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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스 창시자가 직접 저술한 책을 번역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제가 지금

까지 읽었던 많은 도서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최첨단 기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자

의 인공지능 민주화(인공지능 대중화)에 대한 열망이 본문에 녹아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

고, 따라 하면서 실습해 보기도 쉬웠으며, 무엇보다 재미있고 유용했습니다. 따라서 딥러닝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데 이보다 좋은 교재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번역 과정에서 독자가 주의

했으면 하는 점들은 옮긴이주로 달아 놓았습니다.

서문에서 따로 언급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습용 운영 체제로 우분투 리눅스를 사용하기보다는 윈도우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부록 A에 우분투에서 CUDA와 CuDNN 설치 방법이 나오지만, 의존성 문

제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윈도우에 설치하는 편이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윈도우에는 설치하기도 쉽고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가

지 주의해야 할 점은 CUDA 버전을 9.0으로 해야만 텐서플로와 연동할 수 있다는 것, CUDA 

버전에 맞춰 cuDNN을 설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이 부분은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상호 호환되는 

버전 정보가 수록돼 있음). 이 점에만 유념하면 R, 텐서플로, 케라스, CUDA, cuDNN이 서로 연

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데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방식의 설치 방법은 인터넷 검색

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

퓨터에서 코드를 실습해 볼 생각이라면 그래픽 카드를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

면 아예 코드가 실행되지 않거나 실행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케라스는 텐서플로, 텐

서플로는 CUDA와 cuDNN, CUDA와 cuDNN은 엔비디아에서 제조한 칩셋에 의존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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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카드는 반드시 이 칩셋을 사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검색해 본 결과 가장 가성비

가 높은 것은 GTX1060 칩셋을 사용한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저는 그런 카드들 중 하나를 설

치해 코드를 돌려 봤는데, 간단한 모델을 훈련하는 데는 수 분, 조금 복잡한 모델은 수십 분, 

아주 복잡한 모델은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보다 나은 그래픽 칩셋(GTX1070, GTX1080, 

RTX2060, RTX2070, RTX2080, TITAN X, TITAN V 등)을 채용한 그래픽 카드들도 있으므로 예산

이 허락하는 선에서 가장 고급 사양을 선택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픽 카

드를 구할 때는 이왕이면 그래픽 메모리가 많은 모델을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만 유념하면 이 책을 즐겁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 책의 저자는 딥러닝을 위상수학이라는 관점에서 저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을 

할 때에도 널리 사용하는 말 대신 위상수학(또는 수학과 통계학)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

면 매핑(mapping) 대신 ‘사상’, 임베딩(embedding) 대신 ‘매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밖

에도 많은 용어가 다소 익숙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이 책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해 

채택한 용어들이므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번역을 맡겨 준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 이 책의 진행을 맡아 수고해 준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옮긴이	박진수(arigara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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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고른 사람이라면 최근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딥러닝(deep learning)이 보여준 특별한 발

전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다. 불과 5년만에 우리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그림을 인

식하거나 음성을 녹음하는 일을 비롯해, 이러한 부류의 작업에 초인적인 성능을 발휘하게 하

는 일에까지 이르렀다. 

이 급격한 발전 성과가 거의 모든 산업으로 퍼지고 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려면, 비전문가(연구원이나 대학원생이 아닌 사람들)까지 포함된, 최대한 많

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딥러닝이 가진 잠재력까지 최대한 발휘되게 하려면 딥러닝

을 민주화1해야 한다.

나는 2015년 3월에 ‘케라스’라고 부르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판을 발표했을 때만 해

도 인공지능의 민주화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나는 수년간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연구했

고, 케라스를 만들어 내가 하던 실험에 적용했다. 그러나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수만 명이

나 되는 신규 인력이 딥러닝 분야에 진출했다. 그중 많은 사람이 케라스를 선택한 이유는 케

라스가 입문하기에 가장 쉬운 프레임워크였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신규 진출자가 미처 내가 

예상하지 못한 멋진 방식으로 케라스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접근성과 인공지능의 민주화를 

염두에 두게 됐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술들을 더 많이 보급할수록 기술들이 더 유용하고 가

치 있게 되리라는 점을 깨달았다. 누구나 쉽게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케라스의 명백한 

개발 목표가 됐으며, 몇 년이 지나자 이 분야에서 케라스 개발자 모임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우리는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손에 딥러닝을 안겨 줬고, 그들은 최근까지만 해도 존재 자체

를 몰랐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딥러닝을 사용하고 있다. 

1  옮긴이  저자가 쓴 어휘를 살려 민주화로 번역했지만, 그 의미로 볼 때 대중화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더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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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딥러닝을 접하는 데 도움이 될 또 

다른 발걸음인 셈이다. 케라스에는 항상 딥러닝 기초, 케라스 사용 패턴, 딥러닝 모범 사례(즉, 

베스트 프랙티스)를 동시에 다루기 위한 연속 교과 과정이 요구됐다.

이 책은 이러한 교과 과정을 형성하기 위한 결과물로, 딥러닝의 개념과 그것의 구현에 가능한 

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저술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나는 멍하니 있지 

않았다. 딥러닝에 관한 한 어려울 게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을 소

중하게 여김으로써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감사의 말

이 책을 쓰는 데 도움을 준 케라스 모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케라스와 관련해서는 오픈 

소스 참여자 수백 명과 2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생겼다. 여러분의 기여와 의견 덕분에 케라

스가 현재의 모습을 지니게 됐다. 

또한 케라스 프로젝트를 지원해 준 구글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케라스가 텐서플로의 상

위 API로 채택된 일은 환상적이었다. 케라스와 텐서플로 간의 원활한 통합은 텐서플로 사용

자와 케라스 사용자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대부분 사람들이 딥러닝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 준 발행자 Marjan Bace를 비롯해, Jennifer Stout, Janet Vail, 

Tiffany Taylor, Katie Tennant, Dottie Marsico, 그리고 모든 편집/제작 팀원과 그 밖에 보이

지 않는 곳에서 애써 준 모든 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Aleksandar Dragosavljević를 비롯해 짝을 이뤄 기술을 검토해 준 모든 이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들 중에는 Diego Acuña Rozas, Geoff Barto, David Blumenthal-Barby, 

Abel Brown, Clark Dorman, Clark Gaylord, Thomas Heiman, Wilson Mar, Sumit Pal, 

Vladimir Pasman, Gustavo Patino, Peter Rabinovitch, Alvin Raj, Claudio Rodriguez, 

Srdjan Santic, Richard Tobias, Martin Verzilli, William E. Wheeler, Daniel Williams 등도 

있다. 기술적인 실수, 용어 오류 및 오타를 발견해 주고 목차를 제안해 준 검토회 참여자들에

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각 과정마다 검토 과정을 거쳤고, 검토회 주제를 통해 구현된 각 

의견을 담아 원고의 모양을 만들고 꾸몄다. 

또한 이 책의 기술 편집자인 Jerry Gaines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 책의 기술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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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였던 Alex Ott와 Richard Tobias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이들은 내가 원하던 최고의 

기술 편집자들이다.

끝으로, 케라스 개발과 이 책을 저술하는 모든 일에 걸쳐 큰 도움을 준 아내 Maria에게도 감

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은이	프랑소와 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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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R 언어에는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통계학자, 분석자, 기술자 및 학생들에게 유용하다. 이 책은 이전에 발표된 《케라스 창시자에

게 배우는 딥러닝(Deep Learning with Python)》(프랑소와 숄레 지음, 박해선 옮김, 길벗, 2018)에 나오

는 모든 코드 예제를 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케라스에 맞춘 것이다. 이 책의 목표는 기본 

이론부터 실용적인 고급 애플리케이션까지 다룸으로써 R 언어 관련 모임에 필요한 학습 자료

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상세한 해설, 실용적인 권장 사항 및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간

단하지만 수준 높게 설명한 코드 예제 30개 이상을 사용해 학습하게 된다.

이 코드 예제들에서는 텐서플로를 백엔드(후단부) 엔진으로 사용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 즉 

케라스를 사용한다. 가장 인기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 케라스는 

딥러닝에 입문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로 널리 권할 만한 것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딥러닝

이 무엇인지, 언제 적용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먼저 머신러닝 문제에 다가선 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표준 작업 흐름에 익숙해질 것

이며, 흔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케라스를 이용하면 컴퓨터 비

전에서부터 자연어 처리까지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는 이

미지 분류, 시계열 예측, 정서 분석, 이미지 생성 및 텍스트 생성2 등이 있다.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

이 책의 대상은 R을 사용해 본 상태에서 머신러닝 및 딥러닝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렇

지만 그 밖의 독자에게도 쓸모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머신러닝에 숙달한 데이터 과학자라

2  옮긴이  이미지 생성은 ‘작화’, 텍스트 생성은 ‘작문’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술 업계에서 더 널리 통용되는 이미지 생성과 텍스트 생성

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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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머신러닝 기법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중요한 하위 분야인 딥러닝 기법의 견고하

고 실용적인 면을 소개하는 책으로 여길 것이다. 

케라스 프레임워크를 시작하려는 딥러닝 전문가라면, 이 책을 가장 우수한 케라스 난제 해결 

과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딥러닝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라면, 이 책을 훈련에 대한 실질적

인 보조 교재로 삼아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s)의 행태를 직관할 수 있고, 핵심 모범 사

례에 익숙해질 수 있다.

이 책은 자주 코딩하지는 않더라도 기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딥러닝에 관한 기본 개념과 

고급 개념에 입문하는 용도로 쓰기에 유용하다. 케라스를 사용하려면 R에 어느 정도 능숙해

야 한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괜찮다. 이 책에서는 필요한 모든 기본 

사항을 밑바닥부터 시작해 모두 다룬다. 고등 수학을 알지 못해도 괜찮다.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익힌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머신러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2부로 

나아가기 전에 꼭 1부를 제대로 익혀 두길 권한다. 우리는 간단한 예제들로서 학습을 시작하

지만, 진도를 나가면서 최첨단 기법에 좀 더 가까워질 것이다.

1부에서는 딥러닝을 개략적으로 소개함과 동시에 현재 상황을 알게 하면서 딥러닝을 정의하

며, 머신러닝과 신경망에 입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개념을 설명한다.

	■ 1장에서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을 익히는 데 필수적인 맥락과 배경 지식을 제시

한다.

	■ 2장에서는 딥러닝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인 텐서(tensors), 텐서 연산(tensor 

operations), 경사 하강(gradient descent), 역전파(backpropagation)를 소개한다. 또한 실제로 

동작하는 신경망 예제 중 첫 번째 예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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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장에서는 신경망에 입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룬다.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케라스

를 소개하고, 워크스테이션을 구성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세 가지 기본 코드 예제를 자

세히 설명한다. 3장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분류 및 회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신경망을 배울 수 있고, 모델의 훈련 과정 중에 그 배경에서 벌어지는 일도 알 수 있다.

	■ 4장에서는 머신러닝의 표준 작업 흐름을 설명한다. 흔한 함정과 그 해법에 대해서도 배

운다.

2부에서는 컴퓨터 비전 및 자연어 처리에 대한 딥러닝의 실제 응용을 깊이 탐구한다. 2부에서 

소개된 많은 예제는 현장 실무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로 사용할 수 

있다.

	■ 5장에서는 이미지 분류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컴퓨터 비전 예제를 살펴본다.

	■ 6장에서는 텍스트 및 시계열과 같은 시퀀스3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법을 연습한다.

	■ 7장에서는 최첨단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고급 기법을 소개한다.

	■ 8장에서는 생성 모델을 설명한다. 이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로, 때로는 경탄할 만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 9장에서는 이 책 전체에 걸쳐 배운 것을 한 가지로 합쳐 볼 뿐만 아니라 딥러닝의 한계

를 살펴보고 딥러닝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이 책의 모든 코드 예제에서는 케라스라고 부르는 딥러닝 프레임워크(https://keras.rstudio.com)를 

사용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오픈 소스이며,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여러분은 유닉스 시스템

을 사용해야 한다. 윈도우를 사용해도 되지만 권하지는 않는다.

