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공학부 캡스톤디자인 중간평가 답변서 

 

팀명 : 7 조 통나무 

조원: 김영호, 민동엽, 박기현, 이승수, 장명규, 아시리 모하메드 
 

심사의견 or 질문 : 강승식 교수님 

알파고 등 바둑 기보 저장 방식과 현재 방식을 비교해 보기 바람 

답변 

알파고 역시 트리와 같은 방식으로 기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둑은 장기와 

달리 각 말의 종류가 존재하지 않고, 전체 판을 보기도 하지만 여러 개로 쪼개 형세를 

분석하기 때문에 장기의 기보 저장 방식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 강승식 교수님 

장기의 특성상 초반의 전형적인 몇가지 수 이후 각각에 대한 승패 확률에 따라 

이동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보기 바람 

답변 

현재 학습 방식에서 각 노드의 승패 횟수 / 접근 횟수 등을 누적 반영하여 말의 가치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수와 승률이 좋은 수를 우선적으로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 강승식 교수님 

초반, 중반, 종반에 적용되는 방법론을 다르게 함으로써 최적의 성능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지 고려해보기 바람 

답변 

현재  전체 말의 개수를 바탕으로 포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학습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MIN / MAX 알고리즘으로 접근할 때 Depth 를 조정하는 등 각 시점별로 

다르게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 김상철 교수님 

기보에 대한 영상 차이를 보고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적 계산을 통해 코딩하는 

기법  파악 필요 

답변 

알파고의 경우에는 바둑 판 전체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각 구역을 각각의 작은 



판으로 분할하여  형세를 판단하기 위해 영상을 여러 층의 신경망을 통해 분석하여 

전체 형세를 판단하는데 비해, 장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판의 상태를 계산하여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수치적인 계산을 통해 판의 형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 박수현 교수님 

사용하는 딥 러닝 알고리즘은? (MCTS?) 

답변 

MIN / MAX 알고리즘의 한계를 보완한 MCTS 알고리즘의 적용 방식을 저희가 

수정하여 강화학습과 통합하였습니다. 기존 MIN / MAX 알고리즘과 MCTS 의 경우 매 

시점마다 새로운 Tree 를 생성하여 형세를 계산하는데 비해, 저희는 기보를 이용해 

사전에 학습된 그래프를 생성하고, 그 그래프 내부에서 MCTS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 박수현 교수님 

1 대의 CPU 를 이용하여 보일 수 있는 최대의 성능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1 대의 CPU 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개연성이 부족 

답변 

본 팀의 개발 목표는 CPU 의 Performance 를 향상시키기보다는, 제한된 환경 내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최대 성능을 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 대의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연구 목적 중 하나인 가정용 

로봇이 보급될 경우 각각의 소형 컴퓨터가 스스로 환경을 학습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제한된 환경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프로젝트를 

완성해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