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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돌개발이야기



다룰내용
1. AI 한돌

2. 바둑 AI

3. 한돌이야기

 한돌 1.0

 한돌 + 한게임바둑서비스

 한돌 2.0

 한돌 3.0 + 이세돌프로대국이벤트

 한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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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돌



 

한돌소개

AI 한돌



 

 최적의수

 게임결과예측

한돌소개

AI 한돌



 

 2016년프로젝트 NGo 시작

 2017년한게임바둑한돌 9단서비스

한돌소개

AI 한돌



 

 2016년프로젝트 NGo

 2017년한게임바둑한돌 9단서비스

 2018년프로기사 TOP5 vs 한돌

한돌소개

AI 한돌



 

 2016년프로젝트 NGo

 2017년한게임바둑한돌 9단서비스

 2018년프로기사 TOP5 vs 한돌

 2019년중신증권배 세계바둑AI 대회 3위

한돌소개

AI 한돌



 

 2016년프로젝트 NGo

 2017년한게임바둑한돌 9단서비스

 2018년프로기사 TOP5 vs 한돌

 2019년중신증권배 세계바둑AI 대회 3위

 2019년이세돌프로은퇴대국

한돌소개

AI 한돌



 

 시작은알파고

 복잡한문제를풀수있는알파고의기술을잘이해할수있으면, 다른많은문제를풀수있겠다.

 한게임에바둑서비스가있으니서비스에적용할수있겠다.

한돌을만든목적?

AI 한돌

Complex 

Problem 

Solving

바둑

AlphaGo 

Tech.

게임
다른
문제들



© 2021 NHN FORWARD. All rights reserved.

바둑 AI



 

 바둑게임플레이를잘하는것

 현재상황을잘분석해서, 가장좋은수를두어야함

바둑 AI가해결해야하는문제

바둑 AI

한돌이추천하는수!



 

 바둑게임플레이를잘하는것

 현재상황을잘분석해서, 가장좋은수를두어야함

 사람처럼한돌도첫수는화점(1)과소목(2)을선호

 돌을적게사용해서, 점수를얻을수있는위치

 귀 > 변 > 중앙

바둑 AI가해결해야하는문제정의

바둑 AI

한돌이추천하는수!

소
목

소
목

고
목

고
목
화
점



 

 바둑게임플레이를잘하는것

 현재상황을잘분석해서, 가장좋은수를두어야함

 사람처럼한돌도첫수는화점과소목을선호

 돌을적게사용해서, 점수를얻을수있는위치

 귀 > 변 > 중앙

 사람은경험(책, 실전대국)을통해학습

 바둑 AI는?

바둑 AI가해결해야하는문제정의

바둑 AI

한돌이추천하는수!



 

바둑 AI 히스토리

바둑 AI

Albert L. 
Zobrist

1968 1980s

Nemesis

1989

GNU Go

2006 

Monte Carlo 
Tech.

2006 ~2012 

Aya, 
Pachi, 

CrazyStone, 
Zen,

MoGo

Zen19, Neural 
Network Tech.

2015 2016.03 2017.05 2017.12 2019.12

AlphaGo

AlphaGo-Master
FineArt

DeepZenGo

AlphaGo-Zero
LeelaZero

HanDol 1.0

2018.12

Alpha-Zero
ElfGo

HanDol 2.0

Mu-Zero
KataGo

HanDol 3.0

Patterns,

Hand-Crafted 

Rules,

Influence

Rollout policy
Monte-Carlo 

Simulation

Deep Neural 

Network

Reinforcement 

Learning



 

 살아있는돌은영향력소스로써주변에영향력을 행사

 영향력은소스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

 돌이있으면영향을막는장벽으로작용

 빈곳의영향력을 계산해서누구의영역인지판단

영향력(influence)

바둑 AI

https://www.youtube.com/watch?v=UGDQccLdZWc

https://www.youtube.com/watch?v=UGDQccLdZWc


 

 가능한수가하위노드인트리를만들어보자.

