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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토치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파이썬을 사용해서 쉽게 머신러닝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 머신러닝 등의 AI 관련 지식은 대부분 수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해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책은 최소한의 수학적 지식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실습을 통해 머신러닝을 구현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특히, 후반부에는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플랫폼을 만드

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어서 클라우드와 AI를 함께 접할 좋은 기회가 되리라 본다.

파이토치로 머신러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PC(GPU를 탑재한)가 필요하지만, 

이 책은 구글이 제공하는 가상 파이토치 개발 환경을 이용하여 실습을 진행하므로 고

사양 PC(GPU)가 없어도 문제없이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코드를 실행해서 컴

퓨터가 그림을 그려 내거나 외국어를 번역해 내는 것을 보다 보면 재미있게 실습할 수 

있을 것이다.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IT 분야는 늘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엔지니

어뿐만 아니라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엔지니어 등의 새로운 직종도 생겨나고 있다. 엔

지니어로서는 어쩌면 더 많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분야를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남보다 한발 앞서 

새로운 기술을 익힌다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큰 장점이 될 것이다.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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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이지만 내가 처음 번역한 책은 서버 부하분산 책이다(2012년경으로 기억한다). 하지

만 이 부하분산은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아마 또 5년 

후면 파이토치나 머신러닝보다 상위 개념의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어찌 

됐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니, 아마 IT 분야에서 계

속 종사한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일 것 같다.

싱가포르에서

옮긴이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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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deep learning), 신경망(neural network),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이미지 처리

(CV, Computer Vision)나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음성 인식 등의 

응용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다. IT 분야와 관련 없는 일을 하더라도 이 용어

들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AI나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

와 함께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딥러닝이나 신경망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사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하지

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수많은 수식으로 구성돼 있어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신경망의 기초인 선형 모델부터 시작해서 확률 모델(신경망을 포함한)의 기

본적인 원리를 설명한다. 그리고 파이토치(PyTorch)를 사용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

어 보고, 그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선형 모델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초 개념을 설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코드와 실제 예를 통해 설명하도록 노력했다. 간단한 데이터 식별부터 

이미지 분류 및 생성, 문장 분류 및 생성, 번역, 그리고 추천 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 예

제를 사용해 실제 데이터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이 책에서는 파이토치라는 파이썬(Python)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파이썬이라는 프로

그래밍 언어 자체는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자리잡은 지 오

래지만, 딥러닝 분야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작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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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의 파이썬 라이브러리로는 구글이 개발한 텐서플로(TensorFlow) 프레임워크가 가

장 유명하지만, 심벌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스타일 때문에 초보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는 의견도 있다. 반면 이 책에서 다루는 파이토치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개발된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동적 네트워크라는 구조를 도입했으며, 일반적인 파이썬 프로그램과 

같은 환경에서 간단하게 신경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

히, 해외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음으로 인해 최신 연구들이 파이토치를 사용

해 구현되는 중이다. 연구 결과들도 깃허브(GitHub)를 통해 빠르게 공개되는 것이 당연

시되고 있다. 아직 한글 자료는 부족하지만, 사용하기 쉽고 최신 연구 결과를 바로 적

용할 수 있어서 서비스에 딥러닝을 곧바로 적용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최적의 프레임워

크가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이 신경망이나 딥러닝, 그리고 머신러닝 등에 흥미를 가지

고 실제로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지은이 두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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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신경망이나 딥러닝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관심이 있으며 어디에 사용할 수 있

는지 알고 싶다’,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책은 독자가 다음 개념 및 기술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기초적인 리눅스 명령

 ● 기초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 경험

 ● 함수나 미분, 벡터, 행렬의 곱셈 등 기초적인 수학 지식(고3부터 대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

 ● (알고 있으면 좋음) NumPy 사용 경험

 ● (가능하면) 클라우드상에 가상 머신 생성

파이토치(  메모  참고)의 공식 사이트와 튜토리얼, 문서 등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파이토치 함수의 상세 사양 등은 공식 문서를 통해 자주 

확인하도록 하자. 또한, 이 책을 다 읽은 후에라도 상관없으니 튜토리얼도 스스로 진행

해 보도록 하자.

 ● 파이토치 공식 사이트

URL  http://pytorch.org

 ● 파이토치 튜토리얼

URL  http://pytorch.org/tutorials

 ● 파이토치 공식 문서

URL  http://pytorch.org/docs/

이 책의 대상 독자와 필요한 사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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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 M O

파이토치(PyTorch)

딥러닝이 유명해지기 전에는 루아(Lua)라는 스크립트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치(Torch)

라는 프레임워크가 존재했다. 파이토치는 이 토치와 똑같은 기반 코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치를 사용해 보지 않았더라도 문제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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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다음과 같이 전반부(1장부터 3장)와 후반부(4장부터 7장)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파이토치의 패키지 구성을 살펴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정리해 본

다. 또한, 텐서(Tensor)라는 파이토치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를 실제로 사용해 본다.

2장에서는 선형 모델을 다룬다. 선형 모델을 학습하는 구조는 신경망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 장의 전반부는 이 책에서는 유일하게 수식을 

사용해 이론을 설명한다. 후반부에선 실제로 파이토치를 사용해 선형 회귀 모델과 로

지스틱 회귀 모델을 구현해 보고 실제 데이터의 파라미터를 학습한다.

3장에서는 드디어 신경망을 다룬다.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신경망인 다층 퍼셉트론

을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작성해 본다. 2장과 3장에서 배운 것은 뒤의 4장, 5장, 6장의 

기초가 된다.

4장에서는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사용한 이미지 처리를 

다룬다. CNN을 이용한 단순한 이미지 분류뿐만 아니라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고해상

도로 변환하거나 DCGAN(Deep Convolu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을 사용해

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 본다. 또한, 이미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자신의 데이터에 적

용하는 전이 학습에 대해서 배운다.

5장에서는 순환 신경망(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을 사용한 자연어 처리에 대해 

다룬다. RNN을 사용한 문장 분류, 문장 생성 방법과 두 개의 RNN을 결합한 인코더-

디코더(Encoder-Decoder) 모델을 통해 영어와 스페인어 번역에도 도전해 본다.

