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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이 책의 번역을 맡게 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과

연 이 책을 내가 끝까지 번역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무리 없이 번역을 

완료하게 되었는데(물론, 번역을 마친 후에 교정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

정에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미래 세계를 그리는 여러 자료를 보면 기존의 자료 검색이나 정보 검색 수준이 앞으로는 맥락 

검색이나 상황 검색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검색 기술이 단순

한 검색을 넘어서 사용자의 의도나 사용자가 처한 상황이나 사용자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맥

락까지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검색 결과 목록을 보여 주는 검색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

입니다. 이미 이러한 검색 기술이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여러 포털 사이트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 책은 그러한 기술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기술도 제시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 책에 실린 기술을 바탕으로 검색 사이트를 하나쯤 만들어 보고 싶을 

만큼 꽤 많은 기술과 기법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기술과 기법은 머

신러닝과 딥러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미래 검색 기술의 견고한 토

대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수많은 토대 중의 하나이겠지

만 말입니다. 가끔은 답답해 보이는 검색 결과에 실망했던 사람들에게 ‘아, 이런 것도 찾아 주

네?’라는 식으로 감탄사를 발하게 하는 효과, 이른바 ‘감탄 효과(wow effects)’를 가져오게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소개한 책 중 하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천학비재하다 보니 이 책의 진의를 제대로 옮기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독자의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머리
말

옮
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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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바랄 일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embedding이란 용어를 ‘매장’으로 번역했습니다. 아

무래도 수학 개념이 필요해 보여서 나중에라도 ‘매장’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수학적 공간에 대

한 사상(mapping)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도록 수학 용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사실, 매장하기

(embedding, 묻기)와 매장지(embeddings)를 구분하면 더욱 좋았겠지만, 아직까지 ‘매장’이라는 용

어를 낯설어하는 면이 있어서 일단 이 책에서는 매장과 매장지를 구분하지 않고 둘 다 매장으

로 표현했습니다. 언젠가는 ‘매장’과 ‘매장지’를 구분해 번역해도 될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class도 ‘계급’으로 번역했습니다. class란 범주나 레이블 또는 이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일종의 ‘부류’라는 의미여서 통계학의 ‘계급’이라는 개념과는 약간 다르지만, 그렇다

고 해도  ‘부류’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는 상황이고, 또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클래스’라는 

용어와 구별되게 해야 해서 그나마 가장 비슷한 개념을 나타내는 통계학 용어를 차용했습니

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의 본문에 표시된 예제 코드는 생략된 부분이 있는 코드이므로 완성된 코드

를 보고 싶다면 https://www.manning.com/books/deep-learning-for-search 또는 https://github.

com/dl4s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점을 궁금해하신 분이 있어서 특별히 여기에서 한 번 더 언급

해 둡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 주신 출판사 내 관계자 여러분과 특히 베타리딩을 맡아 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분들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눈에 눈동자를 그려 넣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 옮긴이 박진수

옮긴이 머리말xii



신경망이나 딥러닝과 같은 용어가 어떻게 보편화되었는지, 이러한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영

향을 더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지를 수량으로 나타내기는 어렵다. 일상적인 작업을 자동화하

는 일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결정을 따라 하는 일과,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해 목적지까지 도착

할(그리고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컴퓨팅 기술인 신경망과 

딥러닝의 힘은 오직 그 기원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이 책이 필수적이며 중요하다. 신경망, 

인공지능, 딥러닝은 일상 업무와 결정을 자동화하여 다루기 쉽게 할 뿐만 아니라 검색도 쉽게 

하도록 한다. 이전에는 정보 검색 기술이나 탐색 기술에 문서와 사용자 쿼리의 일치를 나타내

는 행렬 곱셈과 꽤 복잡한 선형대수가 필요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첨단 검색 기술에서는 대수 

모델이나 선형 모델을 사용하는 대신에 별도의 신경망을 사용해 문서를 단어로 요약하는 방

법을 배우게 한 후에 문서들 사이의 단어 유사도를 식별한다. 이런 기술은 인공지능과 딥러닝

이 이용되는 검색 처리 과정 중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신경망, 인공지능, 딥러닝을 사용해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첨단 기술을 실