TITAN X와 같은 최신 GPU를 컴퓨터에 함께 설치하는 게 좋다.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사용하면 같은 시간에 코드 예제를 빠르게 여러 번 더 실행할 수 있

으므로 사용자 경험이 향상된다. GPU가 탑재된 워크스테이션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https://

tensorflow.rstudio.com/tools/local_gpu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3  옮긴이  sequence. 수학 및 통계 용어로는 ‘수열’이나 ‘열’에 해당하고 정보 통신 분야에서는 ‘순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흔히 ‘시퀀스’

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수열’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열’이라는 개념과 ‘순서’라는 개념이 섞여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복합 개념을 가장 적절히 나타내는 말을 예로 들면 ‘순서열’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시퀀스를 시계열(time series) 및 문자

열(string)과 대비해 설명하므로 ‘순서열’이라는 번역 용어가 더 적합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더 널리 사용되는 시퀀스로 번역했으므로 

향후 시퀀스라는 말을 보게 되면 순서열이라는 용어를 떠올리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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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엔비디아 GPU가 설치된 로컬 워크스테이션에 접근하여 사용해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클

라우드 환경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여러분은 구글 클라우드 인스턴스(예: NVIDIA Tesla K80을 

덧붙여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 n1-standard-8 인스턴스) 또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의 GPU 인스턴

스(예: p2.xlarge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클라우드 GPU 옵션에 대한 내용은 https://

tensorflow.rstudio.com/tools/cloud_gp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스 코드

이 책의 모든 코드 예제를 이 책의 웹 사이트(https://www.manning.com/books/deep-learning-with-r)

와 깃허브(https://github.com/jjallaire/deep-learning-with-r-notebooks)에서 R 노트북용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도서 토론회

이 책을 구입하면 매닝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웹상의 사설 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해 책에 대한 

의견을 말하거나, 기술적인 질문을 하거나, 저자 및 다른 사용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

임에 참여하려면 https://forums.manning.com/forums/deep-learning-with-r을 방문하라. 또한 

매닝 출판사가 개설한 모임과 행동 규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forums.manning.com/

forums/abou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닝은 독자와 독자 사이 또는 독자와 저자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지는 곳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모임에 대해 약속했다고 해서 저자가 자발적으로(그리고 무보수로) 참여한다고 보장하지

는 않는다. 그러므로 저자가 관심을 끊지 않도록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길 권한다! 책이 발행되

는 동안에는 출판사의 웹 사이트에서 모임과 이전 토론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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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찬석(LG전자)

R로 케라스를 사용하는 실용서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것 같습니다. 딥러닝에서 다루는 전반적

인 예제를 직접 실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어서 R을 이용하여 딥러닝을 공부한다면 최적의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찬(서울시립대학교)

딥러닝을 실습과 함께 깊게 파고드는 책입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여러 유형의 딥러닝을 직접 

코딩으로 구현하며 진행됩니다. 책을 따라 차근차근 실습하다 보면 어느새 딥러닝에 대한 시

각이 넓고 깊어져 있을 것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면 이 책을 읽기

가 더 수월할 것입니다. 번역서이다 보니 미국식 어투의 표현이 자주 있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설명이 자세하고 결론 부분에 앞서 언급한 내용이 정리돼 있는 점

이 좋았습니다. 책의 하단부에 종종 옮긴이의 주석이 보이는데, 어렵거나 생소한 용어에 대한 

해설로 책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코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간결했습니다.

  온수영

딥러닝의 열풍 가운데 수학적 표기법을 과감히 배제하고 핵심적인 개념을 상세히 기술해 독자

의 흥미를 유발하는 책입니다. 또한 R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딥러닝 기법을 실행해 나

갑니다. 각 개념과 기법에 대한 번역이 난해하지 않고 매끄럽지만,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만

약 통계에 관한 사전 지식이 있고 딥러닝을 깊게 알기 원한다면 완독해 보길 추천합니다. 내용

이 어려워 이해하기 다소 어려웠지만, 오탈자나 번역상 애매한 부분도 거의 없었고 옮긴이의 

주석도 너무 잘되어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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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셉(지나가던 IT인)

케라스 창시자가 직접 저술한 《케라스 창시자에게 배우는 딥러닝》(Deep Learning with Python)의 

R 언어 적용판입니다. 원작이 유명한 베스트셀러이며, 공저자인 RStudio의 제작자 J. J. 알래어

가 모든 코드를 직접 R로 옮긴 만큼 코드의 품질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 설치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쉬웠지만, R로 케라스를 이용한 딥러닝을 배우는 데는 최

적의 입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수(무스마)

딥러닝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개발한 구글의 딥러닝 엔지니어와 

RStudio의 창시자가 함께 저술한 책이라서 믿고 볼 수 있습니다. RStudio를 이용해 책의 예제

를 쉽게 따라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장윤하(안랩)

많은 딥러닝 서적이 기술적인 함수 구현에 집중하는 반면, 모델 레벨 라이브러리인 케라스를 

활용해 모델 디자인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돋보입니다. 대표적

인 사례로 들고 있는 각각의 모델에 있어서도 일관된 관점으로 구조화하고 있어,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해당 프레임에 따라 사고하고 모델을 생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책 자체

가 과적합과 과소적합에 빠지지 않고 일반화를 잘 달성하고 있습니다). 분석 기법의 명칭에 있어서 고급

스러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었지만(더 좋은 단어가 있다기보다는 그동

안 거의 그냥 영어 단어 그대로 사용 중이었던 것), 정성을 담아 꼼꼼하게 옮긴이 주석을 달아 주셔

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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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딥러닝 기초

P A R T



이 책의 1~4장에서는 딥러닝이 무엇이고, 달성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초

부터 이해할 수 있다. 이 장들을 통해 딥러닝으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적인 작업 흐름

에 익숙해질 수 있다. 만약 딥러닝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2부의 실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

기 전에 1부를 제대로 읽어 둬야 한다. 

Fundamentals of deep learning
P A R T  I



1장에서 다루는 내용

	■ 기본	개념들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	

	■ 머신러닝	개발의	역사	

	■ 딥러닝의	인기와	미래	잠재력의	핵심	요소	

지난 몇 년 동안 인공지능(AI)은 언론의 큰 관심 대상이었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g, 기계학

습) 및 딥러닝,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기술 서적보다 기사에 더 자주 출현한다. 이러한 기사들

에 따르면 우리는 미래에 지능형 챗봇, 자율 주행 차량 및 가상 비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미래는 마치 할 일

이 별로 없는 유토피아가 돼 인간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희미하게나마 전망해 볼 수 있

다고 한다. 그러나 미래 또는 현재의 머신러닝 종사자들은 지나치게 많은 보도 자료 속에서 유

의미한 내용을 찾아 변화하는 개발 상황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위험

에 처해 있으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많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은 후에 인공지능 에이전

트 개발 인력이 돼야 할 것이다. 다음 질문들과 씨름해 보자. 지금까지 딥러닝이 이룩한 업적

은 무엇인가? 딥러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과장 보도를 믿어야 

하는가? 

1장에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및 딥러닝의 핵심 현황을 알아본다.

1
딥러닝이란 무엇인가?

C H A P T E R

3



CHAPTER 1  딥러닝이란	무엇인가?4

1.1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을 논하기 전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료하게 정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인공지능, 머

신러닝 및 딥러닝이란 무엇인가?(보기 1.1 참조) 이들은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보기 1.1  인공지능, 머신러닝 및 딥러닝 

1.1.1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1950년대에 출현했다. 몇몇 초기 컴퓨터 과학 분야의 선구자들은 컴퓨터를 ‘생각’

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질문은 현재도 여전히 탐구하고 있는 파

급 효과에 관한 것이다. 이 분야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지적 작업을 자동화하려는 노력’

이라고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포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학습 과정이 없는 방식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것을 아우른다. 예를 들어, 초기 체스 프로그램

은 프로그래머가 하드코딩한 규칙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머신러닝이라 불릴 자격이 없었다. 상

당히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는 프로그래머가 충분히 크고 공예품으로 여겨질 만큼 충분히 정

교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지식을 다룸으로써 인간에 필적하는 인공지능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접근 방식은 기호적 인공지능(symbolic AI)1으로 알려져 있으며, 1950년대부터 1980

년대 후반까지 인공지능 분야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다. 기호적 인공지능은 1980년대의 전문

가 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는 동안 많은 인기를 끌었다. 

기호적 인공지능이 체스 게임과 같이 잘 정의되고 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는 

점이 입증됐지만, 이미지 분류나 음성 인식 및 언어 번역과 같이 더 복잡하고 모호한 문제를 

1  옮긴이  ‘기호적 인공지능’이라는 말보다 ‘기호주의’라는 말이 더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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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을 파악해 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기호적 인공지능의 자

리를 차지하기 위해 머신러닝과 같은 새로운 접근법이 생겼다. 

1.1.2 머신러닝

빅토리아 시대에 살던 영국인인 에이다 러브레이스(Ada Lovelace)는 세계 최초의 범용 기계식 

계산기인 차분 기관(Analytical Engine)2을 발명한 찰스 바비지(Charles Babbage)의 친구이자 협력

자였다. 공상적인 면에 있어서 시대를 훨씬 앞섰던 차분 기관은 범용 계산기라는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1830년대와 1840년대에 설계됐기 때문에 범용 계산기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기계 연산을 사용해 수학적 분석 분야의 특정 계산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의미할 뿐이었기 때

문에 차분 기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1843년에 에이다는 이 발명과 관련해서 “차분 기관

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다. 차분 기관이 어떤 일을 수행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차분 기

관에 어떻게 명령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차분 기관은 그러한 일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차분 기관의 역할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의 선구자인 앨런 튜링(Alan Turing)은 튜링 시험(turing test)을 소개한 그의 기념비적인 

논문인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3에서 이 발언을 인용했다. 튜링은 범용 계산

기가 학습을 하거나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본 후, 에이다의 말을 인용해 

범용 계산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머신러닝은 “수행 방법을 아는 모든 일을 넘어서 지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계산기가 스

스로 학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비롯됐다. 계산기(computer)가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

을까? 프로그래머가 직접 데이터 처리 규칙을 작성하는 대신 컴퓨터가 데이터를 보고 이러한 

규칙을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새로운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을 열어 준다. 고전 프로그래밍, 즉 기호적 인공지능 

패러다임에서 인간은 규칙(프로그램)을 입력할 뿐 아니라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할 데이터를 입력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는다(보기 1.2 참조). 머신러닝을 사용할 때는 사람이 데이터뿐 아니라 

데이터에서 예상되는 해답까지 입력한 후, 규칙을 뽑아낸다. 이렇게 뽑아낸 규칙을 신규 데이

터에 적용하면 원래의 해답을 산출해 낼 수 있다.

2 옮긴이   ‘해석 기관’이라는 번역어로도 알려져 있다.

3 A. M. Turing,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Mind 59, no. 236(1950): pp.43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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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데이터

해답

규칙

고전적인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시스템

데이터

해답

보기 1.2  머신러닝: 새로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머신러닝 시스템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되는 게 아니라 훈련된다. 머신러닝 시스템은 과업

과 관련된 많은 사례(examples)4를 접한 후, 이 사례 속에서 통계적 구조를 찾아내어 과업을 자

동화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휴가 때 찍는 사진에 저마다 태그(tags)5를 붙

이는 작업을 자동화하고 싶다면, 그전에 찍은 사진에 이름을 붙여 사례로 삼고 나서 이런 사

례들이 많이 들어 있는 학습 시스템을 구성하면 되며, 이렇게 하고 나면 시스템이 특정 그림

을 이름(names)과 관련 짓기 위한 통계 규칙을 학습할 것이다.