이 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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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에서는 신경망을 사용한 추천(recommendation) 시스템 구축에 대해 다룬다. 이미지

나 자연어 등의 대표적인 예 이외에도 신경망이 사용되는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고, 파

이토치 자체가 신경망 외에 다양한 모델을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7장에서는 파이토치를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내장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머신러닝 분

야와 웹 분야의 다양한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여기서는 

파이토치와 플라스크(Flask)라는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웹 API를 실

제로 만들고 이것을 도커(Docker)(  메모  참고)를 사용해서 패키지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신경망의 최신 포맷인 ONNX(Open Neural Network Exchange)를 사용해서 파이토

치로 작성한 모델을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M E M O

도커(Docker)

도커는 컨테이너형 가상화 기술로 최근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툴이다. 컨테이너형 가상 환

경은 버추얼박스(VirtualBox)나 VMWare 등과 비교해 실행 시간, 메모리, 디스크, 처리 속도 

등 모든 측면에서 오버헤드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Dockerfile이라는 텍스트 파일로 

도커 이미지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깃허브 등을 통해 공유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도커는 매우 간단한 명령만으로도 컨테이너를 사용해 서버를 가상화할 수 있다. 이 책의 7

장에선 도커를 사용한 웹 API 개발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이 책의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은 후에 4장부터 7장 중에서 관심 있는 순서로 읽

도록 하자. 7장은 4장에서 작성한 모델을 사용하지만, 4장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

은 아니다.

참고로,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필자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나 학습 완료된 

모델 등은 다음 깃허브 리포지토리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질문이나 수정 사항 등이 있

으면 여기서 이슈를 작성해 주면 가능한 한 답변을 달도록 하겠다.

 ● 해당 도서 리포지토리

URL  https://github.com/lucidfrontier45/PyTorch-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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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에서 사용하는 예제는  표 1 에 있는 환경에서 문제없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했다.

 표 1  실행 환경 

항목 우분투 컬래버레터리

OS Ubuntu 16.04 Windows 10 (64bit)

CPU Intel Core i7 7700K Intel Core i5

메모리 16GB 8GB

GPU NVIDIA GeForce GTX 1060(6GB) Intel HD

파이썬 3.6 3.6

파이토치 1.0 1.0

주의: 이 책의 예제 데이터 테스트 환경과 GPU
이 책의 예제를 실행하려면 GPU(엔비디아의 GeForce GTX 1060과 동급)가 필요하다. GPU

가 없는 경우 CPU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는다. GPU가 없는 독자를 위

해서 브라우저를 통해 동일 환경을 제공하는 구글 컬래버레터리(Google Colaboratory)에

서도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단, 7장의 전반부 및 부록 A는 실행이 안 된다).

부록 데이터

부록 데이터(이 책에 수록된 예제 코드)는 다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 부록 데이터 다운로드 사이트

URL  https://github.com/Jpub/PyTorch_firststep

About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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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부록 데이터와 관련된 권리는 지은이 및 주식회사 쇼에이사가 소유한다. 허가 없이 배

포하거나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없다. 부록 데이터의 제공은 예고 없이 종료될 수 있다.

면책 사항

부록 데이터 내용은 2018년 8월 현재의 법령 등에 근거한다. 부록 데이터에 기재된 

URL 등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부록 데이터는 지은이 및 출판사의 확인을 거쳤

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보증할 수 없으며, 내용이나 예제를 사용한 운용 결과에 대해

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록 데이터에 기재된 회사명, 제품명은 모두 각 사의 상표 및 등록 상표다.

저작권에 대해서

예제 데이터의 저작권은 지은이 및 주식회사 쇼에이사, 제이펍이 소유하고 있다. 개인

의 학습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허가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배포할 수 없

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코드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상업적

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이펍과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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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영(NeuRobo)

딥러닝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으로서 텐서플로(TensorFlow)나 케라스(Keras) 외에 파이

토치(PyTorch)에 대해 알게 된 좋은 계기가 된 듯합니다. 코드도 케라스 코드를 봤을 

때의 느낌처럼 텐서플로보다 직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예제 또한 파이토

치를 알아가는 데 한몫했고요. 다른 책에서 볼 수 없었던 팁도 많이 얻어 갑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에 익숙하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간략히 알고 있는 독자가 대상

입니다. 다양한 실용 예제를 통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종류별로 쉽게 실습해 볼 수 

있으며, 딥러닝의 실무 업무의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없는 도시

의 삶은 생각하기 어렵듯이 이제 딥러닝 역시 필수적인 서비스로 우리 생활의 일부

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 어떠한 서비스가 가능한지 쉽고 빠르게 정리

해 보고픈 개발자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송근(네이버)

현재 파이토치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쉽게 풀어 설명하는 책입니다. 파이토치의 장

점처럼 간결한 설명과 예제로 하나씩 풀어 나가고, 중간중간 시각화된 결과를 통해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은 파이토치 입문서로 적합한 책입니

다. 이번 책은 정말 깔끔한 번역과 구성으로 읽기 쉬웠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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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헌(규슈대 대학원)

내용이 정말 알맞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딥러닝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으로 많은 공

간을 차지하지도 않았으며, 파이토치를 각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 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드 또한 상당히 깔끔하고 가독성 좋게 적혀 있었고, 

번역도 훌륭해서 어색한 부분 없이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신성기(투비소프트)

이 책은 요즘 많이 출판되는 딥러닝 초보자를 위한 책들과는 다른 점이 세 가지 있습

니다. 첫째, 파이토치를 다룬다는 것, 둘째, 사용해 볼 수 있는 예제가 많다는 것, 셋

째, 구글 컬래버레터리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토치는 구글의 텐

서플로와 함께 아주 널리 쓰이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실습을 

구글 클라우드인 컬래버레터리에서 하면서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여서 그런지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재

미있고 친근하게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텐서플로를 주로 사용하다 요즘 들어 파이토

치로 된 코드들이 많아져서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차에 파이토치 코드 실습을 많이 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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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LOGUE 개발 환경 준비

이 책의 검증 환경에 대해 설명한다.

0.1

이 책의 검증 환경

0.1.1 OS 환경: 우분투 16.04

필자는 우분투(Ubuntu 16.04)를 사용해 내용을 검증 및 집필했다. 파이토치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 시에도 우분투가 최선의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우

분투 16.04를 전제로 한다. 참고로, 파이토치는 0.4부터 윈도우를 지원한다. 윈도우나 

맥 OS를 사용하는 경우도 설치 방법은 우분투와 거의 같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개

발 환경으로 미니콘다(Miniconda)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다음 도커 이미지를 도커 허브

(Docker Hub)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니 빠른 개발 환경 구축을 원하는 경우 사용하도록 

하자.

 ● 도커 허브

URL  https://hub.docker.com/r/lucidfrontier45/pytorch/

0.1.2 엔비디아의 GPU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무거운 처리를 실행하므로 CUDA(  메모  참고)를 사용할 수 

있는 엔비디아(NVIDIA)의 GPU가 필요하다. CPU로도 실행할 수 있지만, 심한 경우 계

산 시간이 10배 정도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GPU 사용을 권장한다. 필자는 지포

https://hub.docker.com/r/lucidfrontier45/pytorch/


30.1 이 책의 검증 환경

스(GeForce) GTX 1060(6GB)라는 GPU를 사용하고 있으며, 30만 원 정도(2018년 8월 시

점)에 구입할 수 있다.

