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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장기 기보 데이터를 이용해 그래프 자료 구조를 

생성하고, 기계 학습을 통해 장기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계학습 방식은 강화학습을 사용하며, 다음 수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은 MCTS(Monte 

Carlo Tree Search) 알고리즘을 학습 과정에서 응용하여 사용한다. 

 

시각화 방식은 유니티(Unity) 엔진을 이용하여 기존 장기 게임과 같이 2D로 말을 움직이

면 3D로 전환되어 전투 애니메이션을 수행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5회에 걸쳐 열린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개

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의 대결은 

세기의 대결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림 1  이세돌 vs 알파고 대결 

 

특히 세계 최정상의 고수인 이세돌을 상대로 복잡도가 너무 높아 아직 인공지능이 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분야인 바둑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압승을 거두자 알파고의 우

세를 예견했던 학계 일부를 제외하고 전 세계가 충격과 우려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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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결하기 전인 2월에 발표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2016-001호 

AlphaGo의 인공지능’ 리포트에 따르면 알파고의 수준은 다른 바둑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월등히 앞서지만, 프로 2~5단 수준으로 예측해 세계 최정상인 이세돌의 수준에는 미치

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림 2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알파고와 기타 바둑 프로그램의 성능 비교 

 

하지만 알파고의 승리로 컴퓨터가 바둑 분야에서까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자 일부 학

계와 무인자동차를 중심으로 조용한 성장세를 보이던 인공지능 분야 시장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성능의 향상에 관한 연구의 목적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에 인공

지능이 부여되어 생활이 편리하고 윤택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

공지능의 시장 규모는 주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해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

다. 금융 관련 기업인 ㈜미래에셋대우가 2016년 11월 28일에 발표한 ‘인공지능 시장 전

망’ 보고서에 따르면 딥 러닝 분야의 경우 16년 기준 약 2억 달러 정도의 가치로 평가

받고 있으나 2020년에는 약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며 다른 인공지능 분야 

역시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인공지능 장기 

팀 명 통나무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7-MAY-24 

 

캡스톤디자인 I Page 7 of 43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그림 3  ㈜미래에셋대우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장 전망 보고서’ 

 

또한, 인공지능 분야와 연관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시장은 바로 게임 시장이다. 무인자

동차와 의료계, 법조계, 언론계 등 인공지능이 역할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 찬반양론이 

양립하는 상황과 달리 게임 시장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진입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인

공지능 알고리즘들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든어택과 같은 온라인 대전형 FPS(First Person Shooter) 게임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임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들어간 NPC(Non-Player Character)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게임 인공지능의 경우 체스, 장기와 같이 정보가 공개되고, 플레이어가 서로 번갈아가면

서 플레이하는 보드게임 분야에서만 사용되었지만, 최근 신경망을 이용해 인공지능의 성

능이 향상되면서 실제 사람과 같이 화면 내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 컴퓨터가 동작을 수

행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게임 시장은 모바일 시장, VR / AR 등 플랫폼의 확장과 유니티 등 개발 엔

진들의 발전과 함께 지속해서 성장세를 보인다. 국내에서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6년 

7월 발표한 ‘글로벌 게임 산업 트렌드’에 따르면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고 개발 경험자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걸음마 단계로 평가받고 있으나, Pokemon Go 열풍과 더불어 각 게

임 업체들이 VR / AR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인공지능 장기 

팀 명 통나무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7-MAY-24 

 

캡스톤디자인 I Page 8 of 43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그림 4, 5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글로벌 게임 산업 트렌드’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을 분석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2017년 1월에 발표한 ‘국내 

SW 전문가들이 전망한 2017년 SW 10대 이슈’에 따르면 560명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전문가가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2017년 10대 이슈 중 1위를 인공지능, 3위

를 VR/AR 분야로 꼽았다. 특히 기관별로 다른 응답이 나왔지만, 인공지능 분야만큼은 모

든 기관에서 3위 안에 들어 현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라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표한‘2017년 SW 10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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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는 인

