요 
 - numpy, scipy, matplotlib, ipython등 다양한 python패키지와 연동 가능 

Keras 
Theano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프레임워크 
 - 레이어, Activation함수, 최적화 기법을 블럭 조립하듯 사용 가능 

Chainer 
Define-by-Run 형태로 구현되어 있어 forward함수만 정의하면 네트워크 구조가 자동
으로 정해지는 특징, Python기반, 자유도가 매우 높음 

C++ 

Caffe(카페) 
표현력, 속도, 모듈화 지원을 고려한 프레임워크, Berkely대학에서 관리 
 - CUDA설치 필수(헤더/라이브러리 사용) 
 - C++, Protobuf 기반, Python과 Matlab인터페이스도 잘 구현되어 있음 

SINGA 
기존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분산처리 학습 알고리즘을 일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만
들어진 프레임워크, Apache SW Foundation의 후원 

TensorFlow 
(텐서플로우)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Data Flow Graph)방식을 활용하는 구글에서 만든  
프레임워크. Unix계열 OS(Linux/Mac OSX)만 지원 
 -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통한 표현력, Python/C++지원, 쉬운 미분계산 

Lua(루아) Torch(토치) 
RBM, DBN, AE, LSTM등 대부분의 딥러닝 모델 지원 
페이스북, 구글 딥마인드에서 사용중(뉴욕 대학의 토치(Torch)) 

Julia 
(줄리아) 

Mocha.jl 
Caffe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Julia기반 딥러닝 프레임워크 
Auto-encoder를 통해 비지도 학습 가능, 모듈화 구조/이식성/빠른속도 



34 

 V. 딥러닝 사례 

주요사례 (적용제품) 설명 

국외사례 

구글 (알파고) 
Deepmind 팀이 개발한 바둑을 자체적으로 학습해 프로기사 

수준의 바둑을 둘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코타나)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한 개인 비서, 사용자 목소리까지 흉내 내

서 영어/중국어 간 실시간 통역서비스 가능 

애플 (시리) 
음성인식 기능을 휴대폰에 탑재해 (음성 분석은 서버에서) 자

연어 인식을 통한 휴대폰 명령어 처리 

페이스북 (딥페이스) 
사용자가 게시하는 사진에서 사람을 인식하여 사용자의 행동 

예측 

국내사례 
네이버 

네이버 딥러닝랩을 통해 뉴스요약 서비스 및 이미지 분석. N드

라이브 사진분류 

다음 카카오 즉답검색서비스, 여행지추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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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새로운 Fingerprint를 기존의 클러스터에 매칭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KNN(K-Nears Neighbor)  

   알고리즘의 동작원리를 설명하고 장단점을 논하시오. 

5. KNN 

도메인 디지털 서비스, 알고리즘 

정의 
Sample에 주어진 x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원소가 많이 속하는 class로 x를 분류하는 

비모수적 확률밀도 추정 방법 

키워드 Lazy Learning, Overfitting/Underfitting 

출제의도분석 
드론이나 실내위치측위등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파지문(Fingerprint)를 활용한 

이동객체의 위치추적시 자주 사용되는 기본알고리즘인 KNN의 이해도 확인 

답안작성 

전략 

-KNN알고리즘을 통해 클래스 매핑하는 과정을 원리에 기반하여 순차적으로 작성 

-적정 k값 도출이 관건인 KNN알고리즘의 장/단점을 작성하고 단점을 극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과 실제 사례를 제시 

참고문헌 

머신러닝 인 액션(피터 해링턴, 2013), 기계학습 특강자료(이훈석 기술사, 2015.07) 

AP환경정보를 이용한 WLAN기반 실내위치추정 알고리즘(정보통신학회, 2011) 

k-NN알고리즘(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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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비모수적 확률밀도 추정, KNN(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 

가. KNN알고리즘의 정의 

   - Sample에 주어진 x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원소가 많이 속하는 class로 x를 분류하는 비모수적  

     확률밀도 추정 방법 

 

 

 

 

 

 

 

 

 

 

- 새로운 Fingerprint를 기존 클러스터 내의 데이터들과 거리를 측정하여 가장 많은 속성을 가진  

  클러스터링에 할당하는 군집 알고리즘 중의 하나. 