M E M O

쿠다(CUDA)

쿠다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GPU용의 과학 계산 플랫폼으로 전용 컴파일러나 라이브러리

로 구성돼 있다. 쿠다는 C언어로 작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렬 계산이나 FFT(Fast Fourier 
Transform, 고속 퓨리에 변환) 등에 자주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도 제공한다. 또한, cuDNN이
라는 심화 학습용 라이브러리도 최근 들어 공개했다. 유명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모두 쿠

다를 지원하고 있다.

0.1.3 클라우드에서 GPU를 탑재한 인스턴스 실행하기

본인 PC에 GPU를 탑재할 수 없는 경우는 AWS(Amazon Web Service)나 Azure, 

GCP(Google Cloud Platform) 등의 클라우드에서 GPU를 탑재한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한 시간에 1달러 정도 한다. 참고로, 파이토치에 쿠다가 포함돼 있으므로 

엔비디아의 드라이버만 설치해 주면 사용할 수 있다. apt-get 등으로 nvidia-<version>

의 패키지를 설치하면 된다. 필자는 nvidia-384를 사용해서 검증했다. 

콘솔 모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필자의 환경).

 우분투 환경

$ sudo apt-get install nvidia-384 
$ sudo reboot

드라이버가 설치됐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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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분투 환경

$ nvidia-smi 
Sat Aug 4 22: 51: 00 2018 
+-----------------------------------------------------------------------------+ 
| NVIDIA-SMI 384. 130 Driver Version: 384. 130 |
|-------------------------------+----------------------+----------------------+ 
| GPU Name Persistence-M | Bus-Id Disp. A | Volatile Uncorr. ECC | 
| Fan Temp Perf Pwr: Usage/ Cap | Memory-Usage | GPU-Util Compute M. | 
|===============================+======================+======================| 
| 0 GeForce GTX 106... Off | 00000000: 01: 00. 0 On | N/ A | 
| 35% 31 C P 8 ERR! / 75 W | 283 MiB / 4035 MiB | 0% Default |
+-------------------------------+----------------------+----------------------+ 
（… 생략…）



50.2 개발 환경 구축

이 책의 개발 환경 구축 방법을 소개한다.

개발 환경 구축

0.2

0.2.1 미니콘다 설치

파이썬 개발 환경은 미니콘다라는 배포 버전을 사용한다. 다음 URL을 통해 리눅스

(Linux)용 64비트 파이썬 3.6 이상을 다운로드한다( 그림 0.1    그림 0.2    그림 0.3 ). 여기서

는 ‘Miniconda3-latest-Linux-x86_64.sh’를 다운로드한다.

 ● 미니콘다

URL  https://docs.conda.io/en/latest/miniconda.html

클릭

 그림 0.1  미니콘다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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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그림 0.2  미니콘다 다운로드(이 화면 이후의 저장 화면은 생략)

 그림 0.3  다운로드한 파일 선택

파일을 다운로드했으면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우분투 환경

$ cd /home/(사용자명)/(다운로드 디렉터리) 다운로드 디렉터리로 이동

$ sh Miniconda3-latest-linux-x86_64.sh 다운로드한 파일 실행

In order to continue the installation process, please review the license 
agreement. 
Please, press ENTER to continue. Enter  키 누름  

그러면 More라는 곳에 라이선스가 표시되므로 Space  키를 눌러서 진행한다. 라이선

스 허가 화면에선 다음과 같이 ‘yes’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다.

 우분투 환경

Do you accept the license terms? [yes | no] [no] >>> 'yes'를 입력하고 Enter  키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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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되므로 변경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Enter  키를 누

르면 된다. 이 책에서는 /home/(사용자명)/miniconda3에 설치하고 있다.

 우분투 환경

Miniconda3 will now be installed into this location: /home/(사용자명)/ miniconda3 

  - Press ENTER to confirm the location 
  - Press CTRL-C to abort the installation 
  - Or specify a different location below

[/home/(사용자명)/miniconda3] >>> Enter  키 누름  

경로를 지정하면 설치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yes’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

른다.

 우분투 환경

Do you wish the installer to prepend the Miniconda3 install location 
to PATH in your /home/(사용자명)/.bashrc ? [yes | no] 
[no] >>> 'yes'를 입력하고 Enter  키 누름

설치가 끝나면 exit 명령으로 빠져나온다.

 우분투 환경

  For this change to become active, you have to open a new terminal. 
Thank you for installing Miniconda3! 
$ exit

0.2.2 가상 환경 구축

미니콘다를 사용하면 프로젝트 단위로 가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

음 명령을 순서대로 실행해서 파이토치용 가상 환경을 구축한다. 참고로, 이 책은 파

이토치 1.0에서 검증했다. 먼저, 파이토치용 가상 환경을 다음과 같이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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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분투 환경

$ /home/(사용자명)/miniconda3/bin/conda create -n pytorch python=3.6 
Proceed ([y]/ n)? 'y'를 입력하고 Enter  키 누름

Downloading and Extracting Packages 
sqlite-3. 24. 0      |  1. 8 MB | ########################### | 100% 
openssl-1. 0. 2 o    |  3. 4 MB | ########################### | 100% 
python-3. 6. 6       | 29. 4 MB | ########################### | 100% 
Preparing transaction: done 
Verifying transaction: done 
Executing transaction: done 
# 
# To activate this environment, use: 
# > source activate pytorch 
# 
# To deactivate an active environment, use: 
# > source deactivate 
#

파이토치 가상 환경을 다음 명령을 통해 실행한다.

 우분투 환경

$ source /home/(사용자명)/miniconda3/bin/activate pytorch 
(pytorch) $

데이터 분석 시에 자주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pandas, jupyter, matplotlib, scipy, scikit-

learn, pillow, tqdm, cython)을 설치한다.

 우분투 환경

(pytorch) $ conda install pandas jupyter matplotlib \ 
> scipy scikit-learn \ 
> pillow tqdm cython 
Proceed ([y]/ n)? 'y'를 입력하고 Enter  키 누름

 (…중략…) 
Preparing transaction: done 
Verifying transaction: done 
Executing transaction: done

다음은 파이토치 0.4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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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분투 환경

(pytorch) $ conda install pytorch=0.4 torchvision -c pytorch// PyTorch v 0. 4 지정

Proceed ([y]/ n)? 'y'를 입력하고 Enter  키 누름

(…중략…) 
Preparing transaction: done 
Verifying transaction: done 
Executing transaction: done

7장에서 사용하는 웹 API 관련 라이브러리(flask, smart_getenv, gunicorn)를 다음과 같

이 설치한다.