공지능 분야에서 시장성이 확장될 것으로 판단되는 게임을 개발한다. 게임은 장기로 선

택하였으며 선택한 이유는 장기는 한국 게임으로 바둑, 체스와 달리 전 세계의 개발자들

이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 않으며, 인터넷에서 프로 등 고수들의 기보를 확보할 수 있으

며, 현재 국내 온라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장기는 대부분 학습을 이용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본 프로젝트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약 10만 개의 프로 기사 수준 고수들의 기보를 이용

해 강화 학습을 통해 장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글 알파고의 경우 복잡도가 크고 현재 기보와 학습된 데이터를 비교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많은 CPU와 GPU를 이용하였지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전 강화 학습과 

알고리즘 응용을 통해 탐색 시간을 단축하고, 1대의 CPU를 이용해 최대의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때 온라인 서비스되는 장기 프로그램과 대국을 했을 때 승률

이 50% 이상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2.2.1.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본 프로젝트는 장기 기보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보를 각각 나누고, 기보들을 이용해 그래프 구조를 생성하며, 생성된 그래프 

내에서 통계 자료와 강화학습 정책 등을 활용해 학습을 진행한 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수를 찾는 것이고, 이 수를 유니티 인터페이스를 통해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MCTS 알고리즘과 강화 

학습 정책을 응용하고 수정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크게 다음과 같은 5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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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 기보 분할 프로그램 

인터넷에서 수집한 장기 기보 데이터들을 1개의 파일에 1게임씩 저장하고, 각

기 다른 형식의 기보들을 같은 형식으로 변형한다. 

 

 
그림 7  기보 분할 프로그램 순서도 

 

2.2.1.1.2. 그래프 구조 생성 프로그램 

각 기보 파일들을 하나씩 읽으며 그래프 구조 형태로 노드들을 연결한다. 인공

지능 기초 이론에는 트리 형태로 접근하게 되어있고, 바둑 역시 트리 구조를 

사용하지만, 장기 / 체스의 경우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특징이 있어 그래

프로 접근한다. 각 노드에는 현재 판의 상황, 이전에 나올 수 있는 노드, 다음

에 나올 수 있는 노드, 각 말의 위치와 수를 고려한 20여 개의 휴리스틱, 통계

치 등을 저장한다. 

 

 

그림 8  그래프 구조 생성 프로그램 순서도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인공지능 장기 

팀 명 통나무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7-MAY-24 

 

캡스톤디자인 I Page 11 of 43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2.1.1.3. 학습 프로그램 

생성된 그래프 구조 내에 학습 정책과 통계치들을 이용해 각 휴리스틱의 값을 

조정해 가장 좋은 수를 찾을 수 있도록 학습한다. 

 

 
그림 9  학습 프로그램 순서도 

 

 

2.2.1.1.4. 수 선택 알고리즘 프로그램 

학습 과정이 끝난 그래프 구조 내에서 연산 과정을 거쳐 최적의 수를 선택한다.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위 노드를 우선 탐색하지만, 하위 노드들의 가치

가 특정 임계값보다 떨어질 경우 존재하지 않는 노드들을 다시 연산하여 최적

의 수를 찾는다. 

 

 

그림 10  수 선택 알고리즘 프로그램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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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5. 유니티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유니티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과 사람이 대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D 상태

에서 장기 말을 이동시키면 3D 애니메이션으로 전환되며, 이동한 수의 정보를 

서버로 전달해 인공지능이 다음 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이 수를 

선택하면 그 정보를 전달받아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한다. 

 

 

그림 11  유니티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순서도 

 

2.2.1.2. 수행 내용 

2.2.1.2.1. 기보 분할 프로그램 

기보 파일은 장기 협회에서 지정된 정식 규격 기보를 따른 파일을 사용하였다. 

기보 파일의 내용으로는 상차림(마와 상의 위치)과 승자, 그리고 어떠한 히스토

리를 가졌는지 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79졸78마장군 이면 (7, 9) 위치에 있

는 졸이 (7, 8) 위치에 있는 마를 먹은 후 장군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킨 것이

다. (기보에 따라 79卒78馬와 같이 한자인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정보를 

C++ 프로그램 작성을 통하여 본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정보로 최소화하였다. 