 트리가작은게임은다해보면정답을알수있다.(Tic-Tac-Toe)

Monte-Carlo Go

바둑 AI

https://www.remi-coulom.fr/JFFoS/JFFoS.pdf

전체트리

https://www.remi-coulom.fr/JFFoS/JFFoS.pdf


 

 가능한수가하위노드인트리를만들어보자.

 트리가작은게임은다해보면정답을알수있다.(Tic-Tac-Toe)

 평가기능을구현하여 위치를평가한다음, 검색(chess, shogi)

Monte-Carlo Go

바둑 AI

https://www.remi-coulom.fr/JFFoS/JFFoS.pdf

전체트리 깊이제한 + 위치평가

https://www.remi-coulom.fr/JFFoS/JFFoS.pdf


 

 가능한수가하위노드인트리를만들어보자.

 트리가작은게임은다해보면정답을알수있다.(Tic-Tac-Toe)

 평가기능을구현하여 위치를평가한다음, 검색(chess, shogi)

 바둑은평가함수가잘동작하지않음 -> 게임을끝까지빠르게해보고, 평가하자.

Monte-Carlo Go

바둑 AI

https://www.remi-coulom.fr/JFFoS/JFFoS.pdf

전체트리 깊이제한 + 위치평가 Monte Carlo 방법
random playout

https://www.remi-coulom.fr/JFFoS/JFFoS.pdf


 

 모든위치에서 정해진수의랜덤플레이아웃

Monte-Carlo Go

바둑 AI

https://www.remi-coulom.fr/JFFoS/JFFoS.pdf

Random Playouts

9/10 3/10 4/10

https://www.remi-coulom.fr/JFFoS/JFFoS.pdf


 

 모든위치에서 정해진수의랜덤플레이아웃

 승률이가장좋은수를선택

Monte-Carlo Go

바둑 AI

https://www.remi-coulom.fr/JFFoS/JFFoS.pdf

Random Playouts

9/10 3/10 4/10

https://www.remi-coulom.fr/JFFoS/JFFoS.pdf


 

 좋은위치는플레이아웃을 더해보자.

 좋은위치?

 패턴, 영향력, 룰로볼때좋거나,

 플레이아웃 결과가좋은곳

Monte-Carlo Tree Search

바둑 AI

https://www.remi-coulom.fr/JFFoS/JFFoS.pdf

9/15 2/6 3/9

https://www.remi-coulom.fr/JFFoS/JFFoS.pdf


 

 랜덤하게플레이하면 결과가산발적이라 의미가없음

롤아웃방법(Rollout policy)

바둑 AI

random           pattern-based random



 

 랜덤하게플레이하면 결과가산발적이라 의미가없음

 랜덤보다는 실제게임처럼 플레이해서얻은결과로평가해보자.

롤아웃방법(Rollout policy)

바둑 AI

random           pattern-based random



 

 랜덤하게플레이하면 결과가산발적이라 의미가없음

 랜덤보다는 실제게임처럼 플레이해서얻은결과로평가해보자.

 패턴을사용하면복잡한순서를가진그럴듯한결과생성

롤아웃방법(Rollout policy)

바둑 AI

random           pattern-based random



 

 랜덤하게플레이하면 결과가산발적이라 의미가없음

 랜덤보다는 실제게임처럼 플레이해서얻은결과로평가해보자.

 패턴을사용하면복잡한순서를가진그럴듯한결과생성

롤아웃방법(Rollout policy)

바둑 AI

random           pattern-based random

젖힘

끊음

가장자리



 

 랜덤하게플레이하면 결과가산발적이라 의미가없음

 랜덤보다는 실제게임처럼 플레이해서얻은결과로평가해보자.