 우분투 환경

(pytorch)$ pip install flask smart_getenv gunicorn
Successfully installed Werkzeug-0.14.1 click-6.7 flask-1.0.2 gunicorn-

19.9.0 itsdangerous-0.24 smart-getenv-1.1.0
You are using pip version 10.0.1, however version 18.0 is available.
You should consider upgrading via the 'pip install --upgrade pip' command.

7장에서 사용할 caffe2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우분투 환경

(pytorch)$ conda install -c caffe2 caffe2 protobuf
Proceed ([y]/n)? 'y'를 입력하고 Enter  키 누름 　　

(…중략…)
Preparing transaction: done
Verifying transaction: done
Executing transaction: done

7장에서 사용할 onnx 관련 라이브러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우분투 환경

(pytorch)$ sudo apt install git build-essential g++ cmake
(pytorch)$ pip install git+https://github.com/onnx/onnx.git@307995b1439e

478122780ffc9d4e3ee8910fb7ad
Successfully built onnx
Installing collected packages: typing-extensions, onnx
Successfully installed onnx-1.2.1 typing-extensions-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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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한 가상 환경 사용하기

이후에 설치한 환경을 사용할 때는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우분투 환경

$ source /home/（사용자명）/miniconda3/bin/activate pytorch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

주피터 노트북(Jupyter Notebook)은 브라우저에서 인터랙티브하게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가상 환경 구축 과정에서 설치된다. 이 책의 코드를 

실행할 때는 이 주피터 노트북의 사용을 권한다. 이것을 실행할 때는 단말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 

먼저, 사전에 노트북 파일을 저장할 디렉터리를 다음 명령으로 생성한다.

 우분투 환경

$ cd /home/(사용자명)/
$ mkdir notebooks

이어서 주피터 노트북을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우분투 환경

$ jupyter notebook --port=8888 --ip="0.0.0.0" \
                   --notebook-dir=notebooks

PC에서는 위 명령으로 브라우저가 실행되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가상 머신이나 클

라우드 등에서 사용할 때는 실제 IP 주소와 터미널에 표시되는 토큰을 조합한 URL을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해서 접속해야 한다.

그외 구글의 컬래버레터리라는 주피터 노트북을 무료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록 2에 정리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윈도우 환

경의 독자는 이 컬래버레터리를 사용하도록 하자.



이 장에서는 파이토치의 패키지 구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기본 데이터 구조인 텐서 사

용법을 알아본다. 그리고 텐서의 핵심 중 하나인 autograd를 사용해서 자동 미분에 대해 

설명한다.

CHAPTER

1 파이토치의 기본

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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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파이토치 패키지 구성을 살펴보자. 

 표 1.1 의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개요 정도만 이해해 두면 된다.

1.1

파이토치의 구성

1.1.1 파이토치의 전반적인 구성

파이토치 구성은  표 1.1 과 같다.

 표 1.1  파이토치의 패키지 구성

구성 내용 설명

torch 메인 네임스페이스로 텐서 등의 다양한 수학 함수가 이 패키지에 포함돼 있다. 

NumPy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torch.autograd 자동 미분을 위한 함수가 포함돼 있다. 자동 미분의 on/off를 제어하는 콘텍스트 

매니저(enable_grad/no_grad)나 자체 미분 가능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기반 

클래스인 ‘Function’ 등이 포함돼 있다

torch.nn 신경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 구조나 레이어 등이 정의돼 있다. 예를 들어, 

Convolution이나 LSTM, ReLU 등의 활성화 함수나 MSELoss 등의 손실 함수도 

포함된다

torch.optim 확률적 경사 하강법(SGD, Stochastic Gradient Descent)을 중심으로 한 파라미터 

최적화 알고리즘이 구현돼 있다

torch.utils.data SGD의 반복 연산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미니 배치용 유틸리티 함수가 포함돼 있다

torch.onnx ONNX(Open Neural Network Exchange) 포맷으로 모델을 엑스포트(export)할 때 

사용한다. ONNX는 서로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 간에 모델을 공유할 때 사용하는 

새로운 포맷이다

활성화 함수, 손실 함수, SGD 등의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2장, 3장에서 자

세히 다루니 걱정하지 말자. 또한, ONNX에 대해서는 7장에서 설명한다.



131.2 텐서

여기선 텐서(Tensor)라는 파이토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구조와 그 기능에 관해 설명한다.

텐서

1.2

텐서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차원 배열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다. 

NumPy의 ndarray와 거의 같은 API를 지니고 있으며, GPU를 사용한 계산도 지원한

다. 텐서는 각 데이터형별로 정의돼 있다. 예를 들어, 32비트의 유동소수점은 torch.

FloatTensor를, 64비트의 부호 있는 정수라면 torch.LongTensor를 사용한다.

또한, GPU상에서 계산할 때는 torch.cuda.FloatTensor 등을 사용한다. 참고로, Tensor

는 FloatTensor의 별칭(alias)이다. 어떤 형의 텐서이건 torch.tensor라는 함수로 작성할 

수 있다.

1.2.1 텐서 생성과 변환

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torch.tensor 함수에 중첩 구조의 다차원 list나 

ndarray를 지정하는 방법 외에도 NumPy처럼 arange, linspace, logspace, zeros, ones 

등의 상수를 사용해 만드는 방법도 있다.  리스트 1.1 에서는 몇 가지 텐서 생성 예를 보여 

준다.



14 CHAPTER 1 파이토치의 기본

 리스트 1.1   텐서 생성 예(이후,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모두 주피터 노트북의 입력(In)과 출력(Out)이다)

import numpy as np
import torch

# 중첩 list를 지정

t = torch.tensor([[1, 2], [3, 4.]])

# device를 지정하면 GPU에 텐서를 만들 수 있다

t = torch.tensor([[1, 2], [3, 4.]], device="cuda:0")

# dtype을 사용해 데이터형을 지정하여 텐서를 만들 수 있다

t = torch.tensor([[1, 2], [3, 4.]], dtype=torch.float64)

# 0부터 9까지의 수치로 초기화된 1차원 텐서

t = torch.arange(0, 10)

# 모든 값이 0인 100 × 10의 텐서를

# 작성해서 to 메서드로 GPU에 전송

t = torch.zeros(100, 10).to("cuda:0")

# 정규 난수로 100 × 10의 텐서를 작성

t = torch.randn(100, 10)

# 텐서의 shape은 size 메서드로 확인 가능

t.size()

torch.Size([100, 10])

텐서는 NumPy의 ndarray로 쉽게 변환할 수 있다. 단, GPU상의 텐서는 그대로 변환할 

수 없으며, CPU로 이동 후에 변환해야 한다(  리스트 1.2 ).