한 파일에 여러 경기가 존재할 경우 한 파일에는 한 경기만 남아있도록 파일을 

나누었으며, 상차림은 초 / 한에 대해 각각 4가지 경우가 있어 0 ~ 3까지의 정

수로 표기하였고, 79졸78마장군이 초의 공격일 경우, 0 78 79 h 0 1 로 표현하였

다. 공격 순서 / 전 위치 / 후 위치 / 움직인 말의 종류 / 잡힌 말의 종류 / 장

군의 여부 순으로 표기하였다. 현재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며 분할시킬 기보들

이 있는 디렉터리를 지정해 주면, 다른 디렉터리에 1.txt 부터 숫자를 증가시키

며 파일을 나눠 주고 있다. 

계획서상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러 곳에서 기보를 확보하다 보니 중복된 

기보들이 발견되어 학습을 위한 통계치를 모으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

서 분할된 기보들에 대해 각각 중복검사를 진행하는 별도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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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중복이 발견되면 해당 텍스트 파일을 삭제하여 정확한 데이터들을 모

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2  기보 분할 / 파싱 전 파일 

 

 

그림 13  기보 분할 / 파싱 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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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 그래프 구조 생성 프로그램 

그래프는 인공지능 게임 트리 이론과 같은 원리로 개발하였다. 다만 다른 점은 

장기와 체스는 게임 상태에 대해 순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트리가 아닌 그래

프를 적용하였다. 각 노드는 그 게임 보드의 상태에 따라 다른 노드인지 구분

되도록 키로 사용하였으며 부모 노드 포인터, 자식 노드 포인터, 말의 개수, 각 

말의 가치, 통계치 등 여러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노드의 자식 노드는 현재 상

태에서 어떤 말을 움직였을 경우 나올 수 있는 모든 노드를 가리키며, 부모 노

드는 이전 상태에서 어떤 말을 움직였을 경우 현재 상태로 바뀔 수 있는 모든 

노드를 가리킨다. 

 

그래프를 형성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로 현재 노드의 자식 

노드들과 새로 삽입할 노드들을 비교한다. 만약 같은 노드가 존재할 경우 포인

터를 옮겨준 뒤 통계치를 조정한다. 두 번째는 해당하는 자식 노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래프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와 비교한다. 이때, 모든 노드와 비교하

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해시를 이용한다. 각 노드는 초 / 한의 현재 남아있는 

말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해 자료형이 

multimap(C++ STL, key 값과 value를 가지고 있으며, 레드 블랙 트리를 형성하

고 있는 라이브러리)인 2차원 배열을 형성하여 index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각 multimap은 현재 노드들의 포, 차의 x, y 좌표의 합을 특징값으로 

가지고 있고, 이 4개의 특징을 이용해 key 값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초 / 한의 말의 개수와 포 / 차의 위치를 이용해 해시 함수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일반 배열에서 전부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같은 상태의 노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형성된 그래

프에는 존재하지 않는 노드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그래프의 새로운 노드로 

추가한다. 

 

이렇게 형성된 그래프 구조를 계속 파일로 유지하기 위해 객체 직렬화(Object 

Serialize) 방식을 사용하였다. 객체 직렬화는 메모리에 있는 정보들을 연속적인 

바이트로 변환하고, 변환된 바이트를 다시 원래의 객체로 복원하는 방법을 말

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생성된 구조를 바탕으로 학습 정책과 알고리

즘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고, 완성된 학습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로 유지해야 하

므로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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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생성된 그래프 구조 예시 

 

 

그림 15  각 노드 내부 구성 

 

 

그림 16  해시 적용 접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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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 학습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은 기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용해 개발하였다. 학습은 크게 2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로 각 노드의 통계치를 그래프 생성 과정

에서 노드에 넣은 후, 학습 과정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통해 통계치가 작성되었