- k값이 너무 작으면 근접이웃(Nearest Neighbor)값에 의해 클래스가 매핑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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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특징 

특징 설명 

NN(Nearest  

Neighbors)개선 

- k-NN은 가장 근접한 k개의 데이터에 대한 다수결 내지 가중합계 방식으로  

  분류 

*NN의 경우 새로운 항목을 분류할 때 가장 유사한 Instance를 찾아서 그와 같은 

class에 일방적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잡음 섞인 데이터에는 성능이 좋지 못함 

인스턴스 기반 - 함수의 지역적 근사에 기반한 추정 

게으른 학습 

(Lazy Learning) 

- 데이터셋을 저장만 하고 일반화된 모델을 능동적으로 만들거나 하지는 않음 

- 데이터가 들어온 후에 분류 및 처리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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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KNN 알고리즘의 활용방안  

활용방안 설명 사례 

위치측위 

이동객체의 위치에서 AP신호강도를 측정하고 이를 

KNN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동객체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추정 

-MS사의 RADAR 

-Ekahau Inc.의  

  Wi-Fi RTLS, COMPAS 

선호도 분류 
사용자 추천정보 기반 성향/구매패턴 분류 

기준을 정하고 그 사용자를 분류함. 

- 추천 상품 연계 

- 내용기반 추천 시스템 

데이터 필터링 포털등의 중복, 유사 게시글 필터링 
-문서분류(빈발항목집합, 

빈발단어집합 등) 

고속도로 

통행시간예측 

-TCS교통량 및 DSRC구간통행시간의 실시간 자료를 

KNN기반으로 분석 

-차량 근거리 

무선통신(DSRC) 활용 

통행시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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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리할 토픽] 기계 학습과 데이터 마이닝의 사용하는 알고리즘 정리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EA%B8%B0%EB%8C%93%EA%B0%92_%EC%B5%9C%EB%8C%80%ED

%99%94_%EC%95%8C%EA%B3%A0%EB%A6%AC%EC%A6%98  

https://ko.wikipedia.org/wiki/%EA%B8%B0%EB%8C%93%EA%B0%92_%EC%B5%9C%EB%8C%80%ED%99%94_%EC%95%8C%EA%B3%A0%EB%A6%AC%EC%A6%98
https://ko.wikipedia.org/wiki/%EA%B8%B0%EB%8C%93%EA%B0%92_%EC%B5%9C%EB%8C%80%ED%99%94_%EC%95%8C%EA%B3%A0%EB%A6%AC%EC%A6%98
https://ko.wikipedia.org/wiki/%EA%B8%B0%EB%8C%93%EA%B0%92_%EC%B5%9C%EB%8C%80%ED%99%94_%EC%95%8C%EA%B3%A0%EB%A6%AC%EC%A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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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리할 토픽]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expectation-
maximization algorithm, 약자 EM 알고리즘)은? 
 
관측되지 않는 잠재변수에 의존하는 확률 모델에
서 최대가능도(maximum likelihood)나  
최대사후확률(maximum a posteriori, 약자 MAP)
을 갖는 매개변수를 찾는 반복적인 알고리즘이다.  
 
최대가능도(maximum likelihood): 어떤 확률변수
에서 표집한 값들을 토대로 그 확률변수의 모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어떤 모수가 주어졌을 때, 원하
는 값들이 나올 가능도를 최대로 만드는 모수를 선
택하는 방법이다.  
 