 패턴을사용하면복잡한순서를가진그럴듯한결과생성

롤아웃방법(Rollout policy)

바둑 AI

젖힘

끊음

가장자리
붙이면젖히고, 젖히면뻗어라.



 

 단수살리기

 주변패턴체크: 상대가둔곳주위 8곳에대해패턴체크

 전체체크

 랜덤

롤아웃방법예제(MoGo)

바둑 AI

단수살리기 단수살리기

2개의흑그룹을끊기 붙이면젖히기 젖히기



 

 점점더복잡해지는 룰

롤아웃방법예제(Pachi)

바둑 AI
패

상대돌잡기

단수살리기

축만들기

단수만들기

집만들기

나카데패턴

3x3 패턴

전체대상잡기

정석패턴

랜덤

40%

100%

90%

90%

60%

100%

90%

100%

90%

90%



 

 핵심아이디어: 탐색공간줄이기

 물론다른컨트리뷰션도 아주많습니다. 예를들면, 위치평가성능, APV-MCTS, GLGR, Fast Rollout Policy…

알파고

바둑 AI

https://deepmind.com/

너비가지치기

깊이줄이기

https://deepmind.com/


 

 패턴을사용해서너비가지치기

알파고이전에는?

바둑 AI

https://deepmind.com/

Pattern Dictionary

Basic Reducing Breadth

https://deepmind.com/


 

 롤아웃을사용해서 위치평가

알파고이전에는?

바둑 AI

https://deepmind.com/

Reducing Depth: MCTS

https://deepmind.com/


 

 패턴대신고수기보로학습(고수가 두었던수) 한딥러닝모델사용

 고수가두었던수를우선해서 시뮬레이션해보자!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다음수사전확률예측모델

알파고아이디어

바둑 AI

Convolution layer

Policy Network

𝑝𝑝(𝑎𝑎|𝑠𝑠)



 

 밸류네트워크(Value Network): 승리확률(게임 결과) 예측모델

알파고아이디어

바둑 AI

Convolution layer

Value Network

승리확률
𝑣𝑣(𝑠𝑠)

Reducing Depth: MCTS



 

 밸류네트워크(Value Network): 승리확률(게임 결과) 예측모델

 롤아웃과같은역할: 위치평가

알파고아이디어

바둑 AI

Convolution layer

Value Network

승리확률
𝑣𝑣(𝑠𝑠)

Reducing Depth: MCTS



 

 벨류네트워크: 승리확률(게임결과) 예측모델

 롤아웃과같은역할: 위치평가

 더빠르고, 예측성능이좋다!

알파고아이디어

바둑 AI

Convolution layer

Value Network

승리확률
𝑣𝑣(𝑠𝑠)

Reducing Depth: MCTS



 

 더좋은데이터 -> 모델성능개선

 알파고 vs 알파고

알파고아이디어

바둑 AI

Improved by Reinforcement learning

Self-play: 3200 simulations

승리확률
𝑣𝑣(𝑠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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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돌개발이야기

: 한돌 1.0



 

한돌시작

한돌 1.0

https://storage.googleapis.com/deepmind-
media/alphago/AlphaGoNaturePaper.pdf

https://github.com/pasky/pachi

https://u-go.net/gamerecords/

https://baduk.hangame.com/?utm_source=baduk&utm_medium=ga
melist_recomm&utm_campaign=mainhttps://github.com/Rochester-NRT/RocAlphaGo

AlphaGo Paper

MCTS code

기보: KGS, 16만개

Simple Deep Learning Code

Reinforcement Learning

기보: HanGame 100만개

https://storage.googleapis.com/deepmind-media/alphago/AlphaGoNaturePaper.pdf
https://github.com/pasky/pachi
https://u-go.net/gamerecords/
https://baduk.hangame.com/?utm_source=baduk&utm_medium=gamelist_recomm&utm_campaign=main
https://github.com/Rochester-NRT/RocAlphaGo


 

한돌 1.0

Input: 19x19x49

Policy network: CNN

Value network: CNN

MCTS: PUCT, GLGR

Basic Rollout

Inference: APV-MCTS, 
Dist.