머신러닝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번성하기 시작했지만, 고속 처리 하드웨어와 대규모 데이

터셋6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공지능 하위 분야 중 가장 인기를 끌었다. 머신러닝은 수리

통계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통계학과는 다른 면이 있다. 머신러닝은 통계

학과 달리 베이즈 분석과 같은 고전적인 통계 분석에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대

규모 데이터셋(수백만 개 이미지 또는 각 이미지가 수십만 개 픽셀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처리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은 상대적으로 적은(어쩌면 너무나도 적은) 수학 이론만을 표출하며, 오히

려 공학을 더 지향하는 측면이 있다. 이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아이디어가 이론보다 경험을 통

해 입증되는 경우가 많다.

1.1.3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표현들 학습하기

딥러닝을 정의하거나 딥러닝 방식과 그 밖의 머신러닝 방식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려면, 가장 

4  옮긴이  ‘인스턴스(instances)’라고도 하며, 스프레드 시트의 각 행, 데이터베이스의 각 레코드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영어로는 클래

스의 인스턴스(instances) 또는 예제(examples)와 철자까지 같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하자. 이 책에서도 사례를 인스턴스나 

예제와 명백히 구분해 번역했다. 

5  옮긴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에서 tag, label, name 등으로 부르며, 우리말로는 각각 꼬리표, 표지, 이름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대개는 ‘레이블’이라고 부른다. 

6  옮긴이  ‘자료 집합’ 또는 ‘데이터 집합’이라는 뜻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사례’라는 것들을 모아 둔 파일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보통 

‘데이터 세트’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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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하는 일’을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방금, 기대하는 바에 걸맞은 

사례들을 제시하면 머신러닝 과정을 통해 데이터 처리 작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들을 

발견해 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 따라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 입력 데이터 점: 예를 들어 음성 인식 작업인 경우라면 이 데이터 점7들은 사람의 목소

리가 담긴 사운드 파일일 수 있고, 이미지에 태그를 다는 작업인 경우라면 사진이 될 

수 있다. 

	■ 예상 출력 사례: 음성 인식 작업의 경우라면 사운드 파일을 듣고 원고 형태로 옮긴 것일 

수도 있고, 이미지 작업의 경우라면  ‘개’나 ‘고양이’ 등과 같은 태그일 수 있다. 

	■ 알고리즘이 작업을 잘 수행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알고리즘의 현재 출력과 

예상 출력 사이의 거리8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 측정치는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조

정하는 피드백(feedback, 되먹임) 신호로 사용된다. 이 조정 단계를 학습(learning)이라고 

부른다. 

머신러닝 모델은 입력 데이터를 의미 있는 출력으로 변환하는데, 이는 입출력의 알려진 사례

에 노출됨으로써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핵심 과제는 데이터

를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환하는 것(meaningfully transform data)이다. 즉, 예상하는 결과에 더 가깝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 즉 입력 데이터의 유용한 표현(representations)을 학습하는 것

이다. 진도를 나가기 전에 표현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핵심만을 살펴보면, 표현이란 데이

터를 대표하게(represent) 하거나 데이터를 부호화(encode)9하기 위해 데이터를 색다르게 살펴보

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컬러 이미지는 RGB 형식(적색-녹색-청색) 또는 HSV 형식(색조-채도-값)

으로 부호화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형식은 동일한 데이터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정 표현 방식을 썼을 

때는 수행하기 어려웠던 작업일지라도 표현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수행하기 쉬운 작업이 되

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미지의 모든 적색 픽셀을 선택하는 작업은 RGB 형식일 때 더 간단하

7  옮긴이  ‘데이터 점’이란 통계학 용어로서 x, y 좌표계처럼 어떤 공간에 표시한 데이터를 말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사운드 파일의 경

우, 해당 파일을 시간 축과 주파수 축으로 구성된 그래프상에 파형으로 표시했을 때, 파형을 이루는 낱낱의 점이 데이터 점에 해당

한다. 사운드 파일 속에는 이러한 점들이 공간상의 위치가 아닌 순수한 데이터로만 존재하겠지만 말이다. 

8  옮긴이  수학적으로는 이격 거리를 계산해 기대와 실제 사이를 계산해야 하므로 거리(distance)라는 말을 쓰지만, 기대치와 현실치 

사이의 ‘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

9  옮긴이  이 책에서는 흔히 인코딩, 인코더, 디코딩, 디코더라고 부르는 말들을 각기 부호화, 부호기, 복호화, 복호기로 표현했다. 이는 

정보통신협회에 등재된 용어일 뿐 아니라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에 전반적으로 부호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는 또한 부호(code)라는 것과 연관이 있고 엔트로피와도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익숙치 않은 한자어라고 겁먹지 말고 

이런 낱말들에 익숙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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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이미지의 채도를 낮추는 작업은 HSV 형식일 때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머신러닝 모델은 입력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찾는 일, 즉 분류 작업과 같이 현

재 직면하고 있는 작업에 더 적합한 데이터 변환 방식을 찾는 일과 관련돼 있다. 

이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해 보자. 보기 1.3과 같이 x축, y축 그리고 (x, y) 좌표계에서 좌표로 표

현되는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보자. 

y

x

보기 1.3  일부 표본 데이터

보기 1.3에는 몇 개의  흰색 점과 검은색 점이 있다. 점의 좌표 (x, y)를 취해 그 점이 검은색인

지, 흰색인지를 출력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 입력은 점들의 좌표이다. 

	■ 기대하는 결과는 점들의 색이다. 

	■ 알고리즘이 올바른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올바르게 

분류된 점의 백분율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흰색 점과 검은색 점을 깔끔하게 구분하는 데이터의 새로운 

표현이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변형은 좌표 변화일 것이다(보기 1.4 참조). 

y

2: Coordinate change

x

y

1: Raw data

x

y
3: Better representation

x

1:	원자료	 2:	좌표	변환	 3:	더	나은	표현	

보기 1.4  좌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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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좌표계에서 점들의 좌표는 데이터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람

직하다! 이 표현을 사용하면 흑백 분류 문제를 간단한 규칙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검은색 점

은 x > 0” 또는 “흰색 점은 x < 0”과 같은 식이다. 이 새로운 표현들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좌표 변환을 수작업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그 밖의 가능성 있는 좌표 변화 방

식을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올바르게 분류된 점들의 백분율을 피드백으로 사용한다면, (수작

업이 아닌) 머신러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머신러닝의 맥락에서 학습이란, 더 나은 표현을 자동

으로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기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바꾸는 변

환 방식들을 자동으로 찾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작업은 방금 살펴봤듯이 좌표 변환, 정

보를 파괴할 수 있는 선형 투영, 평행 이동, 비선형 연산( “x > 0인 모든 점 선택”) 등이 될 수 있

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형을 찾는 일에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

한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가설 공간(hypothesis space)이라 불리는 사전에 정의된 일련의 작업

을 단순히 검색하기만 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이다. 기술적으로 보면 미리 정의된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피드백 신호를 

지침으로 삼아 입력 데이터 중 일부에서 유용한 표현을 찾아내는 게 머신러닝인 셈이다. 이 간

단한 생각을 바탕으로 음성 인식에서부터 자율 주행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지적 작업을 

해결할 수 있다. 

이제는 학습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으므로 딥러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을 살펴보자.

1.1.4 딥러닝에서 ‘딥’의 의미

딥러닝10은 머신러닝의 특정 하위 분야로, 표현들을 점점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연속 계

층들(layers)을 학습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데이터 표현을 학습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딥

러닝에서 딥(deep)이라는 문구는 이 접근법에 의해 달성된, 어떤 심층적인(deep) 이해 수준을 

언급하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연속된 표현 층이라는 개념을 나타낸 약자이다. 데이

터 모델에 기여하는 계층의 층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델의 깊이(depth)라고 한다. 해당 분야

의 다른 적절한 이름으로 계층적 표현 학습(layered representations learning)과 위계적 표현 학습

(hierarchical representations learning)을 쓸 만하다. 현대 딥러닝에서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에 

10  옮긴이  ‘심층학습’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교육학에서 말하는 학생의 심층학습과 구분하기 위해 요즘에는 흔히 ‘딥러닝’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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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연속적인 표현들이 포함되며, 훈련 데이터에 노출되면 이 모든 게 자동으로 학습된다. 

한편, 그 밖의 머신러닝 접근법에서는 한두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이터 표현을 학습하는 데에

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때때로 이것을 셸로우 러닝(shallow learning)11이라고 부른다. 

딥러닝에서 이러한 계층적 표현은 (거의 항상) 신경망(neural networks)이라고 부르는 모델을 통

해 학습되며, 각기 서로 포개지고 ‘비교적 고정된(literal)’ 계층들로 구조화된다. 신경망이라는 

용어는 신경 생물학에서 차용한 것이고, 딥러닝의 중심 개념 중 일부는 뇌를 이해한 데서 얻

은 영감을 통해 부분적으로 개발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딥러닝 모델이 뇌 모델은 아니

다.12 두뇌가 현대의 딥러닝 모델에 사용된 학습 메커니즘과 같은 것을 구현한다는 증거는 없

다.13 딥러닝이 뇌와 비슷하게 작동하거나 뇌에 맞춰 모델링됐다고 주장하는 대중 과학 기술을 

접할 수도 있다. 딥러닝을 신경 생물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이 분야의 입문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여러분에게는 “우리 마음처럼” 경이롭고 신비로운 가리개는 필요치 않을 뿐

만 아니라 여러분이 딥러닝과 생물학 사이의 연결에 관한 가설을 읽게 될지라도 다 잊어버리

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논점에 맞출 수 있게, 딥러닝이란 데이터에서 표현

을 학습하기 위한 수학적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자. 

딥러닝 알고리즘에 의해 학습된 표현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깊이가 몇 개 계층에 이르는(보기 

1.5 참조) 망(network)14이 숫자 그림을 변형해 숫자 자체를 인식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11 옮긴이   딥러닝을 굳이 ‘심층 학습’이라고 번역한다면, 셸로우 러닝은 ‘천층 학습’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12  옮긴이  저자의 핵심 철학을 나타내고 있다. 저자는 이 철학을 바탕으로 딥러닝을 뇌과학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 위상기하학을 바탕

으로 한 그래프 이론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13  옮긴이  이는 저자가 잘못 단정한 것으로 보인다. 딥러닝의 각 처리 단위(unit)가 되는 퍼셉트론 자체가 뇌신경 세포를 모방한 것이고, 

활성화 함수는 뇌신경 세포의 시냅스를 모방한 것이며, 딥러닝의 최신 연구 성과들, 예를 들면 합성곱 신경망조차도 동물의 시각 

피질을 모방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말이다. 어쨌든 이는 저자의 소신이고, 이러한 소신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이

러한 저자의 관점에서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나머지 내용이 이해가 된다. 경위야 어찌 됐

든 바로 뒤에 딥러닝을 수학적인 면에서 바라보자는 저자의 문장이 이어진다.

