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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 이세돌 9단 vs 알파고(AlphaGo) 

대국(제3국) 공개 해설 

 

 

주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전미바둑협회(회장 앤드류 오쿤)와 함께 오는 3월 

11일(금) 저녁 7시부터 LA한국문화원 아리홀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세기의 대결'로 

불리는 이세돌 9단과 구글 인공지능 바둑컴퓨터 알파고(AlphaGo)의 대국(제3국)을 공개 

해설한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세기의 매치는 3월 9~1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 마련된 특별 대국장에서 총 5회 펼쳐지며, 모든 대국은 구글 딥마인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국 해설은 2010년부터 미국에서 바둑보급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 9단 김명완 

사범(사진)이 바둑TV 중계 방송을 바탕으로 주요 수순 영문해설과 질의 응답을 할 

예정이다. 



 

(김명완 9단) 

 

김명완 9단은 “알파고가 두는 바둑을 보았는데 이번 대국은 이세돌 9단이 4대1 

또는 5대0으로 이길 것 같지만, 알파고가 계속 발전한다면 1-2년후에는 승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국 규칙은 백을 잡은 기사에게 덤으로 7.5집을 주는 중국 바둑 규칙을 

따른다. 시간 규정은 각각 제한시간 2시간이다. 알파고가 지난 18개월 간 중국 규칙을 

학습해왔기 때문에 중국 규칙을 따르기로 했다. 

 

      제한 시간을 모두 쓰면 1분 초읽기가 3회씩 주어진다. 초읽기란 기본 제한시간이 

끝난 후 주어지는 추가시간이다. 60초 이내에 착수하면 3회가 유지되지만, 120초 이내에 

착수하면 2회 기회를 잃는다. 대국시간은 4~5시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은 “바둑계의 인간 최고수인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최고수인 구글의 알파고(AlphaGo)의 세기의 바둑대결 공개해설을 통해 한국바둑과 

한국문화의 우수함을 미 주류사회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참여는 무료이나 최대 입장객이 100명이기 때문에 LA한국문화원 

홈페이지(www.kccla.org)를 통해 미리 온라인 예약을 해야 한다 

 

 

붙임 1. 김명완 프로 9단 약력 

     2. 전미바둑협회 (American Go Association) 소개 

     3.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이세돌 9단 vs 알파고) 일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LA한국문화원 노승환(☎ 323-936-3025)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김명완 프로 9단 약력 

- 1978년 2월 2일생 

- 1994년 프로 입단 

- 1998년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입학 

- 1999년, 2000년, 2002년 신인왕전 준우승 

- 2003년 한국바둑리그 보해팀 3장 

- 2005년 삼성화재배 8강진출 

- 2008년 9단 승단 

- 2010년 한국바둑세계화 사업 미국파견, 현재까지  

- 2012년 미국프로기사제도 도입, 전미바둑협회 미국프로제도 위원장 

- 2013년 전미바둑협회 바둑지도사 과정 도입, 메인 강사 및 한국기원과의 

전미바둑협회의 코디네이터 

- 2015년 전미바둑협회 유튜브 공식채널의 메인 해설자, 현재까지 

- 2016년 유튜브를 통해 알파고 경기의 해설 예정 

 

붙임 2. 전미바둑협회 (American Go Association) 

- 미국내 가장 활동적인 바둑협회  

- 1935년에 미국 내에서 바둑보급을 목적으로 처음 설립됨 

- E-Journal을 통해 1만 6천명의 구독자에게 영어로 된 바둑소식 전함 

- 2012년 한국, 중국, 일본, 대만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바둑프로를 가진 협회 

- 미국에서 가장 큰 전미바둑대회를 주최하고 있으면 2015년까지 총 31회 개최함 

- 2013년부터 시티리그를 개최/운영중에 있음 

- 유소년들을 위한 바둑캠프를 18회년째 운영중임 

- 전 미국바둑인들의 랭킹과 기력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식대국을 통해 



기력의 승강급을 결정함 

- 전미바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계바둑대회의 주요대국을 생중계하고 있으며 

영미권 바둑보급의 주요역할을 하고 있음  

 

붙임 3.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이세돌 9단 vs 알파고) 일정 (한국시간 기준) 

- 1국: 3월 9일(수) 오후 1시 

- 2국: 3월 10일(목) 오후 1시 

- 3국: 3월 12일(토) 오후 1시 

- 4국: 3월 13일(일) 오후 1시 

- 5국: 3월 15일(화) 오후 1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