가능도(可能度, 영어: likelihood) 또는 우도(尤度)
는 확률 분포의 모수가, 어떤 확률변수의 표집값과 
일관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그림설명]  
기댓값 최대화 클러스터 분석을 이용해 매개변수
들을 추정하는 과정이다. 기댓값 최대화 과정이 반
복됨에 따라 매개변수들이 수렴하고 두 개의 군집
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언제 사용?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은 통계 모델의 수식을 정확히 풀 수 없을 때 최대가능도를 구하는  
데 사용된다. 
어디에 사용?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은 기계 학습과 컴퓨터 비전의 데이터 클러스터링에 자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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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리할 토픽 

I.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주성분분석의 개념 

  - 아래와 같이 차원 축소를 통한 주성분 분석 알고리즘  

  - 고차원 공간의 표본들을 선형 연관성이 없는 저차원 공간(주성분)의 표본으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알고리즘 

 

 

 

 

 

 
(O) (X) 

고유벡터와 고유치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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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리할 토픽 

II. 서포트 벡터 머신; SVM(Support Vector Machine) 

 - 학습데이터를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누는데 Margin을 최대로 하는 결정직선을 찾는 분류(classifier)  

   알고리즘 

Support Vector 
클래스를 나누는 결정직선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는 벡터 
(크기/방향 (물리)량) 

Margin A Class 의 Support Vector 와 B Class 의 Support Vector 사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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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리할 토픽 

II. 서포트 벡터 머신; SVM(Support Vector Machine) - SVM의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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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인공지능 출제 예상 문제 

  Exobrain & Deepview 하 

  MCTS 하 

  RNN 중 

  CNN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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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brain & Deepview 

기출문제 

1. 인공지능의 특이점(Singularity)에 대하여 설명하고, 엑소브레인(Exobrain) 소프트웨어와 딥뷰   

   (Deepview)의 개념과 기술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8회 정보관리기술사,  3교시 6번) 

 

2. 엑사스케일(Exascale) 컴퓨팅 시스템의 개념을 설명하고, 엑사스케일 컴퓨팅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요소기술을 5 개이상 설명하시오. 

  (2016. 6월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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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 

 인공지능의 미래를 상징하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역사점 기점을 의미한다. 구

글 엔지니어링 디렉터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 2005년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 기술적 특이점이란 싱귤래리티 개념을 처음 언급한 수학자, 존 폰 노이만 

현재 

(특이점) 

특이점 예측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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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성AI, 엑소브레인(Exobrain) SW의 개념과 기술요소 

 가. 엑소브레인(Exobrain) SW의 개념 

  - 기계가 자연어를 이해하고 지식을 학습해 생산하며 자연어로 기술된 질문에 대해 정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어 질의응답(Natural Language Question Answering)지원 SW 

  -  바깥에 있는 인공두뇌(外腦)라는 의미 

  - 엑소브레인 과제는 ‘세계 최고인공지능 기술 선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 혁신기술 개발형 R&D 과제이다. 본 과제의 목표는 ‘자연어를 이해하여 지식을 자가학습하며,  

   전문직종에 취업 가능 수준의 인간과 기계의 지식소통이 가능한 지식과 지능이 진화하는 SW’인 엑소브레인  

    SW를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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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엑소브레인(Exobrain) SW의 기술 요소   

기술  내용  추진 기관  

자연어 이해  

기술 

- 자연어 이해를 통한 지속적 언어지식 학습 

- 빅데이터를 베이스로 형태소 분석 및 자연어 이해  
ETRI 

질의응답  

기술 
- 사람과 유사한 자연어 기반 최적질의 대응  

자가학습  

KB 기술 
- 지식생산을 베이스로 지식베이스 구축 

솔트룩스 

추론 기술  
-지식베이스 기반 스스로 예측/추론하는 강한 인공지능 지향 

 기술 

인간 모사형  

학습 지능  

원천기술 

- 자가 학습를 인간과 유사한 지능화 원천기술  

- 지식베이스의 확장을 통한 영역 확장 
KAIST 

자율 협업  

지능 기술  

- 지식/기기의 협업을 위한 지능형 프레임워크 개발  

- 도메인 협업 지식 제공 방법, KB 구축과 활용 및 추론 기술 상호 협력  

- 복합 상황 추론, 대규모 불완전 추론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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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는 총 3단계(Phase)에 걸쳐 10년간 수행하는 과제로 올해 5월 1단계가 시작되었는데, 본 과제에서 수행