는지에 따라 상태 노드의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다르게 차등 적용하였다. 먼

저 한 수 쉼이 나올 경우, 해당 노드에 접근하기 전 상대방이 좋은 수를 두었

다고 판단하여 움직인 말에 대해 0.001%의 +점수를 주었으며, 단순 움직임에

서는 0.0001%의 +점수를 주었다. 상대방 말을 잡은 경우에는 한 단계 전의 움

직인 말에 대해서는 +0.01%, 두 단계 전의 움직인 말에 대해서는 -0.01%를 적

용하였다. 장군이 나온 경우에는 한 단계 전 움직인 말에 대해 +0.005%, 두 단

계 전 움직인 말에 대해서는 -0.01%를 적용하였다. 두 번째로는 가장 하위 노

드에서 승자의 path에 대해 0.5의 비율로 점수 보상을 주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MDP(Markov Decision Process) State Value Function 방식을 적용하여 점수가 

모두 계산된 뒤, 승자일 경우에는 현재 노드의 점수를 현재 노드 점수 + (하위 

노드 점수 * 0.5)로 보상해 주었으며, 패자일 경우에는 현재 노드의 점수를 현재 

노드 점수 – (하위 노드 점수 * 0.5)의 방식으로 페널티를 부여하였다. 두 가지 

학습 방식을 이용한 결과, 프로그램 스스로 승률이 높았고 상대방보다 유리한 

수를 따라가려는 성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7  가치 판단 방식 1 - 단순히 말을 움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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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가치 판단 방식 2 – 상대방 말을 잡은 경우 

 

 

그림 19  가치 판단 방식 3 – 한 수 쉼이 나온 경우 

 

 

그림 20  가치 판단 방식 4 – 장군이 나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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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가치 판단 방식 알고리즘 

 

 

그림 22  보상 방식 – 한이 승자인 경우 

 

 

수식 1  MDP(Markov Decision Process) state value function 

 

 

그림 23  보상 방식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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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 수 선택 알고리즘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은 앞서 1, 2, 3번째 프로그램에서 완성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줬을 때 가장 올바른 수를 출력해주는 방식으로 개발하였다. 현재 판 

상황과 공격자 2가지만 주어지면 먼저 현재 노드와 정확히 일치하는 노드가 있

는지 해시를 이용해 탐색을 시작한다. 일치하는 노드가 있으면 하위 노드 중 

학습된 결과 중에 가장 점수가 높다고 판단된 노드를 다음 수로 출력하게 된다. 

만약 일치하는 노드가 있더라도 하위 노드의 가치가 음수가 최댓값으로 계산되

면, 해당 방향을 따라갈 경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따

라가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따라갈 하위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MIN / 

MAX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음 수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MIN / MAX 알고리즘

의 탐색 깊이는 말의 개수가 26개 이상일 경우 6, 16개 이상일 경우 8, 15개 이

하일 경우 9로 선택하였다. 해당 탐색 깊이는 30초 이내에 수를 두기 위해 너

무 깊어서 오래 걸리거나 너무 얕아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적의 깊이를 

테스트를 통해 찾아내었다. 

 

 

그림 24  다음 수 선택 알고리즘 

 

 

2.2.1.2.5. 유니티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유니티 인터페이스 개발은 장기 말의 3D 모델링은 적합한 오픈소스를 사용하

여 구현하였다. 장기 말을 이동시키거나 공격 시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DOTween의 object를 이동시키는 DOMove(), 회전시키는 DORotate(), 입력된 

방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DOLookAt()을 사용하였다. 공격 시에는 

SubCamera를 이용하여 장기 말들로 시점을 변화하여 공격 장면을 볼 수 있도

록 구현하였다. PC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마우스를 이용하지만, VR을 위한 안드

로이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GazePointer를 사용하여 시선의 중앙에 커서가 위

치하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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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의 프로세스와의 연결은 비동기 소켓을 이용하였다. 게임을 시작할 때 자

신의 상차림을 설정할 수 있도록 Dropbox를 이용하여 “상마상마”, “마상마상”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으며, Start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버와 연결을 통해 서버의 상차림을 받아와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5  유니티 프로그램 구조 