Etc.: Time Control

Data:  GoKGS 16만, 한게임 100만

RL policy network, Fast rollout policy, Dist. rollout

Training

Play



 

한돌 1.0

Input feature # of planes Description

player stone 1 플레이어돌의위치(있으면 1, 없으면 0)

opponent stone 1 상대돌의위치

empty 1 돌이없는곳

ones 1 모두 1

turns since 8 돌이몇수전에놓여졌는지?

liberties 8 연결된말의현재활로의수

capture size 8 돌을놓으면, 잡을수있는상대돌의수

self-atari size 8 돌을놓으면, 단수가될때, 연결된말의수

liberties after move 8 돌을놓으면, 연결된말의활로의수

ladder capture 1 돌을놓으면, 축을만들수있는지?

ladder escape 1 돌을놓으면, 축에서탈출가능한지?

sensibleness 1 바둑규칙에맞게돌을놓을수있는곳

zeros 1 모두 0

player color 1 플레이어돌의색(only value network)

19

19

49



 

한돌 1.0

Input feature # of planes Description

player stone 1 플레이어돌의위치(있으면 1, 없으면 0)

opponent stone 1 상대돌의위치

empty 1 돌이없는곳

ones 1 모두 1

turns since 8 돌이몇수전에놓여졌는지?

liberties 8 연결된말의현재활로의수

capture size 8 돌을놓으면, 잡을수있는상대돌의수

self-atari size 8 돌을놓으면, 단수가될때, 연결된말의수

liberties after move 8 돌을놓으면, 연결된말의활로의수

ladder capture 1 돌을놓으면, 축을만들수있는지?

ladder escape 1 돌을놓으면, 축에서탈출가능한지?

sensibleness 1 바둑규칙에맞게돌을놓을수있는곳

zeros 1 모두 0

player color 1 플레이어돌의색(only value network)

축판단은시뮬레이션이필요



 

 CNN < ResNet < Se-ResNet

 Layers or Blocks or Filters?

Policy Network/Value Network

한돌 1.0

192@21x21 192@21x21 192@21x21 1@19x19

…

49@19x19



 

 학습데이터변화

Value Network 성능개선

한돌 1.0

Data: 한게임기보

Policy network: CNN

Policy network vs Policy network

한돌 1.0 + MCTS

한돌 vs 한돌



 

모델성능도중요하지만, Play 속도도중요!

한돌 1.0

Training Play

vs.

Deep learning library
(pytorch, tensorflow, Theano)

Network architecture
(Conv. Res-Net, Dual-head, 

Multi-head)

Reinforcement Learning

Input features Dataset

Feature extractor

C++ C++ inference
(CUDA/OpenCL)

Multi-threads

Game Environment

Python

Inference Cache

Tree

Network architecture
(small or large)

Cython or Shared Library

Time Control

D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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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돌 + 한게임바둑서비스



 

한돌 + 한게임바둑서비스

한돌9단A, B, S

한게임바둑9단이용자와

높은수준의대국상시진행

한돌인공지능레벨링

다양한기력의한돌인공지능과

실시간1:1 맞춤대국서비스

한돌찬스

대국중승률이높은최적의

다음수(힌트)를2~5개제공

한돌기보분석

대국후수순별승률그래프제공

전반적인승부흐름분석가능



 

한돌 + 한게임바둑서비스

한돌9단A, B, S

한게임바둑9단이용자와

높은수준의대국상시진행

한돌인공지능레벨링

다양한기력의한돌인공지능과

실시간1:1 맞춤대국서비스

한돌찬스

대국중승률이높은최적의

다음수(힌트)를2~5개제공

한돌기보분석

대국후수순별승률그래프제공

전반적인승부흐름분석가능



 