 리스트 1.2  텐서 변환 예

# numpy 메서드를 사용해 ndarray로 변환

t = torch.tensor([[1, 2], [3, 4.]])
x = t.numpy()

# GPU상의 텐서는 to 메서드로,
# CPU의 텐서로 이동(변환)할 필요가 있다

t = torch.tensor([[1, 2], [3, 4.]], device="cuda:0")
x = t.to("cpu").numpy()



151.2 텐서

1.2.2 텐서의 인덱스 조작

텐서는 ndarray와 마찬가지로 인덱스 조작을 지원한다. 배열 A[i,j]의 i, j를 첨자 인덱

스(Index)라고 하며, 이 값을 지정해서 배열의 값을 가져오거나 변경하는 것을 ‘인덱

스 조작’이라고 한다( 리스트 1.3 ). 스칼라를 사용한 지정 외에도 슬라이스, 첨자 리스트, 

ByteTensor의 마스크 배열( 메모  참고) 등을 지원한다.

 리스트 1.3  텐서의 인덱스 조작 예

t = torch.tensor([[1,2,3], [4,5,6.]])

# 스칼라 첨자 지정

t[0, 2]

# 슬라이스로 지정

t[:, :2]

# 리스트로 지정

t[:, [1,2]]

# 마스크 배열을 시용해서 3보다 큰 부분만 선택

t[t > 3]

# [0, 1]의 요소를 100으로 설정

t[0, 1] = 100

# 슬라이스를 사용한 일괄 대입

t[:, 1] = 200

# 마스크 배열을 사용해서 특정 조건의 요소만 치환

t[t > 10] = 20

M E M O

마스크 배열

마스크 배열이란 원 배열과 크기는 같으면서 각 요소가 True/False로 설정돼 있는 배열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a = �1, 2, 3�라는 배열에서 a > 2를 실행하면  �False, False, True�라
는 마스크 배열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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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텐서 연산

텐서는 사칙 연산이나 수학 함수, 선형 대수 계산 등이 가능해서 ndarray 대신에 사용

할 수 있다. 특히, 행렬곱이나 특이값 분해(  메모  참고) 등의 선형 대수 계산은 GPU를 

사용할 수 있어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NumPy/SciPy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다.

M E M O

특이값 분해

특이값 분해(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는 선형 대수에서 자주 사용되는 계산으로 

행렬 A를 USV처럼 세 행렬의 곱으로 분해하는 계산이다. U와 V는 직교 행렬이고 S는 대각 

성분만 정방형인 행렬이다. 최소제곱법(least square method)을 구할 때나 행렬 근사(matrix 

approximation), 압축 등에 사용된다.

사칙 연산은 텐서 간이나 텐서와 파이썬의 스칼라값 간에만 가능하다. 텐서와 ndarray 

간 연산은 지원하지 않으니 주의하자. 

또한, 텐서 간에도 동일한 형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FloatTensor와 DoubleTensor 연산 

시에는 오류가 발생한다. 사칙 연산은 ndarray와 마찬가지로 브로드캐스트(broadcast)

가 적용돼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차원의 벡터와 스칼라 또는 행렬과 벡터 간의 연산 시 

결괏값의 차원은 두 차원 중 큰 차원을 따르는 차원 보간이 이루어진다. 브로드캐스트

가 가능한 shape 조합에 대한 상세한 규칙은 NumPy의 공식 사이트( 메모  참고)를 참고

하자. 다음은 벡터 및 행렬의 몇 가지 예를 보여 주고 있다( 리스트 1.4 ).

 리스트 1.4  텐서 연산

# 길이 3인 벡터

v = torch.tensor([1, 2, 3.])
w = torch.tensor([0, 10, 20.])
# 2 × 3의 행렬

m = torch.tensor([[0, 1, 2],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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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와 스칼라의 덧셈

v2 = v + 10
# 제곱도 같은 방식

v2 = v ** 2
# 동일 길이의 벡터 간 뺄쎔

z = v - w
# 여러 가지 조합

u = 2 * v - w / 10 + 6.0

# 행렬과 스칼라

m2 = m * 2.0
# 행렬과 벡터

# (2, 3)인 행렬과 (3,)인 벡터이므로 브로드캐스트가 작동

m3 = m + v
# 행렬 간 처리

m4 = m + m

M E M O

브로드캐스트

 ● SciPy.org: broadcasting
URL   https://docs.scipy.org/doc/numpy-1.13.0/user/basics.broadcasting.html

파이토치는 텐서를 통해 다양한 함수를 제공한다. abs, sin, cos, exp, log, sqrt 등 텐서

의 각 요소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sum, max, min, mean, std 등의 집계 합수도 

제공하므로 ndarray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텐서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함

수는 텐서의 메서드로도 제공된다(  리스트 1.5 ).

 리스트 1.5  수학 함수

# 100 × 10의 테스트 데이터 생성

X = torch.randn(100, 10)

# 수학 함수를 포함하는 수식

y = X * 2 + torch.abs(X)
# 평균치 구하기

m = torch.mean(X)
# 함수가 아닌 메서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m = X.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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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계 결과는 0차원의 텐서로 item 메서드를 사용해서

# 값을 추출할 수 있다

m_value = m.item()
# 집계는 차원을 지정할 수도 있다. 다음은 행 방향으로 집계해서,
# 열 단위로 평균값을 계산한다

m2 = X.mean(0)

수학 함수 외에도 텐서의 차원을 변경하는 view나 텐서를 결합하는 cat, stack, 그리고 

차원을 교환하는 t나 transpose도 자주 사용된다. view는 ndarray의 reshape 함수와 동

일하며, cat는 다른 길이의 복수의 텐서를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한다. transpose는 행렬

의 전치 외에도 이미지 데이터의 데이터 형식을 HWC(높이, 너비, 색)순에서 CHW(색, 

높이, 너비)순으로 변경할 때도 사용된다(  리스트 1.6 ).

 리스트 1.6  텐서의 인덱스 조작 예

x1 = torch.tensor([[1, 2], [3, 4.]]) # 2×2
x2 = torch.tensor([[10, 20, 30], [40, 50, 60.]]) # 2×3

# 2×2를 4×1로 보여 준다

x1.view(4, 1)
# -1은 표현할 수 있는 자동화된 값으로 대체되며,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 아래 예에선 -1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4가 된다

x1.view(1, -1)

# 2×3을 전치해서 3×2로 만든다

x2.t()

# dim=1로 결합하면 2×5의 텐서를 만든다

torch.cat([x1, x2], dim=1)

# HWC을 CHW로 변환

# 64×32×3의 데이터가 100개
hwc_img_data = torch.rand(100, 64, 32, 3)
chw_img_data = hwc_img_data.transpose(1, 2).transpose(1, 3)

선형 대수는  표 1.2 의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리스트 1.7 의 연산을 할 수 있다. 특

히, 큰 행렬의 곱이나 특이값 분해 등 계산량이 많은 것은 GPU상에서 실행하면 큰 폭

으로 계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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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선형 대수의 연산자

연산자 설명

dot 벡터 내적

mv 행렬과 벡터의 곱

mm 행렬과 행렬의 곱

matmul 인수의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dot, mv, mm을 선택해서 실행

gesv LU 분해를 사용한 연립 방정식의 해

eig, symeig 고유값 분해. symeig는 대칭 행렬보다 효율이 좋은 알고리즘

svd 특이값 분해

 리스트 1.7  연산 예

m = torch.randn(100, 10)
v = torch.randn(10)

# 내적

d = torch.dot(v, v)

# 100 × 10의 행렬과 길이 10인 벡터의 곱
# 결과는 길이 100인 벡터

v2 = torch.mv(m, v)

# 행렬곱

m2 = torch.mm(m.t(), m)

# 특이값 분해

u, s, v = torch.svd(m)



이 장에서는 신경망이나 딥러닝의 기초인 최대 우도 추정과 선형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자

주 사용되는 선형 모델인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를 통해 파이토치 사용법을 살펴본다. 