 

 

그림 26  시작 화면 / 상차림 선택 

 

 

그림 27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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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말 선택 후 이동 가능 위치 표시 

 

 

그림 29  공격 애니메이션 1 

 

 

그림 30  공격 애니메이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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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공격 애니메이션 3 

 

 

그림 32  종료 화면 / 재시작 상차림 선택 

 

 

2.2.1.3. 수행 결과 

2.2.1.3.1. 해시 알고리즘 적용 

그래프 생성 과정과 학습 과정, 수 선택 알고리즘 과정 등에서 일치하는 state 

node를 빠르게 찾기 위해 stateHash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표 1  stateHash 사용 후 성능 향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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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 게임 성능 비교 

개발 완료 후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현재 서비스 되는 AI(한게임, 모바일 장

기 플러스, 모바일 정통장기 등)와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 결과 무승부를 

제외하고 약 59%의 승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승부의 경우는 AI 사이에 같은 

수의 반복이 일어나 어쩔 수 없이 게임을 종료한 경우이다. 또한, 한게임, 카카

오 장기, 넷마블 등 유저들과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무승부를 제외하고 약 85.4%

의 승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저는 중수 이상의 실력이라고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게임 전적 300전 이상, 50% 이상인 경우에만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표 2  학습 결과 성능 비교 

 

 

2.2.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그림 33  Use-Case Diagram 

 

2.2.2.1. Select Initial Board – 완료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게임을 시작하기 전 상차림을 선택할 수 있다. 

 

2.2.2.2. Game Restart – 완료 

게임 진행 도중 게임을 재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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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Select Unit – 완료 

움직이기 원하는 말을 선택할 수 있다. 

 

2.2.2.4. Unit Movement – 완료 

말을 움직이고 싶은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2.2.3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2.2.3.1. 성능 

사용자가 수를 선택한 뒤 AI는 서버와의 통신 시간을 포함하여 30초 이내에 수를 

둘 수 있도록 MIN / MAX 알고리즘의 Depth를 조절하였다. 

2.2.3.2. 테스트 

최초 계획 시에는 인터페이스 플랫폼으로 VR 기기만을 고려하였으나, 테스트가 쉽

도록 윈도우 기반의 실행 파일을 별도로 개발하였다. 

 

 

2.2.4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그림 34  시스템 구조 및 흐름도 - 학습, 알고리즘 서버 

 

 

그림 35  유니티 프로그램 구조 및 흐름도 

 

위와 같은 흐름으로 완성된 서버 시스템과 유니티 프로그램과의 통신을 통해 프로그

램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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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기보 파일을 나누고 중복 검사를 진행하여 파싱된 기보파일을 생성한다.  

 

두 번째로 파싱된 기보 파일을 이용하여 그래프 구조를 생성하여 serialize 과정을 통

해 그래프 바이너리 파일을 생성한다. 

 

세 번째로 학습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학습된 그래프 바이너리 파일을 생성한다. 

 

완성된 학습된 그래프 파일을 이용하여 수 선택 알고리즘과 유니티 인터페이스의 통

신을 통해 게임을 서비스한다. 

 

 

2.2.5  활용/개발된 기술 

2.2.5.1. 활용된 기술 

- Serialize(Boost Library) 

 

기보 파일을 이용해 생성한 그래프와 학습 프로세스를 통해 학습된 그래프를 파일로 저

장할 필요성을 느껴 Serialize 기술을 사용하였다. 

 

Serialize는 객체를 바이너리 파일로 저장하고, 반대로 다시 그대로 불러오는 기술로 이

미 학습이 완료된 데이터를 불러오면 바로 게임 진행이 가능하다. 

 

- Unity Engine 

 

유니티 엔진은 게임을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사용한 기술이다. 캐릭터는 모델링을 

진행하기에 제한되어 오픈소스 캐릭터를 활용하였지만, 캐릭터의 제어는 DOTween, 

GazePointer 등의 Unity 내부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개발하였다. 

