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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공지능은 딥러닝, 기계학습 등 인공지능 기술이 발 되면서 기술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분야는 다른 산업의 핵심 기술로 부상과 함께 여러 로벌 기업들이 극  투

자를 실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게 인공지능 기술이 발 하면서 인공지능 기반 기술 개발에서 타산

업의 핵심기술로 임이 변화 되고 있으며 차세  ICT 핵심 기술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방법  지도 학습의 의사 결정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AWS(Amazone Web Service) EMR 서버에서 이를 알까기에 용하여 알까고 게임 시스템을 구 하

다. 

1. 서론

   최근 인공지능은 딥러닝(Deep Learning : 인간의 두뇌

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

하는 정보처리 방식을 모방해 컴퓨터가 사물을 분별하도

록 기계를 학습시키는 것), 기계학습 등 인공지능 기술이 

발 되면서 기술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

공지능(AI)분야 뿐만 아니라 자동차(자율주행), 의료, 로  

등의 핵심 기술로 부상과 함께 IBM을 비롯한 구 , 페

이스북, 애  등 로벌 기업들이 극  투자를 실시하면

서 차세  ICT 핵심기술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2]

 인공지능 기술이 발 하면서 인공지능 기반 기술 개발에

서 타산업의 핵심기술로 임이 변화 되고 있다. 2016년

 구 에서 개발한 알 고가 핸디캡 없이 세계 최상  

수 의 로 기사인 이세돌 9단과의 결을 승리로 이

끌어 화제가 된 것이 표 인 이다. 1)

  (그림 1)은 트랙티카에서 조사한 세계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규모를 측한 것이다.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

센터의 학IC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

로 수행되었음 (IITP-2016-H8601-16-1009)

(그림 1) 세계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규모 망[1]

 이처럼 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네이버의 

고, SK의 구 등 많은 인공 지능 련 IT 제품들이 상

용화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타산업의 핵심기술로 발달될 수 있도록 패턴이 다양한 게

임  우리나라 고  통놀이인 구슬치기(알까기)에 인공

지능 기술을 용하여 알까고를 개발한다.

 본 논문에서 구 하고자 하는 알까고 인공지능 시스템은 

알까기를 게임 이하는 사람의 패턴을 학습한다. 학습

한 패턴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게 되고, 

최 의 알까기 환경을 만들어 상 를 이기는 것이 목표이

다. 

2.  “알까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성

 “알까고” 인공지능 게임 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는 기

본 인 알까기 게임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야한다. 본 논

문에서는 Ruby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하 으며, 2D Ruby 

게임 오 소스 잼(Jam)을 이용하여 개발환경을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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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1)은 알까고의 시스템 구축 환경이다. 

[표 1] 알까고 시스템의 구축 환경

시스템 구성요소 시스템 세부 내용

운 체제 MAC OS / Terminal

서버 환경 AWS EC2 Linux

Ruby 2.2

머신러닝 알고리즘 Ruby classifier-reborn

그래픽 라이 러리 Ruby Gosu Jem

물리 엔진 라이 러리 Ruby CHIPMUNK Jem

외부 제어 라이 러리 childprocess Jem

 본 논문에서는 알까기 돌의 방향, 무게, 가헤진 힘에 따

른 데이터 값을 측정해야한다. 따라서 물리 엔진 라이 러

리와 게임 그래픽 라이 러리를 이용하 고, 게임에서 학

습한 패턴 노드들을 제어하기 한 Child Process 라이

러리,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Classifier-reborn 오 소스를 

사용하여 구 한 알까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

림 2)와 같다.

 

(그림 2) 알까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성도

 알까고 시스템은 (1) 게임이 시작되면 사용자와 기본 AI 

시스템이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2) 게임이 끝나게 되면 

사용자 패턴을 분석하고 정해진 노드에 따라 분류한다. 

(3) 패턴을 클라우드 서버에 장하게 된다. (4) 다음 게임

이 시작될시 최 화된 패턴을 선택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사용자 패턴 분석을 하기 해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하

게 되는데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  사람이 교사로서 입력과 출력이 분명하게 

존재하며, 입력값에 한 목표치가 존재하는 지도학습 방

법, 사람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목표값이 존재

하지 않는 비지도 학습 방법,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 안에

서 정의된 에이 트가 재의 상태를 인식하여, 선택 가

능한 행동들  보상을 최 화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방법

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도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 하 다.

3. 알까기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

Ruby 언어를 이용하여 게임 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는 

기본 인 개발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Ruby 언어는 도

우와 호환성이 좋지 않아 부분 Linux 계열 환경에서 개

발 환경을 구축한다. 본 논문에서는 Mac 기본 로그램이

자 Linux 환경인 Terminal에서 구 하 다. (그림 2)는 

터미  구축 환경이다.