 다양한기력의한돌필요

한돌인공지능레벨링

한돌 + 한게임바둑서비스

한돌인공지능레벨링

다양한기력의한돌인공지능과

실시간1:1 맞춤대국서비스



 

 다양한기력의한돌필요 -> 기력별데이터로학습모델

한돌인공지능레벨링

한돌 + 한게임바둑서비스

한돌인공지능레벨링

다양한기력의한돌인공지능과

실시간1:1 맞춤대국서비스



 

 다양한기력의한돌필요 -> 기력별데이터로학습모델

한돌인공지능레벨링

한돌 + 한게임바둑서비스

한돌인공지능레벨링

다양한기력의한돌인공지능과

실시간1:1 맞춤대국서비스

플레이어 Elo 측정



 

 게임중에유불리를판단하는 방법

한돌형세판단

한돌 + 한게임바둑서비스

game state ownership

influence function



 

 게임중에유불리를판단하는 방법

한돌형세판단

한돌 + 한게임바둑서비스

game state ownership



 

 상대의수를보고천원기준점대칭좌표에착수하는 바둑

 일반적으로 백플레이어가 사용하는전략

흉내바둑

한돌 + 한게임바둑서비스



 

 상대의수를보고천원기준점대칭좌표에착수하는 바둑

 일반적으로 백플레이어가 사용하는전략

흉내바둑

한돌 + 한게임바둑서비스



 

 버전별로초반불리한패턴이있음

 한돌이지는패턴을기억해반복적으로 플레이하는유저

패턴또는정석

한돌 + 한게임바둑서비스



 

 버전별로초반불리한패턴이있음

 한돌이지는패턴을반복적으로 플레이하는유저

 패턴사전

 학습데이터

패턴또는정석

한돌 + 한게임바둑서비스



 

 바둑에서헛되이두는수

 AI가보기에는 이상하지않지만, 사람은절대두지않는수

헛수

한돌 + 한게임바둑서비스



 

 바둑에서헛되이두는수

 AI가보기에는 이상하지않지만, 사람은절대두지않는수

 충분히이기고있거나, 정말지고있으면어디에수를두던똑같음

 예측승률만사용하는 것의문제점

헛수

한돌 + 한게임바둑서비스



 

 바둑에서헛되이두는수

 AI가보기에는 이상하지않지만, 사람은절대두지않는수

 충분히이기고있거나, 정말지고있으면어디에두던똑같음

 예측승률만사용하는 것의문제점

 위치평가에 value와함께 score도사용: 승패결과는같지만, 위치마다점수차이는있음

헛수

한돌 + 한게임바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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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돌 2.0



 

한돌 2.0: Reinforcement Learning

Input: 19x19x18

Dual network:
ResNet 20, 25, 40 blocks

MCTS: PUCT

Inference: OpenCL Etc.: Time Control

Data:  Self-Play 1000만 Reinforcement Learning:
self-play, automatic updating etc.

Training

Play



 

한돌 2.0: Reinforcement Learning

GAME 1

GAME 2

GAME N

.

.

.

self-play

Train Network
Model

self-play

self-play

self-play

save game

get batches of game data

NETWORK MODEL 1

NETWORK MODEL 2

NETWORK MODEL N

MODELs

.

.

.

save new network model

get best network

evaluator

change best network

GAMEs



 

한돌 2.0: Reinforcement Learning

GAME 1

GAME 2

GAME N

.

.

.

self-play

Train Network
Model

self-play

self-play

self-play

save game

get batches of game data

NETWORK MODEL 1

NETWORK MODEL 2

NETWORK MODEL N

MODELs

.

.

.

save new network model

get best network

evaluator

change best network

GAMEs



 

한돌 2.0: Reinforcement Learning

GAME 1

GAME 2

GAME N

.

.

.

self-play

Train Network
Model

self-play

self-play

self-play

save game

get batches of game data

NETWORK MODEL 1

NETWORK MODEL 2

NETWORK MODEL N

MODELs

.