14  옮긴이  이 책에서 저자는 신경망(neural networks)과 망(networks)을 거의 같은 의미로 쓰지만, 때로는 망을 신경망을 구성하는 다

양한 요소 중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이에 따라 번역 시에도 신경망과 망을 구분했다. 망을 보통 ‘네트워크’라고도 부르지만, 일반적

인 정보 통신 네트워크와 구분하기 위해 ‘망’이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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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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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5  숫자 분류를 위한 심층 신경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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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1	
표현들

계층	1 계층	2 계층	4

계층	2	
표현들

계층	3	
표현들

원래	입력

계층	4	
표현들

(최종	출력)

계층	3

보기 1.6  숫자 분류 모델이 학습한 심층 표현들 

보기 1.6에서 볼 수 있듯이 망은 숫자 이미지를 점차 원래 이미지와는 다른 표현으로 변환하

면서 최종 결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한다. 심층 망(deep network)은 다단식 정보 증류 

연산(information-distillation operation)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작업에서는 정보가 연속적인 증

류기를 거치면서 점차 순수해진다(다시 말하자면, 일부 과제에 유용하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으로 딥러닝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즉, 데이터 표현들을 여러 단계를 

거쳐 배우는 방식이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매우 간단한 메커니즘이더라도 규모를 충분히 

늘리면 마치 마술처럼 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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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세 가지 그림으로 딥러닝 작동 방식 이해하기 

머신러닝은 입력과 표적(targets)15의 많은 사례를 관찰함으로써 수행되는 입력( 이미지)을 표

적( “cat” 레이블)에 사상(mapping)16하는 일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심층 신경망이란 것이 

간단한 일련의 데이터 변환(계층들을 통한 변환)을 통해 이 입력-표적 간 사상을 수행하고, 이러

한 데이터 변환이 사례(examples)17를 통해 학습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은 학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어떤 계층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해당 계층에 의해 특정화(specification)된 다음에, 계층의 가중

치(weights)라는 꼴로 저장된다. 이 가중치는 본질적으로 여러 숫자로 된 덩어리이다. 전문 용어

로, 계층에 의해 구현된 변환이 가중치에 의해 파라미터화(parameterize)됐다고 말할 수 있다(보

기 1.7 참조). 가중치를 ‘계층의 파라미터’라고도 한다. 이 맥락에서 생각하면, 학습이란 망에서 

모든 계층의 가중치에 대한 값 집합을 찾아 망이 사례 입력을 관련 목표에 올바르게 사상하

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뭔가가 있다. 심층 신경망에 수천만 개의 파라미터가 포함

될 수 있다는 점 말이다. 모든 파라미터를 대상으로 삼아 올바른 값을 찾는 일이 어려운 작업

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한 파라미터 값을 수정하면 다른 모든 파라미터의 동작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입력	X

예측	Y’

가중치

가중치

목표:	이	가중치들에	
적합한	값을	찾기

계층(데이터	변환)

계층(데이터	변환)

보기 1.7  신경망의 가중치들에 의해 신경망이 파라미터화된다.

뭔가를 제어하려면 먼저 그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신경망의 출력을 제어하려면 이 출

력이 예상한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목적 함수(objective 

15  옮긴이  전문 분야에 따라 목표, 대상, 과녁 등의 용어로 번역되는 용어이지만, 이 책에서는 철학 분야와 의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

하는 ‘표적’이라는 말로 번역했다. 이는 label과 tag를 ‘표지’나 ‘표찰’로 번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머신러닝이란 결

국 이 표적을 자동으로 탐색해 내는 모델을 형성해 내는 게 작업 목표라는 점도 고려했다. 참고로 표적은 ‘과녁’과 똑같은 말이어서 

더욱 이해하기 쉽다. 

16  옮긴이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 나오는 1:1 대응이나 1:다 대응 등에 나오는 ‘대응’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17  옮긴이  데이터 과학에서 사례(examples 또는 instance)란, 표본을 기록한 레코드라고 보면 된다. 이는 표본을 담은 엑셀 파일에서 

각 ‘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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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라고도 부르는 망의 손실 함수(loss function)이다. 손실 함수는 망과 실제 표적(망에서 출

력하기를 원하는 것)을 ‘예측’한 다음에 거리 점수를 계산해 이 특정 사례에서 망이 얼마나 잘 수

행됐는지를 계산해 낸다(보기 1.8 참조). 

입력	X

예측	Y’ 진성	표적들	Y

손실	함수

손실	점수

가중치

가중치

계층(데이터	변환)

계층(데이터	변환)

보기 1.8  손실 함수는 망 출력의 품질을 측정한다. 

딥러닝의 기본 기법은 이 점수를 피드백 신호로 사용해 현재 사례의 손실 점수를 낮추는 방향

으로 가중치를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것이다(보기 1.9 참조). 이 조절은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최적화기(optimizer)18의 역할이다. 최적화기는 딥러닝의 핵심 알고리즘이

다. 2장에서는 역전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처음에는 망의 가중치에 임의의 값이 할당되므로 일련의 임의 변환을 구현하기만 한다. 당연

히 그 출력은 이상적이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따라 손실 점수가 매우 크다. 그러나 모든 사례

는 망이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가중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씩 조절되고 손실 점수가 감소

한다.19 이 작업은 충분한 횟수의 반복(수천 개 사례를 대상으로 수십 번을 반복)을 통해 손실 함수

를 최소화하는 가중치를 산출하는 훈련 루프이다. 여기서 손실이 최소화된 망이란, 표적에 가

장 근접한 출력을 지닌 망을 말하며, 이는 곧 가장 잘 훈련된 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메커니즘(즉, 기제)이 단순해 보여도 일단 규모가 커지기만 하면 마술처럼 보일 

것이다.

18  옮긴이  딥러닝 분야에서는 보통 ‘옵티마이저’라고 부르지만, 이 책에 나오는 다양한 도구들에 ‘-기’라는 접미사를 붙여야 이해하기 

쉬운 면이 있어, 이에 맞춰 번역 용어를 채택했다.

19 옮긴이   가중치 조절(adjustment)이란, 망의 적응(adjustment)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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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data transformation)

Input X

Weights

Layer
(data transformation)

Predictions
Y'

Weight
update

True targets
Y

Weights

Loss functionOptimizer

Loss score

입력	X

예측	‘Y’ 진성	표적들	Y

손실	함수

손실	점수

가중치

가중치

가중치	
갱신

최적화기

계층(데이터	변환)

계층(데이터	변환)

보기 1.9  손실 점수는 가중치를 조정하는 피드백 신호로 사용된다.

1.1.6 지금까지 딥러닝이 쌓은 업적은 무엇인가? 

딥러닝은 머신러닝 하위 분야 중 비교적 오래됐지만, 2010년 초반에 이르러서야 눈에 띄게 됐

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르면서 딥러닝은 혁신이나 다를 바 없는 성과를 이뤘는데, 특히 보는 

일이나 듣는 일과 같은 지각 문제(인간에게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오랫동안 기계로는 

파악하기 힘들었던 기술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딥러닝은 오랫동안 머신러닝으로 풀기 어려웠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 이미지를 사람이 분류하는 정도에 가깝게 분류 

	■ 음성을 사람이 알아듣는 수준에 가깝게 인식 

	■ 필기체를 사람이 인식하는 수준에 가깝게 인식 

	■ 더 나은 기계 번역 

	■ 텍스트를 더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변환 

	■ 구글 나우, 아마존 알렉사와 같은 디지털 비서 

	■ 인간 수준에 가까운 자율 주행 

	■ 구글(Google), 바이두(Baidu) 및 빙(Bing)에서 사용하는 맞춤형 광고 

	■ 웹을 더 잘 검색 

	■ 자연어로 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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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 기사 수준의 바둑 실력 

딥러닝으로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는 지금도 연구 대상이다. 우리는 형식 추론과 같은 기계 인

식 및 자연어 이해 외의 다양한 문제에 딥러닝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에 성공한다면 과

학 연구,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인간이 딥러닝의 도움을 받는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1.1.7 단기적인 과장 보도를 믿지 마라 

최근 수년간 딥러닝이 이뤄지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향후 10년에 걸쳐 이 분야에

서 이룰 수 있는 수준보다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추세다. 자율 주행 차량과 같은 일부 

응용물은 이미 그러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믿을 수 있는 대화 시스템이나 임의의 언어를 인간 

수준으로 번역하는 일, 자연어를 이해하는 일과 같은 많은 기능은 한동안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인간 수준 범용 지능(human-level general intelligence)에 대한 논의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단기간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기대를 충족할 만한 기술을 

제공하는 일에 실패하면 더 이상 해당 연구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오랜 시간 동안 

발전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일어난 적이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쳐, 인공지능을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

하던 시기를 거친 다음에 실망과 회의가 이어지는 일을 겪었는데, 그런 일로 인해 투자 자금

이 빠져나갔다. 이 일은 1960년대에 기호적 인공지능으로 시작됐다.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 우세했다. 기호적 인공지능 접근법의 가장 유명한 개척자이자 지지

자 중 한 사람인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는 1967년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공지능을 

만드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3년 후인 1970년에 그는 더 정확하게 

정량화된 예측을 선보였다. “3년에서 8년 사이에 우리는 평범한 사람의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기계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이다. 하지만 2016년에 이르렀어도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기에

는 아직 먼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지를 예측할 방

법이 없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는 여러 전문가가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

었다(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것처럼). 몇 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높은 기대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원과 정부 기금이 빠져나가면서 첫 번째 인공지능 겨울(AI winter)이 시작됐

다(냉전이 최고조에 이른 직후였기 때문에 핵겨울에 비유됐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1980년대에는 대기업들이 새로운 기호적 인공지능, 즉 전문가 시스템

(expert systems)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몇 가지 초기 성공 사례를 통해 전 세계의 기업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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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부서를 설립하고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투자의 물결이 일었다. 1985년경, 기업

들은 이 기술에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시스템의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확장하기 어렵고 범위까지 제한되자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

러면서 두 번째 인공지능 겨울이 시작됐다. 

우리는 현재 인공지능에 관한 과장 보도와 실망이라는 세 번째 주기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

르며, 여전히 낙관하고 있는 국면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대치를 조정하고, 현장 기술에 익숙

하지 않은 사람들이 딥러닝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확실히 구분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1.1.8 인공지능의 약속 

우리가 인공지능을 단기적으로는 비현실적으로 기대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밝아 보인

다. 우리는 의료 진단에서 디지털 비서에 이르기까지 변형될 수 있는 많은 중요한 문제에 딥러

닝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 연구가 지난 5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돼 왔는

데, 이는 역사적으로 짧은 시기에 비하면 결코 보기 힘들었던 수준으로 자금이 지원됐기 때문

이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발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형성하는 제품이나 과정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딥러닝에 관한 연구 성과 중 대부분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거나 최소한 모든 산

업 분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여러분을 담당하는 의사는 

아직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회계사도 사용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또한 인

공지능 기술을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물론 스마트폰에 간단한 질문을 해서 

합리적인 답변을 얻고, 아마존닷컴에서 유용한 제품을 추천받으며, 구글 포토에서 “생일”로 

검색해 지난달에 열린 딸의 생일 파티 사진을 즉시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도구들은 인

공지능 기술의 활용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와 같은 도구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 

프로그램일 뿐이다. 인공지능은 아직 우리가 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의 중심을 차지

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의 인공지능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려울 수 있다. 1995년에 인터넷

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믿기 어려웠던 것처럼 말이다. 그 당시에는 대다수 사람이 인터넷이 그

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딥러닝과 인

공지능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공지

능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의 비서가 되거나 어쩌면 친구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질문에 대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는 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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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집으로 배달하고, 여러분을 태우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데려다줄 것이다. 점점 더 복잡해

지고 정보가 집약돼 가는 세상에서 인터페이스로 쓰일 것이다. 과학자들을 보조하며, 유전학

에서 수학에 이르는 모든 과학 분야에서 참신하고 획기적인 발견을 도움으로써 인류의 전반적

인 발전을 이끄는 일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몇 가지 좌절이나 새로운 인공지능 겨울에 직면할 수 있다. 인터넷 업계

가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과장 보도되는 바람에 2000년대 초반까지 투자가 이뤄지지 않

아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말이다. 어찌 됐든 결국 그 자리에 도달할 것

이다. 오늘날 인터넷이 그러하듯, 인공지능도 우리 사회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과

정에 응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과장 보도를 믿지 말고 장기적인 전망을 믿으라. 누구도 아직 감히 꿈꾸지 

못했던 잠재력을 인공지능이 실제로 발휘하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인공지능은 다가오고 있고, 환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1.2 딥러닝을 하기 전에: 머신러닝의 간략한 역사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대중의 관심과 산업 투자 수준에 도달했지

만, 그렇다고 해도 딥러닝만이 머신러닝의 첫 번째 성공 방식은 아니다. 오늘날 업계에서 사용

되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딥러닝 알고리즘이 아니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딥러닝이 항상 적절한 작업 도구는 아니다. 때로는 딥러닝을 적용하기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

한 경우가 있고, 그 밖의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도 있다. 여러분이 머신러닝과 

관련해 처음 접해 본 게 딥러닝이라면, 마치 딥러닝이 모든 머신러닝 문제를 푸는 만능 도구처

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딥러닝 외의 접근 방식들에 익숙

해져 그것들을 적당한 때에 연습해 두는 것이다. 