이 장은 수식을 사용한 설명이 많이 나오지만, 반대로 여기서 다루는 식만 이해하면 신경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확률 모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장 이후에는 

수식이 거의 등장하지 않으니 조금만 힘을 내서 읽어 보도록 하자.

CHAPTER

2 최대 우도 추정과 
선형 모델

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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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모델과 최대 우도 추정에 대해 설명한다.

확률 모델과 최대 우도 추정

2.1

확률 모델과 최대 우도 추정은 딥러닝 모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프레

임워크다. 신경망이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한다. 

확률 모델이란, 다음과 같이 변수 x가 파라미터  를 지니는 확률 분포 로부터 

생성된다고 가정하는 모델이다.

 는 x가 연속 변수인 경우는 정규 분포가 될 수 있다.

이산 변수, 특히 동전 던지기처럼 [0, 1]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베르누이 분포(Bernoulli 

Distribution)가 될 수 있다.

서로 독립된 N개의 데이터 이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각 데이터의 

확률 함수 값의 곱을 의 함수라고 하면, 이때 이 가능 정도가 되며 우도(Likelihood)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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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는 확률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양으로, 우도를 최대로 만드는 파라미터 를 구하

는 것을 최대 우도 추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한다. 보통은 계산이 쉽

다는 이유로 대수 우도(log likelihood)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규 분포의 기댓값 파라미터 의 최대 우도 추정은 다음과 같이 대수 우

도를 에 대한 편미분으로 두고, 미분이 0이 되는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다. 결과적으

로 기댓값 파라미터 의 최대 우도 추정은 모든 x의 평균값이 된다.

마찬가지로 베르누이 분포에 대해서도 p의 최대 우도 추정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여기서 x  = 1의 개수를 M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p는 x = 1인 횟수의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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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우도 추정을 수치적으로 구하는 방법인 경사 하강법과 

그것을 발전시킨 형태인 확률적 경사 하강법에 대해 설명한다.

확률적 경사 하강법

2.2

대수 우도 함수의 미분이 0이 되는 방정식에 해석해(analytic solution)가 없는 경우에는 

수치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 또한, 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최소화하는 경우의 목적 함수를 손실 함수(Loss Function)라

고 한다. 따라서 대수 우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호를 반대로 한 것을 최

소화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이런 미분 가능한 함수의 수치 최적화를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경사 하강법

(Gradient Descent)으로, 다음과 같이 경사(미분 계수)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최적화해 

나가는 방법이다.

여기서  는 학습률 파라미터로 양의 값이다. 학습률이 크면 손실 함수의 감소 속도가 

빠르지만, 잘 수렴하지 않으면 진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학습률이 적으면 손

실 함수의 감소가 느리며, 수렴할 때까지 많은 계산을 해야 한다. 특히, 대수 우도 함

수처럼 목적 함수가 동일 형태의 함수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을 때는 모든 값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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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랜덤으로 일부 값(미니 배치)만 사용하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SGD, Stochastic 

Gradient Descent)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등 데이터 규모가 큰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 경사 하강법과 자동 미분을 조합하면 ‘복잡한 우도 함수라도 시스템적으로 최적화

할 수 있게’ 된다.



이 장에서는 드디어 신경망을 만든다. 선형 계층, 또는 전결합 계층으로 구성되는 신경망은 

일반적으로 다층 퍼셉트론(MLP, Multi-layer Perceptron.  메모  참고)이라고 불리며, 다양한 데

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신경망이다. 먼저,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룬 것처럼 손글씨 

문자 데이터를 사용해서 간단한 MLP를 구축한 후, Dropout이나 BatchNorm 등의 정규화 

및 학습 효율화 기법을 다룬다. 그리고 직접 계층을 만들어서 모델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한다.

M E M O

다층 퍼셉트론

엄밀하게는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퍼셉

트론이라 불리고 있다.

CHAPTER

3 다층 퍼셉트론

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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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P 구축과 학습 방법에 대해 다룬다.

3.1

MLP 구축과 학습

먼저, 간단한 MLP를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만들고, MLP를 훈련하는 방법을 설명하겠

다. 모델 구축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훈련은 2장에서 다룬 선형 모델과 똑같다.

MLP는  그림 3.1 처럼 선형 계층을 연결한 것이다. 첫 번째 층을 입력층, 마지막 층을 출

력층, 그 이외의 층을 중간층 또는 숨김층이라고 부른다. 출력층은 회귀 문제의 경우

는 선형 회귀, 분류 문제의 경우는 로지스틱 회귀와 구조가 같다.

 그림 3.1  중간층이 두 개인 MLP 구조

단순히 선형 계층을 연결하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전체가 선형 함수가 되어 버리므로 

각 층의 출력에는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라는 비선형 함수를 적용해서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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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비선형 함수가 되도록 한다. 식을 보는 것보다 코드를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

다.  리스트 3.1 의 예에서는 2장에서도 다룬 scikit-learn의 손글씨 문자를 판별하는 MLP

를 만든다.

 리스트 3.1  손글씨 문자를 판별하는 MLP 작성

import torch
from torch import nn

net = nn.Sequential(
    nn.Linear(64, 32),
    nn.ReLU(),
    nn.Linear(32, 16),
    nn.ReLU(),
    nn.Linear(16, 10)
)

nn.Sequential은 nn.Module 층을 차례로 쌓아서 신경망을 구축할 때 사용한다. 이와 

같이 층이 일직선으로 쌓인 형태의 신경망을 피드포워드(Feedforward)형이라고 한다. 

nn.ReLU는 최근 신경망 학습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ReLU(  메모  참고)라는 활성화 함수

다. 여기서 만든 net은 64차원 데이터를 받아 내부에서 여러 변환을 거친 후 10차원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다. 이것은 2장에서 다룬 선형 회귀나 로지스틱 회귀와 처리 방식

만 다르지 입출력 형태는 똑같다. 또한, 이 net은 미분이 가능해서 파이토치의 자동 미

분과 SGD를 사용하면 학습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메모  참고).