 

 

2.2.5.2. 개발된 기술 

기존의 강화학습, MCTS(Monte Carlo Tree Search) 알고리즘 등을 기보 데이터 학습

을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변형하여 적용하였으며, 장기에 맞게 ‘valueEvaluation’, 

‘rewardFromLeafNode’, ‘selectNextMove’ 알고리즘을 새롭게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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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최초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터넷에 있는 기보들의 수를 대략 파악한 결과 약 10

만 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기보를 전부 내려 받아 확

인한 결과 약 7만 개의 기보를 얻을 수 있었고, 통계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기보 

중복 검사를 확보한 결과 약 4만 개의 기보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2.2.7  결과물 목록 

인공지능 장기 소프트웨어(기술문서 무 / Windows용 exe파일, Android용 VR apk파일)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팀이 제안하는 학습 알고리즘 방식을 이용해 체스, 오목 등과 같은 다른 보드게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 본 팀이 제안하는 방식을 이용해 게임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1대의 컴퓨터만을 이용한 

학습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 본 팀이 제안하는 학습 알고리즘 방식을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다. 

 

- 본 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게임 공모전에 제출할 수 있다. 

 

- VR 기술을 이용한 결과물로 새로운 기술 확장의 아이디어로써 제시할 수 있다. 

 

 

3 자기평가 
 

최초 계획 당시에 계획하였던 대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기보를 나누고 그래프 구조를 생성하여 기보를 이용한 학습을 진행하였고, 학습된 그래프를 

이용해 다음 수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유니티를 이용한 인터페이스로 서

비스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학습을 미리 수행하여 해당 내용을 바이너리 파일로 미리 가지고 있어 수 선택 알고리즘의 

연산 속도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기존 알고리즘만을 이용한 장기에 비해 초반 / 

중반 / 후반의 연산 단계를 조절하여 초, 중반에는 고수들의 기보를 효율적으로 따라 하며 

형세를 구축하고 중, 후반에는 연산 단계를 최대한 깊게 확인하여 상대 알고리즘보다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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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식으로 체스, 오목 등 보드게임으로는 쉽게 플랫폼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쉬웠던 점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장기 기보를 확보하였지만, 장기의 특성상 한, 중, 일 3국

에서만 하는 보드게임이고 이로 인해 기보 확보에 한계를 느꼈다. 기보를 바둑과 같이 끊임

없이 확보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

다. 

또한, 계획 단계에서 현실적인 개발 기간의 문제로 제외하였지만, 신경망(neural network)을 

이용해 조금 더 좋은 수를 찾아본다거나, 개발한 AI가 한게임, 넷마블 등 다른 플랫폼 자동으

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서 알파고와 같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하였다면 훨씬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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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사용자에게 간단한 실행/사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매뉴얼이다. PC 버전/안드로이드 버

전의 실행 방식이 다르기에 나누어 서술하였고 프로그램 실행 이후에는 같은 인터페이

스로 진행된다. 

 

5.1.1  PC 버전 

 

먼저 게임을 실행시키기 위해 실행 파일을 더블클릭한다. 

 

 

실행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프로그램 실행 전 그래픽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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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안드로이드 버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기기에 맞춰 VR기기 크기를 조절한다. 

 

  

다운로드 받은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해서 실행시킨다. 

클릭 후에는 기기를 VR 기기에 연결해 달라는 화면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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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PC / 안드로이드 공통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순서대로 화면이 나온 뒤 상차림을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상차림을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게임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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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로 장기 말을 선택하여 움직일 수 있고, 

상대 말을 잡거나 자신의 말이 잡히는 경우 3D 애니메이션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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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진행 중 장군 상황이 나올 경우, 팝업창을 출력한다. 

 

 

경기가 종료되거나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게임을 재시작할 수 있다. 

 

 

ESC 키를 누르면 게임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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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개발자 매뉴얼 

5.2.1  Boost Library 

 

 

Boost.org에서 Boost 라이브러리 zip파일을 다운로드한다. 