고전적인 머신러닝 접근 방식들을 자세하게 다루는 일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우리는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역사적인 개발 배경을 설명할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머신러

닝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딥러닝의 자리 잡은 곳을 알 수 있고, 딥러닝이 어디서 나왔고 왜 

중요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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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확률론적 모델링 

확률론적 모델링(probabilistic modeling)이란, 데이터 분석에 통계학의 원리를 응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가장 초기일 때의 머신러닝 형태 중 하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이 범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알고리즘 중 하나는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naive Bayes 

algorithm)이다. 

나이브 베이즈는 입력 데이터의 특징들이 모두 독립적이라고 가정(강력히 또는 ‘순진하게’ 추정한

다는 의미로, 나이브라는 이름이 나온 배경이다)하면서 베이즈 이론을 적용한 머신러닝 분류기의 한 

유형이다.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은 컴퓨터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컴퓨터로 이 분류

기를 구현하기(수십 년 전인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수십 년 동안이나 응용됐다. 베이즈 

정리와 통계학의 기초는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두 가지는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필요하다. 

현대 머신러닝 분야에서 “Hello World!”쯤으로 여겨지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으로는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가 있다(간단히 logreg라고도 부름). 로지스틱 회귀라는 이름 때문

에 오해할 수 있겠지만, 이 알고리즘은 회귀 알고리즘이 아닌 분류 알고리즘이다. 나이브 베이

즈와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회귀도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계산 방식이지만, 단순하고 다

재다능한 특성 때문에 여전히 쓸 만하다. 이는 종종 데이터 과학자가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분

류 작업을 시도할 때 가장 먼저 손에 쥐는 알고리즘이다. 

1.2.2 초기 신경망 

초기에 연거푸 나타난 신경망들이 지금은 현대식 변형 신경망들로 완전히 대체됐지만, 딥러닝

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는 데는 도움이 된다. 1950년대 초반에 신경망에 관한 핵심 아이디

어가 아주 간단한 형태로 연구됐지만, 신경망 방식 접근법이 나타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다.  

대규모 신경망을 훈련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오랫동안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에

는 여러 사람이 역전파 알고리즘을 각기 재발견해(경사 하강 최적화를 사용해 파라미터화된 연산 연

쇄를 훈련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이 개념은 나중에 정확하게 정의할 것이다) 신경망에 적용하기 시

작했다. 

얀 르쿤(Yann LeCun)이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과 역전파에 대한 초기 아이

디어를 결합해 손으로 쓴 숫자를 분류하는 문제에 적용했고, 벨 연구소(Bell Labs)는 1989년에 

처음으로 신경망을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로 나온 신경망인 르넷(LeNet)은 우편 봉투에 

적힌 우편번호를 판독하는 일을 자동화하기 위해 1990년대 미국의 우편 서비스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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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커널 메서드

신경망은 1990년대 연구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대접받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첫 번째 성

공 덕분에 머신러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인 커널 메서드(kernel methods)가 명성을 얻으면

서 신경망이 쉽게 잊혀지고 말았다. 커널 메서드는 분류 알고리즘 군으로, 그중에서도 서포

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블라디미르 배프닉(Vladimir 

Vapnik)과 코린나 코르테스(Corinna Cortes)는 벨 연구소에서 1990년대 초반에 SVM을 현대적

인 형식으로 개발했으며, 1995년20에서야 출판됐지만, 배프닉과 알렉세이 셰르보넨키스(Alexey 

Chervonenkis)가 초기 선형 공식을 1963년에21 이미 발표한 적이 있다.

보기 1.10  결정 경계

SVM의 목표는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두 점 집합 사이에서 좋은 결정 경계(decision boundaries) 

(보기 1.10 참조)를 찾아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결정 경계란, 훈련 데이터를 두 범주에 

해당하는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하는 선이나 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신규 데이터 점들을 분

류하려면 가장 먼저 결정 경계를 기준으로 어느 편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SVM에서는 다음 두 단계를 밟아 경계를 찾는다. 

1. 결정 경계를 초평면(hyperplane)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고차원 표현으로 데이터를 

사상한다(보기 1.10에서와같이 2차원 데이터인 경우, 초평면이 직선이 된다). 

2. 초평면과 각 클래스의 가장 가까운 데이터 점 사이의 거리를 최대화하는 식으로 우수한 

결정 경계(분리 초평면)를 계산해 낼 수 있는데, 이 단계를 주변 최대화(maximizing the margin)

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경계가 학습 데이터셋 외부의 새 표본들로 잘 일반화된다. 

20  Vladimir Vapnik and Corinna Cortes, “Support-Vector Networks,” Machine Learning 20, no. 3(1995): 273~297.
21  Vladimir Vapnik and Alexey Chervonenkis, “A Note on One Class of Perceptrons,” Automation and Remote Control 25(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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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제를 더 간단하게 만드는 고차원 표현으로 데이터를 사상22하는 기술을 종이에서 구

현하기에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계산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럴 때는 커널 트릭

(kernel trick)이 필요하다(커널 메서드라는 이름이 붙여진 핵심 이유이다). 요지는 이렇다. 우수한 결

정 초평면을 새로운 표현 공간에서 찾기 위해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새 공간 속의 점들의 좌표

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여러분은 그저 해당 공간에서 두 점으로 이뤄진 쌍들 간

의 거리를 계산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일은 핵 함수(kernel function)를 사용해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 함수는, 초기 공간의 두 점을 표적 표현 공간에 있는 이들 점 사이

의 거리에 사상함으로써 새 표현을 명시적으로 계산하는 일을 완전히 우회해 계산하므로, 계

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루기 쉬운 연산이다. 핵 함수들은 일반적으로 데이터에서 학습

하게 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제작한다. SVM의 경우에는 분리 초평면만 학습한다. 

SVM은 개발 당시에 간단한 분류 문제를 푸는 일에 최신 성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광범

위한 이론으로 뒷받침됐고, 진지한 수학적 분석을 잘 받아들이는 머신러닝 방법 중 하나였으

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쉽게 해석할 수 있었다. SVM은 이러한 유용한 특성 때문에 오랫동안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SVM을 대형 데이터셋까지 확장해 적용하기 어려웠고, 이미지 분류와 같은 인식 문제

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SVM은 계층이 얕은 방식이기 때문에 인식 문제에 SVM을 

적용하려면 가장 먼저 수동으로 유용한 표현을 추출해야 하는데(특징 공학이라고 하는 단계), 이

와 같은 작업은 까다로운데다 잘못되기도 쉽다. 

1.2.4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및 그레이디언트 부스팅 머신

결정 트리(decision trees)는 입력 데이터 점을 분류하거나 입력에 따라 출력값을 예측할 수 있

게 해 주는 것으로, 그 아키텍처가 순서도와 같다(보기 1.11 참조). 결정 트리를 시각화하고 해석

하기는 쉽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한 결정 트리는 2000년대에 의미 있는 연구 대상이 되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 이르기까지는 종종 커널 메서드보다 선호됐다. 

22  옮긴이   데이터 과학/머신러닝/딥러닝 분야에서는 주로 ‘매핑’으로 부르지만, 이 책의 핵심 기반 이론인 위상 수학 개념을 잘 드러내

기 위해 ‘사상’으로 표현했다.



2장에서 다루는 내용

	■ 신경망의	첫	번째	예제	

	■ 텐서	및	텐서	연산

	■ 역전파	및	경사	하강을	통해	신경망을	학습하는	방법	

딥러닝을 이해하려면 많은 수학 개념, 즉 텐서 연산, 미분, 경사 하강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

다. 2장의 목표는 이러한 개념을 지나칠 정도로 기술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수학 표기법을 배제할 것이다. 수학 표기법은 

수학적 배경이 없는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것을 잘 설명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텐서 및 경사 하강에 대한 맥락을 보강하기 위해 실제 망의 예를 사용해 2장을 시작한다. 그

런 다음, 소개한 개념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이러한 개념은 3장에서 나타날 실질적인 예를 이

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장을 읽고 나면 신경망의 작동 방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실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3장부터 시작된다.

2
시작하기 전에: 

신경망의 수학적 빌딩 블록

C H A P T E R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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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경망 둘러보기

케라스 R 패키지를 사용해 손글씨 숫자를 분류하는 방법을 배우는 신경망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케라스나 이와 유사한 라이브러리를 써 보지 않았다면, 첫 번째 예제를 이해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케라스를 아직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3장에서는 예제를 이루는 각 요소를 자

세히 설명한다. 일부 단계가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거나 마술처럼 여겨지더라도 걱정하지 마

라! 어쨌든 어느 단원에서든 일단 시작해야 하니 말이다.

여기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열 개 숫자로 된 손글씨(28 × 28픽셀)의 회색 음영 이미지를 열 

개 범주(0 ~ 9)로 분류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머신러닝 공동체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MNIST 

데이터셋을 사용할 것이다. 이 데이터셋은 손글씨 인식 분야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서 집중적인 연구 대상이 돼 왔다. 이 데이터셋은 1980년대 미국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IST)

에서 구성한 6만 개 훈련 이미지와 1만 개 테스트(test)1 이미지 집합이다. MNIST는 딥러닝의 

“hello world”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으로 알고리즘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머신러닝 전문가가 되면 과학 기술 논문이나 블로그 게시물 등에 MNIST가 계속 등장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기 2.1에서 몇 가지 MNIST 표본을 볼 수 있다.234

클래스와 레이블

머신러닝에서	분류	문제의	범주(category)를	클래스(classes)2라고	한다.	데이터	점들을	표본(samples)3,	

특정	표본과	연관된	클래스를	레이블(labels)4이라고	한다.

보기 2.1  MNIST 표본 숫자들

지금 당장 이 예제를 컴퓨터에서 재현해 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원한다면 먼저 3.3절에서 

다루는 케라스 설정을 먼저 해도 된다.

1  옮긴이  수학 용어로는 ‘검정’에 해당한다. 하지만 ‘테스트’라는 용어를 더 널리 쓴다는 현실을 반영해 테스트로 표기했다.

2  옮긴이  통계학의 ‘계급’에 해당하는 개념이지만, 뉘앙스가 조금 달라 최근에 자주 쓰이는 용어인 ‘클래스’로 번역했다. 우리말 중에 

‘부류’가 개념을 정확히 나타내는 용어이겠지만 거의 쓰이지 않는다. 프로그래밍 용어인 클래스와 혼동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3  옮긴이  보통 ‘샘플’이라고도 부르지만, 통계 용어인 ‘표본’과 뉘앙스가 다르지 않다.

4  옮긴이  이 책의 저자는 레이블을 태그(tags), 이름(names), 주석(annotations)이라고도 부른다.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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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IST 데이터셋은 각 이미지 집합(x)과 관련 레이블(y)을 포함하는 train 및 test 리스트 형태

로, 케라스에 사전 적재돼 제공된다. 

목록 2.1  케라스에 내장된 MNIST 데이터셋을 가져오기

library(keras)
mnist <- dataset_mnist() 
train_images <- mnist$train$x 
train_labels <- mnist$train$y 
test_images <- mnist$test$x 
test_labels <- mnist$test$y

train_images와 train_labels가 훈련 집합(training set)5을 구성하고 있다. 훈련 집합이란 모델

이 학습할 데이터를 말한다. 그런 후에 모델은 테스트 집합(test set)6상에서 테스트된다. test_

images와 test_ labels. 이미지는 3D 배열로 부호화되며, 레이블은 0에서 9까지의 1D 숫자 배

열이다. 이미지와 레이블은 일대일로 대응한다. 

R의 str( ) 함수는 배열의 아키텍처를 빠르게 볼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다. 훈련 데이터를 살펴

보자. 

> str(train_images)
 int [1:60000, 1:28, 1:28] 0 0 0 0 0 0 0 0 0 0 ...
> str(train_labels)
 int [1:60000(1d)] 5 0 4 1 9 2 1 3 1 4 ...