(그림 2) Terminal 구축 환경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의 터미  구축 환경에서 기본 인 

알까고 시스템을 구 하 고, 알까고 시스템에서 게임을 

이 하게 된다. 이 후 생성되는 여러 데이터들을 클라

우드 컴퓨  시스템인 AWS(Amazon Web Servie)의 

EMR(Elastic MapReduce) 기능을 사용하여 장하

다.[3]

(그림 3) AWS EMR 클러스터 구축 환경

 (그림 3)은 AWS EMR 클러스터를 생성하여 환경을 구

축한 콘솔 환경 설정 화면이고, (그림 4)는 클러스터가 만

들어져 3개의 인스턴스를 추가 으로 할당받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이다.[3]

(그림 4) AWS EMR 데이터 모니터링 환경

  AWS EMR 인스턴스는 Linux 콘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클라우드 환경에 가장 빠르게 목시킬 수 있고 호

환성이 뛰어난 Ruby 언어를 사용하 다.

 Ruby 언어의 오  소스  강력한 그래픽 라이 러리를 

제공하는 Gosu 잼이 있는데, 이 잼을 사용하여 알까고의 

반 인 그래픽을 구 하 다. (그림 5)는 알까고의 기

본 화면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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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알까고의 메인 화면

 (그림 5)와 같이 게임 시스템은 총 2개의 화면으로 구성

되어 있다. 먼  좌측화면에서는 실제 알까기에서 동작하

는 화면이고, 우측 화면은 남은 돌의 정보, 재 게임 턴 

정보, 조작 키 등 안내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처음 기본 

값을 7로 주어 7개의 돌로 시작한다. 검은 돌은 기본 AI

가 용되어 있고, 흰 돌은 사람이 이하는 돌이다.

 처음 돌의 좌표값은 모두 랜덤으로 값을 장하여 출력

되며, R 버튼을 르면 좌표 재설정  게임 재시작을 할 

수 있다. (그림 6)은 R 버튼을 러 게임을 재시작한 화

면이고, (그림 7)은 알까고의 게임 시스템의 설명이다.

(그림 6) 알까고 좌표 재설정 화면

(그림 7) 알까고 게임 시스템

 알까고 게임 시스템은 기본 으로 마우스 클릭  드래

그로 게임이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흰돌을 클릭 후 원하

는 방향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돌이 이동한다. (그림 7)

과 같이 흰돌을 클릭후 검은돌을 향해 마우스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물리 

엔진 라이 러리 CHIPMUNK를 사용하여 돌이 충돌하는 

모습을 충돌 하 을 때 실감 있게 방향과 세기 등을 설

정하 다. 본 논문에서 구 한 알까고 게임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드래그한 속도와 거리에 비례하여 돌의 힘이 강

해지도록 구 하 다. (그림 8)은 돌이 충돌 하 을 때의 

화면이다.

(그림 8) 알까고 바둑알 충돌 모습

 한 게임이 종료된 후, 알까고 시스템의 인공지능을 

용하기 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게임이 끝난 후, 돌이 움직인  좌표와 게임 승

자, 마지막으로 얼마만의 게임 턴이 지나갔는지에 한 

데이터값을 데이터베이스로 생성하게 된다. 생성된 데이

터베이스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서버로 보내지게 되고, 그 

서버에 장된 데이터를 활 하여 인공지능을 용하게 

된다. (그림 9)는 장된 데이터를 서버에 보내는 코드의 

일부분이다.

(그림 9) 서버 송 코드의 일부분

 알까고 게임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용하기 해 머신러

닝 방법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방법을 이용

한다. 지도 학습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논

문에서는 의사 결정 트리(Decision Tree)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구 하 다. (그림 10)은 알까고 의사 결정 트리

의 일부분이다.

(그림 10) 알까고의 의사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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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과 같이 알까고 AI 시스템은 의 돌이 여러 

개 존재할 때 좌표 값의 근사치를 계산하여 모여 있는지 

단하게 되고, 모여 있다고 단할 시 간 지 을 공격

한다. 따라서 확률 으로 더 높은 승리 확률을 가져갈 수 

있다. (표 2)와 (표 3)은 알까고 AI 시스템의 지도 학습

을 통하여 돌이 많은 곳을 우선 으로 타격할시 게임 데

이터와 평범한 AI 게임 데이터를 비교한 표이다.

[표 2] 지도학습이 용된 알까고

[표 3] 지도학습이 용되지 않은 평범한 알까고

 (표 2)와 같이 AI가 선공시에는 승률이 90% 이상인 것

을 볼 수 있었고, AI가 후공할 때에도 80% 이상으로 지

도학습이 용되지 않았을 때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알까기에 사용되는 바둑알의 힘의 세기, 

좌표, 방향 등을 이용하여 게임 시스템을 구성하 다. 이

에 따라 마우스를 이용한 이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재 알까기 게임 시스템에 머신 러닝  지도 학습 방법을 

용하 고, 의사 결정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 하

다. 한 이 시스템을 AWS(Amazone Web Service)의 

EMR 시스템과 연동하여 구 한 것이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성이다. 본 논문에서는 7개의 바둑알로만 AI를 테스

트하 는데, 향후 연구과제로는 바둑알의 개수를 7개가 아

닌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용해야 할 것이고, 인공지

능 방법과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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