하는 단계별 연구목표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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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엑소브레인(Exobrain) SW의 기술 요소   

그간 미래부는 인공지능 SW 개발을 위해 2013년에 엑소브레인 프로젝트*, 2014년에 딥뷰 프
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인 연구개
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엑소브레인(Exobrain) 프로젝트 : 사람과 지식소통이 가능한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SW 개발 
(붙임3 참조) 
 
   ** 딥뷰(Deep View) 프로젝트 : 사람처럼 시각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는 시각 인공지능 SW 
개발 (붙임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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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지능 플랫폼 (DeepView) 기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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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엑소브레인(Exobrain) SW의 기술 요소   

분류 기술요소 설명 

시각정보수집 

시각데이터 자산화 시각데이터 뱅크를 중심으로 실시간, 대규모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저장 비정형 대용량 데이터 저장기술 

API 지원 시각 데이터 변환 및 외부서비스 I/F연계처리 

대규모 처리 
처리 파이프라인 

대용량 비정형 시각데이터 처리방법 규격화 기술 

병렬,분산 처리 지원 

하이브리드 스케줄러 워크플로우 기반 분산처리와 GPU 사용 극대화 기술 

내용분석 

이미지 분석 객체와 움직임을 분석하고 상호관계 복합분석 

시각 텍소노미 이벤트, 객체에 대한 지식체계 구축 

시멘틱 추론 온톨리지 기반으로 복합동상 추론 

예지형 응용 
예측기술 시각정보 기반 재난/재해 등 선재적 예측 

실시간 대응 시각정보에 대하여 즉각적인 이벤트, 행위 발생 연계 

지원 플랫폼 化 고성능 비쥬얼 디스커버리 플랫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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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TS(Monte Carlo Tree Search) 

기출문제 

1. 최근 알파고와 인간의 바둑대결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기법이 주목받고 있다. MCTS(Monte Carlo  

   Tree Search)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1) MCTS의 개요 

  2) MCTS의 4단계 

  3) MCTS의 적용위한 3가지 조건 

  (출제 예상문제) 

 

2. Monte Carlo Method (80회 1교시) 

 

3. MCTS(Monte Carlo Tree Search) (정보관리, 113회 1교시) 



54 

 I. 컴퓨터 과학에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Monte Carlo tree search, MCTS)은?  

   모종의 의사 결정을 위한 체험적 탐색 알고리즘으로, 특히 게임을 할 때에 주로 적용된다. 선두적 예로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이 있으나, 다른 보드 게임, 실시간 비디오 게임, 포커와 같은 비결정적 게임에도 사용되어 왔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AA%AC%ED%85%8C%EC%B9%B4%EB%A5%BC%EB%A1%9C_%ED%8A

%B8%EB%A6%AC_%ED%83%90%EC%83%89  

 

[참고] 구글 알파고의 개념모델 

- 개별 CPU로 초당 1000회 이상의 

시뮬레이션 수행 및 GPU로 딥러닝 

기반 바둑판 상태의 승률과 다음 

착수 예측 

https://ko.wikipedia.org/wiki/%EB%AA%AC%ED%85%8C%EC%B9%B4%EB%A5%BC%EB%A1%9C_%ED%8A%B8%EB%A6%AC_%ED%83%90%EC%83%89
https://ko.wikipedia.org/wiki/%EB%AA%AC%ED%85%8C%EC%B9%B4%EB%A5%BC%EB%A1%9C_%ED%8A%B8%EB%A6%AC_%ED%83%90%EC%83%89
https://ko.wikipedia.org/wiki/%EB%AA%AC%ED%85%8C%EC%B9%B4%EB%A5%BC%EB%A1%9C_%ED%8A%B8%EB%A6%AC_%ED%83%90%EC%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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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의 매 회는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구성된다. 