다음은 테스트 데이터7이다.

> str(test_images)
 int [1:10000, 1:28, 1:28] 0 0 0 0 0 0 0 0 0 0 ...
> str(test_labels)
 int [1:10000(1d)] 7 2 1 0 4 1 4 9 5 9 ...

5  옮긴이  ‘훈련셋’이나 ‘트레이닝셋’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개념을 정교화하기 위해 수학의 집합 개념을 도입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셋도 ‘데이터 집합’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데이터셋은 데이터 집합보다 더 널리 통용되는 단어이므로 데

이터셋이라는 번역 용어를 사용했다.

6  옮긴이  논의를 매끄럽게 하고 또 저자가 위상 수학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수학 용어에 맞춰 ‘검정 

집합’이라는 용어로 번역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테스트셋’ 또는 ‘테스트 집합’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

려해 ‘테스트 집합’으로 번역했다.

7  옮긴이  정보 통신 분야의 사전 등재 용어로는 ‘시험 자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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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경망에 training_images 및 train_labels라는 훈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러면 망에서 이미지와 레이블을 연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마지막으로 망에

서 test_images에 대한 예측을 산출하도록 요청하고, 이러한 예측이 test_labels의 레이블과 일

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망을 구축하자. 한번 더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 예제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목록 2.2  신경망 아키텍처

network <- keras_model_sequential() %>%
  layer_dense(units = 512, activation = "relu", input_shape = c(28 * 28)) %>% 
  layer_dense(units = 10, activation = "softmax")

망 객체에서 메서드 호출에 사용된 파이프 연산자(%>%)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라.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예제를 자세히 다룰 것이다. 지금은 “~한 후”라는 말이라고 생

각하고 읽어보라. 즉, 이 코드는 한 가지 모델로 시작하고, ‘그런 다음’ 계층을 추가하고, ‘그런 

다음’ 다른 계층을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하라는 뜻이다. 

신경망의 핵심 빌딩 블록은 데이터 필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모듈인 계층(layer)이다. 

데이터는 계층으로 들어가서는 더 유용한 형태가 돼 나온다. 특히, 계층들은 공급받은 데이

터에서 표현(representations)을 추출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계층들은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의미 있는 표현을 추출해야 한다. 딥러닝 구축 작업의 대부분은 진보적인 데이터 증류(data 

distillation)의 한 형태를 구현할 단순한 층들을 연결하는 일들로 이뤄져 있다. 딥러닝 모델은 

점차 복잡해지는 일련의 데이터 필터(계층)로 구성된, 데이터 처리를 위한 거름망과 같다. 

여기에서 망은 조밀하게 연결된(densely connected) 신경 계층, 즉 완전히 연결된(fully connected) 신

경 계층인 두 개의 계층으로 구성된다. 코드에 나오는 두 번째 계층(즉, 마지막 계층)은 10개 유닛

으로 구성된 소프트맥스(softmax) 계층이며, 확률 점수 열 개로 구성된 배열을 반환한다(확률 점수

를 모두 합산하면 1이 됨). 각 점수는 현재 자릿수 이미지가 10자리 클래스 중 하나에 속할 확률이다. 

망을 훈련할 준비가 되려면 컴파일 단계의 일환으로 다음 세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 손실 함수(loss function): 망이 훈련 데이터에서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과 올바른 방향으

로 조정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 최적화기(optimizer): 망이 보는 데이터와 손실 함수를 기반으로 망을 갱신하는 메커니

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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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 및 테스트 중 살펴볼 계량 8: 여기서는 정확도(정확하게 분류된 이미지 비율)만 신경 쓸 생

각이다. 

손실 함수와 최적화기의 목적은 3 ~ 4장을 통해 명확해질 것이다. 

목록 2.3  컴파일 단계

network %>% compile( 
  optimizer = "rmsprop",
  loss = "categorical_crossentropy", 
  metrics = c("accuracy")
)

compile( ) 함수는 (R에서 더 흔한 방식을 따라서 새로운 망 객체를 반환하는 대신) 망을 수정한다. 나

중에 2장의 예제를 보게 될 때 설명한다. 

훈련을 하기 전에 망이 예상하는 모양(shapes)9으로 데이터를 재구성(reshape)하고, 모든 값이 

[0, 1] 구간이 되도록 데이터를 전처리한다. 이전의 훈련 이미지는 [0, 255] 구간의 값이 있는 

정수 유형 모양인 (60000, 28, 28)로 된 배열에 저장됐다. 이를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double

형 배열 모양인 (60000, 28 * 28)로 변환한다. 

목록 2.4  이미지 데이터 준비하기

train_images <- array_reshape(train_images, c(60000, 28 * 28)) 
train_images <- train_images/255

test_images <- array_reshape(test_images, c(10000, 28 * 28)) 
test_images <- test_images/255 

여기서 우리는 dim <- ( ) 함수가 아닌  array_reshape( ) 함수를 사용해 배열의 모양을 바꿨다. 

나중에 텐서 모양 변경을 다룰 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레이블을 범주별로 부호화해야 하는데, 이 단계는 3장에서 설명한다. 

8  옮긴이  계량(metrics)은 수학 및 통계학의 거리 또는 계량에 해당하는 말이고, 일반적으로는 ‘척도’나 ‘메트릭’ 또는 ‘측정’ 등으로도 

부르지만, 거리(distance), 척도(scale), 측도(measure)와 구분하기 위해 계량이라는 낱말을 채택했다. ’계량 기준’ 또는 ‘측정 기준’으

로 이해하면 되고, 문맥에 따라서는 ‘계량 수단’ 또는 ‘측정 수단’으로 이해하면 된다.

9  옮긴이  텐서의 꼴, 즉 텐서의 형상을 말한다.



3장에서 다루는 내용

	■ 신경망의	핵심	구성	요소	

	■ 케라스	소개	

	■ 딥러닝	워크스테이션	설정	

	■ 신경망을	사용해	기본적인	분류	및	회귀	문제	해결하기	

3장에서는 신경망을 사용한 실제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한다. 2장의 실용적인 예에서 학습한 

내용을 신경망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 사례인 세 가지 새로운 문제, 즉 이항 분류1, 다중 클래

스 분류2 및 스칼라 회귀에 적용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소개한 신경망의 핵심 구성 요소인 계층, 망, 목적 함수 및 최적화기를 자

세히 살펴본다. 

또한 케라스를 간단히 소개할 것이다. 케라스는 이 책의 전체에서 사용할 딥러닝 라이브러리이

다. 여기서는 텐서플로, 케라스 및 GPU 지원이 포함된 딥러닝 워크스테이션을 설정하게 될 것

이다. 우리는 신경망을 사용해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소개하는 세 가지 예제에 빠져들어 

가 보려고 한다.

1  옮긴이  ‘이진 분류’라고도 부른다.

2  옮긴이  정확한 용어는 ‘다항 클래스 분류’여야 하지만, 현재는 거의 ‘다중 클래스 분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신경망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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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감상평을 긍정이나 부정으로 분류(이항 분류) 

	■ 뉴스를 주제별로 분류(다중 클래스 분류) 

	■ 부동산 가격을 고려한 주택 가격 추정(회귀) 

3장의 끝부분에서는 신경망을 사용해 벡터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류하고 회귀 처리하는 일과 

같은 간단한 머신러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4장에 이르러서는 원칙과 이론을 중심

으로 머신러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1 신경망 해부학 

2장에서 살펴봤듯이 신경망을 훈련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 망(network), 즉 모델(model)을 구성하는 계층(layers)

	■ 입력 데이터(input data) 및 대응하는 표적(targets) 

	■ 학습에 사용된 피드백 신호를 정의하는 손실 함수(loss function) 

	■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결정하는 최적화기(optimizer)

이것들 간의 상호 작용은 보기 3.1과 같이 시각화할 수 있다. 망을 함께 연결해 입력 데이터를 

예측에 사상한다. 손실 함수는 이러한 예측을 표적과 비교해 손실 값을 산출한다. 망 예측이 

예상했던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측정한다. 최적화기는 이 손실 값을 사용해 망의 가중치

를 갱신한다. 

계층, 망, 손실 함수 및 최적화기를 자세히 알아보자. 

가중치

입력	X

계층(데이터	변환)

계층(데이터	변환)

예측들	Y’

손실	함수

손실	점수

진성	표적들	Y

가중치

최적화기

가중치	
갱신

보기 3.1  망, 계층, 손실 함수 및 최적화기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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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계층: 딥러닝의 기본 요소 

신경망의 기본 데이터 구조는 2장에서 소개한 계층이다. 계층은 하나 이상의 텐서를 입력으로 

받아 하나 이상의 텐서를 출력하는 데이터 처리 모듈이다. 일부 계층은 상태 비저장이지만, 

그 밖의 많은 계층에는 계층의 가중치들이라는 상태가 있고, 이것으로 확률적 경사 하강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텐서가 학습되며, 이 가중치들에 망의 지식(knowledge)이 담긴다. 

서로 다른 계층은 서로 다른 텐서 형식과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다. 예를 들

어, (표본, 특징) 모양으로 된 2D 텐서로 저장된 간단한 벡터 데이터는 완전 연결 계층(fully 

connected layers, 즉 전 연결 계층), 즉 조밀 계층(dense layers)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케라스에

서는 layer_dense 함수). 3D 텐서의 모양(표본, 시간대, 특징)에 저장된 시퀀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layer_lstm과 같은 재귀 계층에 의해 처리된다. 4D 텐서로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는 2D 합성곱 

계층(layer_conv_2d)으로 처리된다. 

계층은 딥러닝에 사용하는 레고(LEGO) 블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케라스와 같은 프레

임워크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해 둔 은유이다. 케라스의 딥러닝 모델 구축은 호환 가능한 계층

을 오려 내 유용한 데이터 변환 관로를 형성하는 식으로 수행된다. 여기서 계층 호환성(layer 

compatibility)이라는 개념은 모든 계층이 특정 모양의 입력 텐서만 받아들이고, 특정 모양의 

출력 텐서를 반환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개념이다. 다음 예제를 생각해 보라. 

layer <- layer_dense(units = 32, input_shape = c(784))

여기서는 첫 번째 차원이 784인 2D 입력 텐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계층을 만들고 있다(첫 번

째 차원, 즉 배치 차원은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값이 허용된다). 이 계층은 첫 번째 차원이 32로 

바뀐 텐서를 반환한다. 

따라서 이 계층은 입력으로 32차원 벡터를 예상하는 다운스트림3 계층에만 연결할 수 있다. 

케라스를 사용할 때 모델에 추가하는 계층이 들어오는 계층의 모양과 일치하도록 동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호환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고 가정

해 보라. 

3  옮긴이  우리말로는 ‘하향류’라고 할 수 있는데, 입력 계층을 꼭대기 층으로 본다면 그 다음 계층은 그보다 아래에 있고, 데이터는 입

력 계층에서 점점 더 아래쪽으로 흐르는 셈이므로 ‘다운스트림’이라고 한다. 그러나 입력 계층을 바닥으로 보고 출력 계층을 꼭대

기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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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 keras_model_sequential() %>% 
layer_dense(units = 32, input_shape = c(784)) %>% 
layer_dense(units = 32)

두 번째 계층은 입력 모양 인수를 받지 못했다. 그 대신, 입력 모양이 이전에 들어온 계층의 

출력 모양으로 유추된다. 

3.1.2 모델: 계층으로 이뤄진 망 

딥러닝 모델이란, 방향성이 있고 순환하지 않는 그래프4다. 가장 일반적인 보기를 들면, 단일 

입력을 단일 출력으로 사상하도록 계층을 선형으로 쌓아올린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때 훨씬 다양한 네트워크 토폴로지(network topologies)5에 노출될 것이다. 