M E M O

ReLU

딥러닝 이전에는 신경망 활성화 함수에 시그모이드 함수나 tanh 등이 사용되고 있었지

만, S자형의 함수에서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지면 0에 가까워지는 성질이 있다. 즉, 신경망의 

층이 늘어날수록 학습이 진행되지 않는 경사 소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ReLU는 f(x) = 
max(0,x)라는 형태를 하고 있어서 x > 0인 영역에서는 항상 미분이 유한한 값으로 이 소실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딥러닝 시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ReLU가 신경망 학습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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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 M O

자동 미분

MLP의 미분은 활성화 함수를 포함하고 있거나 다층인 경우가 있어서 선형 모델과 비교하

면 훨씬 복잡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자동 미분이 큰 도움을 준다.

특히 피드포워드형 신경망의 미분을 구할 때에는 역전파(back propagation)라고 하는 동

적 계획법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파이토치에서 미분을 구하는 메소드명이 backward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리스트 3.2 에서는 손글씨 문자 데이터 학습 코드의 나머지 부분을 보여 주고 있다. 또

한  리스트 3.2 에서는 단순한 SGD가 아닌 수렴이 더욱 빠른 Adam(Adaptive Moment 

Estimation)이라는 개선된 SGD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리스트 3.2  손글씨 문자 데이터의 학습 코드의 나머지 부분

import torch
from torch import nn, optim
from sklearn.datasets import load_digits
digits = load_digits()

X = digits.data
Y = digits.target

# NumPy의 ndarray를 파이토치의 텐서로 변환

X = torch.tensor(X, dtype=torch.float32)
Y = torch.tensor(Y, dtype=torch.int64)

#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loss_fn = nn.CrossEntropyLoss()

# Adam
optimizer = optim.Adam(net.parameters())

# 손실 함수의 로그

losses = []

# 100회 반복

for epoc in rang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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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ckward 메서드로 계산된 
    # 이전 값을 삭제

    optimizer.zero_grad()
    
    # 선형 모델로 y의 예측 값 계산

    y_pred = net(X)
    
    # MSE loss와 w를 사용한 미분 계산

    loss = loss_fn(y_pred, Y)
    loss.backward()
    
    # 경사를 갱신

    optimizer.step()
    
    # 수렴 확인을 위해 loss를 기록해 둔다

    losses.append(loss.item())

GPU로 학습하는 경우에는 변수와 함께 net도 텐서의 to 메서드를 통해 GPU로 전송한

다( 리스트 3.3 )

 리스트 3.3  to 메서드를 이용해 GPU로 전송

X = X.to("cuda:0")
Y = Y.to("cuda:0")
net.to("cuda:0")
# 이후 처리는 동일하게 optimizer를 설정해서 학습 루프를 돌린다

# 리스트 3.2의 결과와 같다



이 장에서는 이미지 분류 등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합성곱 신경망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다룬다. 

2012년에 ILSVRC라는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다층 CNN을 사용한 모델이 다른 모델들을 압

도하면서 딥러닝이 주목받게 된 기폭제가 됐다. 현재도 딥러닝이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분

야가 컴퓨터 비전 분야로 특히, CNN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VGC, ResNet, Inception 
등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단순한 CNN를 사용한 이미지 분류와 전이 학습, 이미지 고해상도화, 그리고 

GAN을 사용한 이미지 생성 등을 소개한다.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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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곱 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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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의 가장 기초인 합성곱 계산에 대해 설명한다.

이미지와 합성곱 계산

4.1

이미지 분야에서 합성곱(Convolution)이란,  그림 4.1 처럼 이미지 위에 작은 커널(또는 필터라

고도 함) 행렬을 이동시켜 가면서 각 요소(픽셀)의 곱(또는 합이나 평균 등)을 계산해 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그림 4.1 에서는 3×3의 커널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값이 1/9이
다. 즉, 9개 픽셀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균등화(Equalization)하게 된다.3

1/9 1/9 1/9

1/9 1/9 1/9

1/9 1/9 1/9

 그림 4.1  이미지의 합성곱 계산

3  옮긴이  커널은 다양한 크기의 창이라고 보면 된다. 어떤 창은 3×3 창틀로 이루어졌고, 어떤 창은 5×5 창틀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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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널의 계수(커널 내의 숫자)를 변경하면 이미지를 날카롭게 만든다든가 경계선을 추출

하는 등 다양한 처리가 가능하다. 커널과 이미지의 합성곱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커널

을 사용해서 이미지로부터 특이량을 추출한다는 뜻도 된다. 미리 정의된 여러 종류의 

커널을 사용해서 특이량을 추출하고, 이를 이미지 분류에 사용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지만, 커널의 각 계수를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설정해 특이량을 추출할 수 있게 하

는 것이 CNN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메모  참고). 사실 합성곱 계산은 선형 결합을 취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미분이 가능하므로 MLP과 마찬가지로 경사 하강법으로 학

습할 수 있는 것이다.

M E M O

특이 학습

커널의 각 계수를 학습해서 자동 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특이량을 추출하는 것

을 특이 학습(feature learning)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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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NN을 사용해서 실제로 이미지 분류를 해보도록 한다. 파이토치에는 합성곱 계층 

클래스도 정의돼 있어서 3장의 MLP와 거의 동일하게 모델 구축 및 훈련을 할 수 있다.

CNN을 사용한 이미지 분류

CNN을 사용한 이미지 분류는 기본적으로 합성곱으로부터 ReLU 등의 활성화 함수

를 적용하는 과정을 여러 번 실시하면 된다. 이미지 데이터는 (C, H, W) 형식으로 H, 

W는 이미지의 세로, 가로 크기이며, C는 색수 또는 채널(channel)이라고도 불린다. 원래 

C=1 또는 C=3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합성곱 계층의 커널 수가 된다. 이 처리를 

통해 얻은 특이량을 MLP에 넣어서 최종적인 분류를 판별하게 된다. 합성곱 처리 후에

는 위치 감도를 높이는 풀링(pooling)을 적용하거나 Dropout, Batch Normalization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파이토치를 사용한 구현 방법을 보도록 하자.