 1) 선택 (Selection): 루트 R에서 시작하여 연속적인 자식 노드를 선택해 내려가 마디 L에 이른다.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의 본질인, 게임 트리를 가장 승산 있는 수로 확장시킬 자식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은  

    아래 난을 참고한다. 

 

 2) 확장 (Expansion): 노드 L에서 승패를 내지 못하고 게임이 종료되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식 노드를 생성 

     하거나 자식 노드중 노드 C를 선택한다. 

 

 3) 시뮬레이션 (Simulation): 노드C로부터 무작위의 플레이아웃을 실행한다. 

 

 4) 역전달 (Backpropagation): 플레이아웃의 결과로 C에서 R까지의 경로에 있는 노드들의 정보를 갱신한다. 

 

정 의 

- 최소-최대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여 전체 경로 탐색이 불가능할 때 효율적 경로 탐색이 가능한 

알고리즘 

- 바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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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의 매 회는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구성된다. 

 1) 선택 (Selection): 루트 R에서 시작하여 연속적인 자식 노드를 선택해 내려가 마디 L에 이른다.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의 본질인, 게임 트리를 가장 승산 있는 수로 확장시킬 자식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은  

    아래 난을 참고한다. 

 

  예) 아래 그림은 한 차례에서의 단계의 예이다. 각 트리 노드는 플레이아웃의 '승수/실행 경기 수'를 저장한다. 

 

 

 

 

 

 

 

 

 

 

 

- 당연히, 7/10 결론 선택. 3/3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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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의 매 회는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구성된다. 

  2) 확장 (Expansion): 노드 L에서 승패를 내지 못하고 게임이 종료되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식 노드를 생성 

     하거나 자식 노드중 노드 C를 선택한다. 

  

 예) 아래 그림 0/0 갈 곳이 없으므로 확장 및 선택. 

 

 

 

 

 

 

 

 

 

 

 

- 당연히, 7/10 경론 선택. 3/3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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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의 매 회는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구성된다. 

   4) 역전달 (Backpropagation): 플레이아웃의 결과로 C에서 R까지의 경로에 있는 노드들의 정보를 갱신한다. 

  

 예) 아래 그림 게임수 가 1이 추가되었으므로, 5/6 -> 5/7로 갱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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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챗봇) 

기출문제 

1.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챗봇(Chatbot)이 부각되고 있다. 챗봇을 활용한 사업분야와  

   적용사례 및 향후 전망을 설명하시오.  (출제 예상문제) 

 

출제의도 인공지능 기술의 부각으로 인한 최신 적용 기술동향 

핵심 내용 

키워드 

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램과의 채팅을 통한 각종 서비스 안내 및 예약 

인공지능, 메신저, e-커머스, 상품안내, 예약서비스, 뉴스 

패턴인식, 자연어 처리, 시맨틱 웹, 텍스트 마이닝, 상황인식 컴퓨팅 

목차예시 

1.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나만의 개인비서, 챗봇의 개요 

2. 메신저 서비스의 비교 및 챗봇을 활용한 산업분야 

3. 챗봇 서비스의 향후 전망 

필수항목 

/연관토픽 

  

기계번역(MMT), 챗봇 저널리즘, O2O,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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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나만의 개인비서, 챗봇(ChatBot)의 개요 

 가. 챗봇의 정의 

  - 메신저 대화창으로 원하는 식당 예약하고 날씨에 맞는 옷차림 추천받는 등 모바일 메신저와 인공지능(AI)  

   결합한 개인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나. 챗봇의 등장배경 

 
인공지능 발달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며 음성인식, 자연어분석 기술의 진화 

모바일 기기 발달 
애플 아이폰, 삼성전자 겔럭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폰, 구글 넥서스 등 다양한 스마
트폰의 등장 및 각 운영체제별 음성인식 기술 적용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발달 

카카오, 라인, 페이스북, 와츠앱 등 다양한 메신저의 등장 및 플랫폼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의 출시 및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부가서비스 발전 