일반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2분지 망(two-branch networks) 

	■ 다중 헤드 망(multihead networks)

	■ 인셉션 블록(inception blocks)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가설 공간을 정의한다. 1장에서는 머신러닝을 “미리 정의된 가능성의 범

위 내에서 피드백 신호의 지침을 사용해 일부 입력 데이터의 유용한 표현을 찾는 것”으로 정의

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선택하면 가능성의 공간(space of possibilities), 즉 가설 공간을 일련

의 특정 텐서 연산으로 제한해 입력 데이터를 출력 데이터에 사상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텐

서 연산에 관련된 가중치 소수점에 대한 좋은 값 집합을 찾아야 한다. 

적절한 망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일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 필요하다. 이에는 몇 가지 모범 

사례와 원칙이 있겠지만, 단지 연습만으로도 적절한 신경망 설계자가 될 수 있다. 다음 몇 장

에서는 신경망 구축과 관련된 명쾌한 원칙을 알려 줄 것이며, 특정 문제에만 효과가 있거나 

작동하지 않는 일 등에 대한 직관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옮긴이  즉, 비순환 유향 그래프.

5  옮긴이  위상기하학 용어인데, 그물(즉, 네트워크)처럼 연결된 그래프의 위상(즉, 토폴로지)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연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공 신경망(심층 신경망 포함)이야말로 그물처럼 연결된 그래프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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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손실 함수 및 최적화기: 학습 과정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 

망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나서도 두 가지를 더 선택해야 한다. 

	■ 손실 함수(목적 함수): 훈련하면서 최소화하는 양. 손실 함수는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량이다. 

	■ 최적화기: 손실 함수에 따라 망을 갱신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최적화기는 확률적 경사 

하강(SGD)의 특정 변형을 구현한다. 

출력이 여러 개인 신경망에는 손실 함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출력마다 하나씩). 그러나 경사 

하강 과정은 단일 스칼라 손실 값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다중 망의 경우, 모든 손실

이 (평균화를 통해) 단일(single) 스칼라 수량으로 결합된다. 

올바른 문제에 맞게 적절한 목적 함수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즉, 망은 손실을 최소

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지름길을 취한다. 따라서 목적이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의 성공과 

완전히 관련되지 않으면 망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된다. 어리석게도 “모든 인간의 

평균적인 행복을 극대화한다”는 목적 함수를 선택해 SGD로 훈련함으로써, 전능하지만 어리

석어진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그런 인공지능은 자기에게 부여된 목적을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몇 사람만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을 죽인 다음에, 남겨진 몇 사람을 행

복하게 하는 데에만 힘쓰려고 할 것이다. 평균적인 복지는 얼마나 많은 인간이 남아 있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의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이 구축하는 모

든 신경망은 망의 손실 함수를 낮추는 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객

관적으로 봐서도 현명하다고 할 만한 선택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side effects)에 직면할 수 있다. 

다행히도 분류, 회귀 및 시퀀스 예측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정확한 손실을 선택하

기 위해 따라야만 하는 지침이 있다. 예를 들어, 2개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제에 대한 이항 

교차 엔트로피,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는 범주적 교차 엔트로피, 회귀 문제에는 평균제곱

오차(mean squared error, MSE), 시퀀스 학습 문제에는 연결자 시간 분류(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CTC) 등을 쓰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문제가 아닌) 새로운 연구 주제에 진

심으로 골몰할 때만 자신만의 목적에 맞는 (손실) 함수를 개발하라.6 다음 몇 개 장에서는 광

범위하고 일반적인 작업에 알맞은 손실 함수를 선택하는 방안을 명시할 것이다. 

6  옮긴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문장 뒤에 ‘그렇지 않다면 기존 손실 함수를 사용하라’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문장 속에 괄호를 친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추가한 부분이다.



4장에서 다루는 내용

	■ 분류	및	회귀를	뛰어넘는	머신러닝	형태

	■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공식	평가	절차	

	■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	준비	

	■ 특징	공학	

	■ 과적합과	씨름하기

	■ 머신러닝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보편적인	작업	흐름	

3장에 나온 세 가지 예제를 해 봤다면 이제 여러분은 신경망을 사용해 분류 및 회귀 문제에 접

근하는 방법에 익숙해졌어야 하며, 머신러닝의 핵심 문제인 과적합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

야 한다. 4장이 딥러닝 문제를 공략하고 해결하기 위한 견고한 개념 프레임워크 형태가 되도록 

할 것이다. 4.5절에서 모델 평가, 데이터 전처리 및 특징 공학, 과적합 방지 태클과 같은 개념을 

머신러닝 과제를 다루기 위한 7단계 작업 흐름으로 통합할 것이다. 

4.1 네 가지 머신러닝

여러분은 이전 예제를 통해 세 가지 특정 유형의 머신러닝 문제에 익숙해졌다. 이항 분류, 다

중 클래스 분류 및 스칼라 회귀가 바로 그것이다. 세 가지 모두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의 

사례이며, 이것들의 목표는 입력과 훈련 표적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이다. 

4
머신러닝의 기본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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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학습은 머신러닝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하위 분야 분류가 복잡할 정도로 광대하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4.1.1 지도학습 

지도학습은 가장 흔한 경우이다. 이것은 입력 데이터를 알려진 표적(주석이라고도 함)에 사상하

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사람이 주석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음). 지금까지 이 책에

서 배웠던 네 가지는 지도학습의 표준 예제였다. 일반적으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딥러닝의 거

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광학 문자 인식, 음성 인식, 이미지 분류 및 언어 번역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 

지도학습은 대개 분류와 회귀로 이뤄지지만,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변형한 것들이 더 많다

(예제 있음). 

	■ 시퀀스 생성(sequence generation): 어떤 그림을 보고 해당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을 예측

한다.1 시퀀스 생성은 때때로 일련의 분류 문제( 시퀀스의 단어 또는 토큰을 반복적으로 예

측)로 재구성될 수 있다. 

	■ 구문 트리 예측(syntax tree prediction): 문장이 주어지면 구문 트리로 분해한 결과를 예

측한다. 

	■ 물체 감지(object detection): 그림이 있으면 그림 안의 특정 객체 주위에 경계 상자를 그

린다.2 이것은 또한 분류 문제(다수의 후보 경계 상자가 주어지고 각기의 내용을 분류) 또는 경

계 상자 좌표가 벡터 회귀를 통해 예측되는 공동 분류 및 회귀 문제로 표현될 수 있다. 

	■ 이미지 분할(image segmentation): 그림이 주어지면 특정 물체 위에 픽셀 수준의 마스크

를 그린다. 

4.1.2 비지도학습 

머신러닝의 한 가지로,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압축, 데이터 소거라는 목적을 위해 표적의 도

움 없이 입력 데이터의 흥미로운 변환을 찾거나 현재 데이터에 있는 상관관계를 더 잘 이해하

1  옮긴이  예를 들어 다리 사진을 보고 ‘아름다운 다리’라든가 ‘길고 튼튼해 보이는 다리’와 같은 설명문을 작성하는 일을 말한다. 설명

문이 단어나 토큰으로 이뤄진 시퀀스 형식으로 구성되므로 ‘시퀀스 생성’이라고 한다.

2  옮긴이  예를 들면 사진을 찍을 때 인공지능 모델이 해당 사진 속에서 사람의 얼굴 부분만 감지해 네모난 상자로 구분하는 일과 같

은 일이다. 이 네모난 상자를 ‘바운딩 박스’ 또는 ‘경계 상자’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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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구성된다. 비지도학습은 데이터 분석의 핵심 요소이며, 지도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데이터셋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계이다. 차원 감소(dimensionality reduction) 및 군

집화(clustering)는 비지도학습 알고리즘 중에 비교적 잘 알려진 것들이다. 

4.1.3 자기지도학습 

이는 지도학습의 구체적인 사례이지만, 별도의 범주를 이룰 만큼 아주 다르다. 자기지도학습

(self-supervised learning)은 사람이 주석을 첨부하지 않는 학습을 말한다. 학습 과정에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지도학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비지도학습에도 (학습은 뭔가에 의해 지도돼야 하

기 때문에) 레이블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레이블은 일반적으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사용해 

입력 데이터로부터 생성한다. 

예를 들어, 오토인코더(autoencoders)3는 자기지도학습의 잘 알려진 예이며, 생성된 표적들이 

수정되지 않은 채 다시 입력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전 프레임이 주어진 상황에서 비디오

의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려고 시도하거나 이전 단어가 주어진 상황에서 텍스트의 다음 단어

를 예측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자기지도학습의 예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 경우에는 시간적 지

도학습(temporally supervised learning)4에 해당하고, 이때 지도 능력은 미래에 입력될 데이터에

서 비롯된다.5 지도학습, 자기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의 구분이 때때로 흐릿해질 수 있음에 유의

하기 바란다. 이 범주는 경계선이 확실하지 않은 연속체와 같다. 자기지도학습은 학습 메커니

즘이나 학습의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여부에 따라 지도학습 또는 비지도학습으로 재해석

될 수 있다. 

이	책에서	지도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딥러닝의	지배적인	학습	방식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여러	

장에서	자기지도학습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N O T E

3  옮긴이  저자는 여기서 오토인코더를 자기지도학습 아키텍처 중 한 가지 사례로 소개하지만, 오히려 오토인코더는 앞에서 설명한 비

지도학습 아키텍처로 흔히 분류되며, 여기서 설명하는 자기지도학습 아키텍처로는 재귀 신경망(recursive neural network, 즉 순환 

신경망)을 들 수 있다. 이하 문장에서 설명하는 내용도 거의 재귀 신경망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이 점을 감안하고 본문을 이해하는 

게 좋겠다.

4  옮긴이  저자는 ‘시간적 지도학습’이라고 말하지만 저자의 의도로 보아 시간차 지도학습(temporal difference supervised learning)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다. 사실 시간차 학습은 머신러닝 기법 중의 하나이다.

5  옮긴이  자신의 출력을 다음 시간대(즉, 차기)의 자신의 입력으로 삼기 때문에, 차기 입력 내용에 따라 스스로 지도하는 셈이 된다. 

비유를 들자면 영어 발음을 교정해 보기 위해 영어로 말한 다음에, 그 소리를 다시 듣고 발음을 교정하는 일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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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강화학습 

머신러닝 분야는 최근 구글 딥마인드(DeepMind)가 아타리(Atari) 게임을 학습하게 하는 데 성

공적으로 적용한 이후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에이전

트(agent)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고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운

다.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 화면을 “쳐다보고” 점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게임 액션을 출력하는 

신경망을 강화학습을 통해 훈련할 수 있다. 

현재 강화학습은 대부분 연구 영역으로 남아 있으며, 게임을 넘어서는 중요하고 실용적인 성

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학습이 점점 더 많은 범위의 실세계 애플리

케이션(자율 운전 차량, 로봇 공학, 자원 관리, 훈련 등)을 대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

한 생각이 현실이 돼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뤄질 것이다.67

분류 및 회귀 관련 용어  

분류	및	회귀와	관련된	전문	용어가	많다.	이전	예제에서	일부를	봤고,	앞으로	나올	여러	장에서	더	많

이	볼	수	있다.	해당	용어들마다	정확하면서도	머신러닝에	특화된	정의를	갖고	있으므로	이것들에	익숙

해져야	한다.

	■ 표본(sample)	또는	입력(input):	모델에	포함되는	하나의	데이터	요소

	■ 예측(prediction)	또는	결과(output):	모델에서	산출되는	것	

	■ 표적(target)6:	‘사실에	부합하는	값(the	truth)’.	외부	출처	자료를	사용하는	모델이	이상적으로	예측

해야만	하는	것이다.	

	■ 예측	오차(prediction	error)	또는	손실	값:	모델	예측과	표적	간의	거리를	측정한	값이다.	

	■ 클래스(classes)7:	분류	문제에서	선택	가능한	레이블	집합이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개를	분류할	때	

“개”와	“고양이”가	두	가지	클래스이다.	

	■ 레이블(label):	클래스	문제에서	클래스	주석의	특정한	예이다.	예를	들어,	보기	#1234에	“dog”	클
래스가	포함된	것으로	주석을	달면	“dog”는	보기	#1234의	레이블이다.	