(본 프로젝트는 boost_1_63_0 기준에서 개발하였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압축을 푼 뒤, 해당 폴더로 이동한다. 

 

 

$ ./booststrap.sh –prefix=/usr/local/lib 명령어를 입력하여 라이브러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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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명령어를 입력하여 Library Compile을 시작한다. 

(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서버의 아키텍처에 맞게 compile 시작) 

 

 

$ sudo ./b2 install 명령어를 입력하여 지정 Library Path에 Compile을 시작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인공지능 장기 

팀 명 통나무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7-MAY-24 

 

캡스톤디자인 I Page 36 of 43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지정 Library Path(/usr/local/lib)에 Boost Library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큰 사이즈의 바이너리 파일을 Serialize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스택 사이즈를 변경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 ulimit –s 1073741824 명령어를 입력하여 스택 사이즈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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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에 사용된 PC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운영체제 Ubuntu 16.04 LTS with NODE.JS) 

 

5.2.2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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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3d.com에 접속하여 Personal 버전을 다운로드 받는다. 

 

 

 

 

 

 

Mac OS – UnityDownloadAssistant.dmg 

Windows – UnityDownloadAssistant.exe 파일을 실행시킨다. 

인스톨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설치 옵션 중 반드시 Android Build Support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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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DOTween 

 

 

 

Unity를 실행한 뒤 Window 메뉴의 Asset Store에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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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ween Free Download를 클릭한다. 

다운로드 후 Package를 import 할 수 있다. 

이 후 Unity Tools 메뉴의 DOTween Utility Panel을 클릭하면 setup을 완료할 수 있다. 

 

5.2.4  Oc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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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r.oculus.com에 접속해 Develop 메뉴에 Downloads를 선택한다. 

다음 페이지에서 Oculus Utilities for Unity 5 1.14.0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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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 Assets 메뉴에 import package 의 Custom Package를 선택하면 

Oculus Utilities를 import 할 수 있다. 

 

 

5.3 배포 가이드 

https://github.com/parkkihyeon/17Capstone_project (프로그램 다운로드 URL) 

해당 주소에 접속하면, download 디렉토리에 Windows / Android VR 로 구분하여 버전

별로 zip / apk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5.4 테스트 케이스  

대분류 소분류 기능 테스트 방법 기대 결과 
테스트 

결과 

텍스트 

파일 

파일 분할 / 

중복 검사 

기보 

파일 

분할 

현재 파싱이 가능한 

다양한 기보 파일들을 

디렉토리에 넣고 함수를 

실행시킨다. 

지정된 위치에 한 파일 

당 한 게임씩 분할 

저장되고, 중복 

검사를 통해 같은 

기보들이 나올 경우 

삭제한다. 

성공 

바이너리 

파일 

그래프 

생성 

그래프 

생성 

분할된 기보 파일들이 

있는 디렉토리를 선택한 

후 함수를 실행시킨다. 

분할된 기보들을 전부 

확인하여 그래프를 

생성하고, 모든 

파일들을 확인한 뒤 

serialize 를 이용해 

바이너리 파일로 

저장한다. 

성공 

https://github.com/parkkihyeon/17Capstone_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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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 

파일 

학습된 

그래프 

생성 

학습 

분할된 기보 파일들이 

있는 디렉토리와 완성된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는 

바이너리 파일을 선택한 

후 함수를 실행시킨다. 

완성된 그래프 내에서 

기보들을 다시 확인하며 

통계치에 맞춰 각 

노드의 값을 조정한다. 

성공 

알고리즘 
수 선택 

알고리즘 

수 선택 

알고리즘 

학습된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는 바이너리 

파일과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보드를 선택한 

후 함수를 실행시킨다. 

완성된 학습 그래프 

내에서 현재 상태에 

맞는 최적의 다음 수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성공 

유니티 

엔진 

인터페이

스 

게임 

시각화 

AI 와 계속 수를 선택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알고리즘 서버와 통신을 

통해 주고 받은 수를 

유지하며 현재 상황을 

보여준다.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