Chatterbot, a chatter robot is a type of conversational agent, a computer program designed to 

simulate an intelligent conversation with one or more human users via auditory or textu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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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챗봇의 서비스 구조 및 주요 기술 

가. 챗봇의 서비스 구조 

 

 

 

 

 

 

 

 

 

 

 

 

 

 

- 사용자가 특정 메시지를 입력하면 챗봇 API서버는 자연어 처리과정을 거쳐 적합한 응답을 하는  

  Request에 대한 응답 처리 - response 구조 

-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자연어 생성모듈(NLG: Natural Languag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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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챗봇의 주요 기술 
 
 
 
 
 
 
 
 
 
 
 
 
 
 
 
 
III. 챗봇의 주요 사례 

주요 기술 상세 설명 

패턴 인식 

(Pattern Recognition) 
- 기계에 의하여 도형, 문자, 음성 등을 식별시키는 것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 인간이 보통 쓰는 언어를 컴퓨터에 인식시켜서 처리하는 과정 

  정보검색, 질의응답 시스템, 자동번역 및 통역등이 포함 

시맨틱 웹 

(Semantic Web) 

- 컴퓨터가 정보자원의 뜻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

형 웹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 또는 기술 

상황인식컴퓨팅 

(Context Aware 

 Computing) 

- 가상공간에서 현실의 상황을 정보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지능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구분 플랫폼 내용 

페이스북 FB 메신저 
- FB 메신저에 인공지능 적용한 챗봇 베타버전 공개, 40개 내외 업체 참

여 또는 참여 예정 

텐센트 위챗 
- 메시지로 챗봇과 대화하며 예약서비스 기능, 기존 직원이 응답했으나 인

공지능 기술로 전환 중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이프 - 가상비서 서비스 코나타와 자사 메신저 스카이프 결합 

구글 미정 - 인공지능 챗봇 기술을 적용한 메신저 플랫폼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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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메신저 서비스의 비교 및 챗봇을 활용한 산업분야 

 가. 메신저 서비스의 비교 

 

 

 

 

 

 

 

 나. 챗봇을 활용한 산업분야 

 

모바일 메신저 화상통화 동영상전송 다른앱 연동 택시호출 게임 

와츠앱 X O X X X 

페이스북 메신저 O O O X O 

카카오톡 O O O O O 

위챗 O O O O O 

라인 O O O O O 

구분 서비스 업체 설명 

상품 Q&A 메신저 서비스 “킥 (Kik)” 

킥 봇 샵에서 화장품 업체 세포라, 의류업체 H&M, 날씨전문 방송 

웨더 채널 등 16개 회사가 봇뱝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챗봇

이 응답 

뉴스 뉴스 미디어 사이트 “쿼츠” 사용자와 채팅 할 수 있는 앱 제공 

예약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위챗” 
병원과 호텔 예약, 영화표 구매,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기존에 직

원이 대답하던 것을 현재는 챗봇이 대행) 

스케줄러 “엑스닷에이아이 (x.ai)” 
이메일 등을 보낼 때 챗봇을 참조(cc) 하여 일정 확인과 스케줄을 관

리하는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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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챗봇 서비스의 향후 전망 

 가. 챗봇(인공지능+메신저) 개발 현황 

 

 

 

 

 

 

 

 

- 국내 여러 기업들이 메신저 사업에는 먼저 뛰어 들었지만 실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챗봇 서비스는 해외 기

업들이 선도하고 있음. 

나. 챗봇의 향후 전망 

 

 

 

 

 

 

- 챗봇은 자연어를 인지를 통해 대화에 서투른 사람, 외로움에 고통받거나, 정신적 위안이 필요한 사람과 대화하

고 나아가서 심리 상담이나 치료에 이용 될 수도 있음. 