	■ 실측치(ground-truth)	또는	주석(annotations):	인간이	수집한	데이터셋에	포함된	모든	표적	

	■ 이항	분류(binary	classification):	각	입력	표본을	두	개의	독점	범주로	분류해야	하는	분류	작업	

	■ 다중	클래스	분류(multiclass	classification):	각	입력	표본을	세	개	이상의	범주로	분류해야	하는	분

류	작업(	손글씨	숫자	구분).	

6  옮긴이  데이터 과학이나 머신러닝 및 딥러닝 분야에서는 보통 ‘목표(또는 타깃)’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사용하는 목표(예를 들면, ‘이번 과제의 목표’ 등, 영어로는 goal 등)와 구분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표적’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므로 

이 책에 나오는 목표와 표적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다르다. 

7  옮긴이  통계학의 ‘계급’에 해당하는 말이다. 그러나 계급보다 더 넓은 개념을 포괄하고 있어서 어감이 다르므로 데이터 과학 분야에

서 더 널리 쓰이는 ‘클래스’라는 용어를 채택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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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	레이블	분류(multilabel	classification):	각	입력	표본에	여러	레이블을	지정할	수	있는	분류	작

업.	예를	들어,	주어진	이미지는	고양이와	개를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주석을	“고양이”	레이블과	

“개”	레이블로	달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당	레이블	수는	가변적이다.	

	■ 스칼라	회귀(scalar	regression):	표적이	연속적인	스칼라	값일	때	하는	작업.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표적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속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 벡터	회귀(vector	regression):	표적이	연속	값으로	된	집합인	작업(	연속	벡터).	여러	값(	이미지의	

경계	상자	좌표)에	대한	회귀를	수행하는	경우,	벡터	회귀를	수행한다.	

	■ 미니배치	또는	배치:	모델에	의해	동시에	처리되는	작은	표본	집합(일반적으로	여덟	개에서	128개).	표

본	수는	GPU에서	메모리를	쉽게	할당하기	위해	종종	2의	제곱에	맞춘다.	훈련을	수행할	때	미니배

치를		사용해	모델의	가중치에	적용되는	단일	경사	하강	갱신을	계산한다.	

4.2 머신러닝 모델 평가 

3장에 제시된 세 가지 예제에서는 데이터를 훈련 집합, 검증 집합 및 테스트 집합으로 분리했

다. 훈련에 사용한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모델을 평가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드러났

는데, 훈련 시 사용한 데이터를 다시 사용했을 때  불과 몇 개 에포크 이후, 세 가지 모델 모두

가 과적합(overfit)되기 시작했다. 즉,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데이터, 즉 신규 데이터에 대한 성

능이 훈련 데이터상에서 보여 준 성능(이 성능은 훈련이 진행될수록 향상된다)에 비해 급격히 떨어

졌다. 

머신러닝의 목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데이터에서 잘 수행되는 일반화된 모델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 경우의 주요 장애물은 과적합이다. 관찰할 수 있는 것만 제어할 수 있으므로 모델

의 일반화(generalize) 능력을 안정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과적합을 완화

하고 일반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본다. 이번 절에서는 일반화를 측정하는 방법, 즉 

머신러닝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4.2.1 훈련 집합, 검증 집합 및 테스트 집합 

모델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훈련 집합, 검증 집합 및 테스트 집합이라는 세 가

지 집합8으로 분할하는 게 중요하다. 훈련 데이터로 훈련하고, 검증 데이터로 모델을 평가한

다. 모델을 사용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테스트 데이터로 한 번 더 테스트한다.

8 옮긴이   이 세 집합을 ‘훈련셋’, ‘검증셋’, ‘테스트셋’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트레이닝셋’, ‘밸리데이션셋’, ‘테스트셋’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7장에서 다루는 내용

	■ 케라스의	함수형	API	
	■ 케라스	콜백	사용하기	

	■ 텐서보드라는	시각화	도구	사용하기	

	■ 최첨단	모델	개발을	위한	중요한	모범	사례	

7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최첨단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도구를 살펴본다. 케라스 함수형 API를 사용하면 그래프와 같은 모

델을 만들고, 다양한 입력을 통해 계층을 공유하며, R 함수처럼 케라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

다. 케라스 콜백과 텐서보드라는 브라우저 기반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면 훈련 중에 모델을 모

니터할 수 있다. 또한 배치 정규화, 잔차 연결,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 및 모델 앙상블과 같은 

몇 가지 모범 사례를 설명한다. 

7.1 순차 모델을 넘어: 케라스 함수형 API
지금까지 이 책에서 소개한 모든 신경망은 순차 모델(keras_model_sequential)을 사용해 구현됐

다. 순차 모델은 망이 정확하게 하나의 입력과 정확히 하나의 출력을 가지며, 계층은 선형으로 

쌓은 스택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보기 7.1 참조). 

7
고급 딥러닝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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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 책에서 논의한 많은 주제와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구성이 아주 일반적이어서 

keras_model_sequential만으로도 다룰 수 있다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가정은 여러 경우에 너무 융통성이 없다. 일부 신경망에는 독립적인 입력이 여

러 개 필요하고, 그 밖에 어떤 망에는 출력이 여러 개 필요하며, 일부 망은 계층 사이에 내부 

분기가 있어 선형으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스택 모양이 아닌 그래프처럼 보이기도 한다.

출력

입력

계층

계층

계층

순차적

보기 7.1  순차 모델: 계층들의 선형 스택 

예를 들어, 일부 작업에서는 다중 모듈(multimodal) 입력이 필요하다. 다중 모듈 입력이란 서로 

다른 입력 소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병합한 후, 여러 종류의 신경층을 사용해 각 유형의 데

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1 사용자가 제공한 메타 데이터( 상품의 브랜드, 연령 등), 사용

자가 문장 형식으로 제공하는 설명 그리고 상품 사진을 사용해 중고 의류의 가장 유망한 시

장 가격을 예측하려는 딥러닝 모델을 상상해 보라. 메타 데이터만 있다면 원핫 인코딩과 조밀

한 망을 사용해 가격을 예측할 수 있고, 문장만 있다면 RNN 또는 1D 전환을 사용할 수 있

다. 그리고 사진만 있다면 2D 합성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동시에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 단순한 접근법을 따른다면 세 가지 개별 모델을 훈련한 후 그 예측의 

가중 평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델에 의해 추출된 정보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차선책일 수 있다. 더 좋은 방법은 사용 가능한 모든 입력 양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모델, 즉 세 개 입력 분기가 있는 모델(보기 7.2 참조)을 사용해 더 정확한 데이터 모델을 공동으

로 학습하는 것이다. 

1  옮긴이  이 처리 과정에서 각 입력 값이 종류(즉, 유형)별로 최빈값(mode)을 형성하는 다봉 분포(multimodal distribution)를 보이게 

되므로, 이 다봉 분포에 맞춰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 다봉이라는 말이 익숙치 않겠지만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에

서 나타나는 최빈값 붕괴(mode collapse) 현상 등에도 나오는 개념이니 이해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이런 

최빈값 관련 개념보다는 모듈성을 더 중시하고 있으므로 multimodal을 ‘다중 모듈’로 번역했다. 그렇지만 원저자가 의도한 것인지

는 모르겠지만, 이 용어는 다중 모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중 최빈값 분포’, 즉 ‘다봉 분포’의 ‘다봉’에 해당하는 개념을 내

포하고 있기도 하므로 ‘다봉’으로 번역해도 되는 용어라는 점, 즉 multimodal이 중의적 용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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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예측

모듈	병합

조밀	모듈

메타	데이터 문장으로	된	설명 그림

RNN	모듈 합성망	모듈

보기 7.2  다중 입력 모델

이와 마찬가지로 일부 작업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여러 표적 속성을 예측해야 한다. 소설이나 

단편 소설의 본문이 주어졌을 때 로맨스나 스릴러와 같은 장르별로 자동 분류되기를 여러분은 

해당 본문을 작성한 날짜를 대략으로라도 예측하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장르 분

류용 모델과 날짜 예측용 모델이라는 두 개별 모델을 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이 통계적으로 독립적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장르와 날짜를 공동으로 예측해 더 나

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공동 모델은 두 가지 출력, 즉 두 가지 헤드(heads, 머리)를 가질 

것이다(보기 7.3 참조). 장르와 날짜의 상관관계 때문에 소설의 작성 일자를 알게 된 모델은 소

설의 장르 공간을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반대의 경우도 그럴 것이다. 

장르 날짜

날짜	회귀	분석기장르	분류기

텍스트	처리	모듈

소설	텍스트

보기 7.3  다중 출력(또는 다중 헤드) 모델

또한 최근에 개발된 많은 신경 아키텍처에는 비선형 네트워크 토폴로지(non-linear network 

topology)가 필요하다. 여기서 비선형 네트워크 토폴로지란, 비순환 그래프로 구성된 망을 말

한다. 예를 들어, 쩨게디(Szegedy) 등이 개발한2 Inception 계열 망은 Inception 모듈에 의존하

며, 입력은 여러 개의 병렬 합성곱 분기(convolutional branches)에 의해 처리되고, 그 출력은 다

2  Christian Szegedy et al., “Going Deeper with Convolutions,”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14), 
https://arxiv.org/abs/1409.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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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단일 텐서로 합쳐진다(보기 7.4 참조). ResNet 계열의 망에서 시작된 모델에 잔차 연결(residual 

connections)을 추가하는 추세도 있다(Hé 등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함).3 잔차 연결은 데이터 

처리 흐름에 따른 정보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래 출력 텐서(보기 7.5 참조)에 과거 

출력 텐서를 추가해 데이터의 다운스트림 흐름에 이전 표현을 재주입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그래프형 망에 대한 예제는 많다. 

Conv2D
3 × 3, tride = 2

Conv2D
3 × 3, tride = 2

Conv2D
3 × 3

Conv2D
3 × 3

Conv2D
1 × 1, tride = 2

Conv2D
1 × 1

AvgPool2D
3 × 3, tride = 2

Conv2D
1 × 1

출력

입력

병합

보기 7.4  Inception 모듈: 여러 개 병렬 합성곱 분기기가 있는 계층의 부 그래프 

keras_model_sequential을 사용해 모델을 정의할 때는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사용 사례(다중 

입력 모델, 다중 출력 모델 및 그래프와 유사한 모델)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케라스를 사용하는 

훨씬 더 일반적이고, 융통성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함수형 API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절

에서는 함수형 API로 할 수 있는 일과 함수형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3  Kaiming He et al.,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15), https://arxiv.org/abs/1512.0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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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

계층
잔차	연결

계층

계층

보기 7.5  잔차 연결: 특징 지도 추가를 통한 다운스트림 이전 정보의 재주입 

7.1.1 함수형 API 소개 

함수형 API에서 여러분은 입력 및 출력 계층을 만든 후에, keras_model 함수로 전달할 수 있

다. 이 모델도 케라스의 순차 모델과 같은 방식으로 훈련할 수 있다. 

간단한 순차 모델과 함수형 API에서 해당 순차 모델에 대응하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 주는 최

소한의 예제부터 다뤄 보자. 

library(keras)

seq_model <- keras_model_sequential() %>%
  layer_dense(units = 32, activation = "relu", input_shape = c(64)) %>%
  layer_dense(units = 32, activation = "relu") %>%
  layer_dense(units = 10, activation = "softmax")

input_tensor <- layer_input(shape = c(64))
output_tensor <- input_tensor %>%
  layer_dense(units = 32, activation = "relu") %>%
  layer_dense(units = 32, activation = "relu") %>%
  layer_dense(units = 10, activation = "softmax")

model <- keras_model(input_tensor, output_tensor)

summary(model)

다음은 summary(model)을 호출하면 표시되는 내용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ayer (type)   Output Shape   Param #

이미 알고 있는 순차 모델

순차 모델에 등가인 것

keras_model 함수는 입력 텐서와 

출력 텐서를 모델로 변환한다.

결과를 살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