.

.

save new network model

get best network

evaluator

change best network

GAMEs



 

한돌 2.0: Reinforcement Learning

GAME 1

GAME 2

GAME N

.

.

.

self-play

Train Network
Model

self-play

self-play

self-play

save game

get batches of game data

NETWORK MODEL 1

NETWORK MODEL 2

NETWORK MODEL N

MODELs

.

.

.

save new network model

get best network

evaluator

change best network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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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돌 3.0 + 이세돌프로대국이벤트



 

한돌 3.0: Reinforcement Learning

Input: 19x19x18

Dual network:
ResNet 20, 25, 40 blocks

MCTS: PUCT,
Model-Ensemle

Inference: OpenCL Etc.: Time Control

Data: Self-Play 3000만 Reinforcement Learning:
self-play, automatic updating etc.

No Network Model Evaluation,
Ensemble Training,

Hyper-parameter tuning

접바둑 Training

Training

Play



 

 적당한네트워크크기는?

 Blocks: 20? 40? 80?

Dual network

한돌 3.0: Reinforcement Learning

GAME 1

GAME 2

GAME N

.

.

.

Train Network
Model

get batches of game data

NETWORK MODEL 1

NETWORK MODEL 2

NETWORK MODEL N

MODELs

.

.

.

save new network model

GAMEs

Train Network
ModelTrain Network

Model





 

 이세돌프로은퇴기념대국이벤트 3번기

한돌접바둑을두다!

이세돌프로대국이벤트



 

 2020년이세돌프로은퇴기념대국이벤트 3번기

 접바둑

 흑플레이어가 미리돌을몇개놓고두는바둑

 기력차이를확인할수있음

한돌접바둑을두다!

이세돌프로대국이벤트

흑이 유리
덤 6.5 덤 0.5



 

한돌접바둑을두다!

이세돌프로대국이벤트

한돌의접바둑실력은?



 

한돌접바둑을두다!

이세돌프로대국이벤트

한돌의접바둑실력은? 음…



 

 접바둑에서 덤은 0.5

 한돌셀프플레이게임에서덤은 7.5 -> Value network 예측이틀린결과

 대국룰변경 7.5

한돌접바둑을두다!

이세돌프로대국이벤트



 

 접바둑에서 덤은 0.5

 한돌셀프플레이게임에서덤은 7.5 -> Value network 예측이틀린결과

 대국룰변경 7.5

 한돌이접바둑플레이를해보지않음

 접바둑에서 백은불리한상황에서시작하기 때문에,

호선과다른전략이있지만, 한돌은모른다.

한돌접바둑을두다!

이세돌프로대국이벤트



 

한돌접바둑을두다!

이세돌프로대국이벤트

접바둑을셀프플레이해보자!



 

한돌접바둑을두다!

이세돌프로대국이벤트



Self-play initi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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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돌 4.0



 

한돌 4.0: Reinforcement Learning

Input: 19x19x?

Se-ResNet 40x384

Data:  Self-Play ? Reinforcement Learning:
self-play, automatic updating etc.

접바둑외에다양한게임방식

Policy, Value, Score



 

한돌 4.0: Reinforcement Learning

Input: 19x19x?

Se-ResNet 40x384

Data:  Self-Play ? Reinforcement Learning:
self-play, automatic updating etc.

접바둑외에다양한게임방식

Policy, Value, Score

3.0 보다많은데이터

큰모델



 

한돌 4.0: Reinforcement Learning

Input: 19x19x?

Se-ResNet 40x384

Data:  Self-Play ? Reinforcement Learning:
self-play, automatic updating etc.

접바둑외에다양한게임방식

Policy, Value, Score

플레이하려는상황을셀프플레이에추가하자. (접바둑, 다양한룰)
다양한상황을경험해보자. (새로운상황, 한돌 vs. 유저대국)

예상점수로위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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