업체명 서비스명 주요역할 

네이버 쇼핑톡톡 (부동산 확대 예정) 이용자와 공급자 간 자동 질의응답 

라인 (네이버 자회사) 라인봇(LineBot) 스마트폰 이용자용 콜센터 구축 중 

마이크로소프트(MS) 샤오아이스(Xiaoice) 일상대화 및 감정교류, 임직원 관리 

페이스북 판초(Poncho) 교통예약, 날씨, 예약, 주문 배송 등 

텐센트 위챗(WeChat) 음식주문, 호텔/항공 예약 등 O2O 

구분 서비스 분야 설명 

e-커머스 대화형 커머스 
고객관심 상품에 대해 문의하고 원하는 가격대나 조건에 맞는 제품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지게 할 예정 

챗봇 플랫폼 챗봇 제작 참여 
메신저에 부가 서비스가 연동되듯 챗봇 플랫폼에 다양한 유형의 챗봇
들이 도입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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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기출문제 

1. CNN 을 설명하시오.  (출제 예상문제) 

   Convolutional 나선의; 

 

2. RNN(Recurrent Neural Networks) 을 설명하시오. 

   Recurrent: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인공지능, Deep Learning 기술에  

반드시 알파로 작성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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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절차는 다음과 같음: 원본이미지 -> 컨볼루션 -> 풀링 – 컨볼루션 -> 풀링 – 전체 연결된 신경망 

                                                   (풀링된 값을 뉴련의 입력값으로 하여, 다층 신경망을 거치므로, 이어짐)  

원본 이미지 

고양이 이미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3 0 0 0 

0 0 3 0 3 0 0 0 

0 0 0 0 0 0 0 0 

표현하면 

Convolutional 필터사용 
0 0 0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6 9 6 0 0 0 

0 0 0 3 3 0 0 0 

0 0 3 0 3 0 0 0 

0 0 0 0 0 0 0 0 

에를 들어, 에지필터 커널, 블러(Blur) 필터  

커널을 사용하면, 배경 등이 더욱 강조된 이미

지를 얻을 수 있다. 

즉, 이 기법을 Convolutional 이라 부르고 이것

을 사용한 후, 풀링(Pooling을 통해서, 이웃 데

이터간 대비율(Contrast)를 높이고, 데이터를 

줄이는 역할 수행 

고양이와 강아지 
이미지 특징이  
필터마다 다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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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절차 설명 

원본이미지 -> 컨볼루션 -> 풀링 – 컨볼루션 -> 풀링 – 전체 연결된 신경망 

 (풀링된 값을 뉴련의 입력값으로 하여, 다층 신경망을 거치므로, 이어짐)  

 

1) Convolution: 대상을 일부분을 여러 개의 필터를 사용하여 재 구성, 이때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함수를 활성화(Activation) 함수라고 한다. 

    C(x) = (f*g)(x),    컨볼루션 값 = C(x)       

 

2) Pooling(풀링) : 이웃 데이터간 대비율(Contrast)를 높이고, 데이터를 줄이는 역할 수행 

   또는 Sub-sampling 이라고도 부름. 

  

   부연- 필터링은 이미지 특성을 추출 

            다만,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줄지는 않음. 이 이 데이터를 대표적인 값(대푯값)으로 줄이는 역할. 

            이것이 풀링이다. 

 

3) Classification(분류): 분류 과정을 통해 최종 영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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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신경망 연결에 순환구조를 넣은것, RNN(Recurrent Neural Networks)의 개념 

 - 음성이나 언어 등 연속된 입력 데이터에 적용이 용이한 딥러닝 모델 

 - 연속된 데이터 상에서 이전 순서의 히든 노드(hidden node)의 값을 저장 이후, 다음 순서의 입력 데이터로  

   학습할 때 이전에 저장해 놓은 값을 이용 

 - 과거학습의 정보를 잃지 않고 연속적인 정보의 흐름을 학습에 반영, 뉴럴(신경-계통) 

 

 

 

 

 

 

 

 

 1) x 는 입력값 

 2) A가 RNN 함수이지. RNN = 재귀신경망 

 3) ht 는 y 값으로서, 결과 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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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질의 응답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예비기술사님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멘토 강정배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