4.2.1 Fashion-MNIST

MNIST는 28×28픽셀의 흑백 손글씨 숫자 데이터다. 이 데이터는 이미지 분류 시에 사

용되는 대표적인 예제 데이터다. 최근에는 이 MNIST가 너무 간단하다는 지적도 있

어서 손글씨 문자 대신에 10가지 분류의 옷 및 액세서리(신발, 구두 등)를 이미지 데이

터로 이루어진 Fashion-MNIST( 메모  참고)가 고안됐다. Fashion-MNIST도 28×28픽셀 

크기의 흑백 이미지로, 여기서도 이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림 4.2 가 Fashion-

MNIST 이미지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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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Fashion-MNIST 이미지 예

M E M O

Fashion-MNIST

 ● zalandoresearch/fashion-mnist
URL  https://github.com/zalandoresearch/fashion-mnist

파이토치의 확장 기능인 torchvisio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리스트 4.1 과 같이 쉽

게 Fashion-MNIST 데이터 다운로드부터, Dataset으로 변환, DataLoader 작성까지 

할 수 있다.  리스트 4.1 의 코드에서 <your_path>에는 임의의 디렉터리를 지정하면 된



이 장에서는 텍스트 데이터나 자연어 처리를 소재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자주 사용하

는 순환 신경망(RNN, Recurrent Neural Netowrk)에 대해 설명한다.

RNN은 CNN 등과 달리 이전의 입력값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출력에 반영할 수 있다. 따

라서 문맥이나 이력, 흐름을 가미해서 향상된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있다. 시계열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 이외에도 음성 데이터, 경제지표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 등장하므로 RNN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RNN을 사용해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을 설명한다.

1. 문장 분류

2. 문장 생성

3. 기계 번역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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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구조 등 RNN의 기본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RNN이란?

5.1

RNN이 일반적인 신경망과 다른 점은 내부 상태를 저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시점 

t의 입력 x(t)와 이전 시점의 내부 상태 h(t - 1)을 입력하면 새로운 내부 상태 h(t)를 얻

을 수 있으며, 이 h(t)를 다시 선형 계층 등에서 출력 o(t)로 변환한다.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다.

x(1)에서 x(t)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면 내부 상태도 h(0)부터 h(1), h(2), h(3)로 변경되며, 

출력 o(t)도 현재 상태에 따라 변화해 간다.  그림 5.1 은 이 흐름을 시각화한 것이다. 

가장 간단한 RNN인 Elman Network에선 x(t)와 h(t - 1)에서 h(t)로 변환하는 부분이 

선형 계층과 활성화 함수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림 5.1 처럼 RNN을 시간 방향으로 전개

해 보면 신경망을 일직선으로 나열한 것으로, FeedForward형 신경망과 동일한 구조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RNN은 일반 신경망보다 훈련이 어렵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이력을 사용하려

고 하면 그만큼 깊은 신경망이 되어야 하며, 경사 손실이나 경사 분실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선형 계층이 아닌 더 정교한 처리를 모아 

모듈 블록으로 바꾼 LSTM(Long Short Term Memory)나 GRU(Gated Recurrent Unit) 등의 

RNN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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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N RNN RNN

 그림 5.1   RNN의 신경망 시각화. 새로운 내부 상태 는 이전 내부 상태  과 입력 에 의해 

생성되며,  는 다시 임의의 함수 F에 의해 최종 출력  로 변환된다. 이 흐름이 계속 반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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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자주 사용되는 전처리나 수치화 기법을 소개한다. 

특히, 수치화에서는 BoW와 Embedding을 다룬다.

텍스트 데이터의 수치화

5.2

실제로 RNN을 구현하기 전에 텍스트 데이터를 수치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다. 크게 다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1. 정규화와 토큰화

2. 사전(Dictionary) 구축

3. 수치로 변환

 정규화와 토큰화

‘1. 정규화(normalization)와 토큰화(tokenization)’에서는 문장을 특정 단위의 리스트로 분

해한다. 예를 들어, 단어나 문자 등이 분할 단위가 될 수 있다. 단어 단위로 분할할 때

는 영어 등의 유럽계 언어에서는 단순히 공백으로 나누면 되지만, 일본어나 중국어 등

에서는 형태소 분석(  메모  참고) 등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토큰화와 동시에 표기 차이 등을 통일하는 정규화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문자를 

소문자로 통일시키거나, ‘한다’, ‘하다’를 ‘하다’로 통일, isn’t을 is not으로 통일시키는 처

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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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 분석

특정 사전이나 문법에 기반해서 자연어 텍스트를 품사 등의 요소로 분해하는 처리를 일컫

는다.

 사전 구축

‘2. 사전(Dictionary) 구축’이란, 모든 문장의 집합(Corpus)( 메모  참고)에 대한 토큰을 수집

하고, 거기에 숫자 ID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ID는 단순히 등장 순서대로 부여해도 되

고 빈도순으로 해도 된다.

 수치로 변환

‘3. 수치로 변환’은 토큰의 리스트로 분할된 문장을 2에서 구축한 사전을 사용해 ID 리

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M E M O

코퍼스(corpus)

코퍼스란, 자연어 문장을 구조화해서 모은 것이다.

이 일련의 작업에서 하나의 긴 문자열이었던 문장이 최종적으로 수치 리스트로 변환

된다. 이 수치 리스트를 다시 집계하고 각 ID의 등장 횟수를 벡터로 표현한 것이 BoW 

(Bags of Word)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 you, am, of, ...) = (1, 0, 1, 3, ...)

BoW는 계산이 간단하고 여러 문장을 모으면 희소 행렬(sparse matrix)로 표현할 수 있어

서 매우 효율이 좋지만, 토큰 순서라는 중요한 정보를 잃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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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에서는 Embedding이라는 기법으로 토큰을 벡터로 변환하고 벡터 데이터의 시계

열로 문장을 처리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파이토치에서는 nn.Embedding을 사용해서 Embedding 계층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

어, 전체 10,000종류의 토큰이 있고, 이것을 20차원의 벡터로 표현하는 경우  리스트 5.1 처

럼 기술한다.

 리스트 5.1  전체 10,000종류의 토큰을 20차원 벡터로 표현하는 경우

emb = nn.Embedding(10000, 20, padding_idx=0)
# Embedding 계층의 입력은 int64 텐서

inp = torch.tensor([1, 2, 5, 2, 10], dtype=torch.int64)
# 출력은 float32 텐서

out = emb(inp)

nn.Embedding은 padding_idx를 지정하므로 ID가 모두 0인 벡터로 변환된다. 사전에 

없는 토큰은 모든 ID를 0으로 하고, 실제 ID는 1부터 시작하도록 사용하면 좋다. 이때 

토큰 종류는 0을 포함한 수를 nn.Embedding의 첫 번째 인수로 지정해야 한다.

참고로, nn.Embedding도 미분 가능하므로 이 내부의 가중치 파라미터도 신경망 전체 

훈련 시에 최적화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학습된 nn.Embedding을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메모  참고).

M E M O

미리 학습 완료(Pre-trained Embedding)

이 책에선 다루고 있지 않지만, Word2Vec로 유명해진 Continuous-BOW나 Skip-Gram 

등의 간단한 모델을 사용해서 미리 학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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