용적으로 접근해 보여 준다. 이 책에는 예제가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오늘날 검색 엔진의 구

조를 독자들에게 안내하면서 딥러닝이 잘 되게 하는 방법과 검색이 더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을 충분히 제공한다. 쿼리 확장에서 유사한 단어를 찾기 위한 첫 

번째 망(network, 즉 네트워크)을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어 매장(word embeddings, 즉 ‘워드 임베딩’)1 학습을 거쳐, 언어와 이미지 전반에 걸친 검

1   옮긴이  이 문맥에 나온 embedding은 원래 수학 용어로 ‘매장’이란 뜻이다. ‘묻기’라고도 한다. 어떤 값을 수학적 공간에 사상

(mapping)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상된 수학적 공간을 ‘매장지’라고 부를 수 있을 테지만, 보통 이것도 그냥 ‘매장’이

라고 부른다. 역자의 다른 번역서 중에는 embedding을 그대로 음차해 임베딩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는데, 매장이라는 말을 낯설어

하는 사람이 많아서였다. 그러나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매장’이라는 용어를 기억했다가 이와 관련된 수학을 익히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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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여러분의 코딩 능력과 검색 능력을 인공지능과 딥러닝으로 가득 채

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오픈 소스의 진정한 선구자라고 할 만하다. 저자는 아파치 루씬(Apache 

Lucene) 프로젝트에서 전임 의장으로 일했으며, 엘라스틱서치(Elasticsearch)와 아파치 솔라

(Apache Solr)에 동력을 제공하는 사실상의 검색용 색인 작업의 중추적인 역할도 맡았고, 아파

치 OpenNLP와 관련해서는 언어를 이해하고 번역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에는 통계적 기

계 번역을 위해 (현재 만드는 중인) 아파치 조슈아(Apache Joshua)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고 믿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상식과 복

잡한 이론을 설명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최신 딥러닝 기술과 검색 기술을 사용해 놀아 볼 수 

있는 실제 코드까지 탐닉해 보기를 권한다.

즐겨 보자. 나도 그랬으니까!

― 크리스 매트만(CHRIS MATTMANN)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기술 및 혁신 담당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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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약 10년 전쯤 석사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던 중에 알게 된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분야에 매혹되었다. 현존하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문서를 이해하는 데 컴

퓨터가 유용할 것이라는 약속이 마치 마술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필자가 처음으로 만

들어 본 자연어 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해 텍스트로 된 문서 몇 가지에서 유용한 정보를 비교

적 정확히 추출하면서 상당한 흥미를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한편으로 그때 필자는 새로운 오픈 소스 검색 아키텍처와 관련해 자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

다. 그 분야의 전문가였던 필자의 동료가 다른 일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동료 대신에 필자가 2

주밖에 공부해 본 적이 없던 《루씬 인 액션(Lucene in Action)》2이라는 책을 한 권 건네받고는 

자문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루씬/솔라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 2년이 지나서야 새

로 만든 검색 엔진이 가동되었다(그리고 필자가 아는 한 해당 검색 엔진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이

런저런 쿼리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색인화되면서 파편처럼 나뉘어 버린 텍스트 때

문에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꽤 많이 조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검색 엔진을 구

축해 냈다. 필자는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검색 엔진에 넣은 쿼리도 볼 수 있었고, 검

색해야 할 데이터도 볼 수 있었는데, 철자법이나 특정 단어가 조금만 틀리거나 조금만 생략되

어도 연관도(관련성)가 별로 없는 정보가 검색 결과로 나오기도 했다. 맡고 있던 일에 큰 자부

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제품 관리자가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사용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수작업 처리 분량을 줄일 수 있

을까를 고민했다. 

2   (Michael McCandless, Erik Hatcher, and Otis Gospodnetic, Manning, 2010), https://www.manning.com/books/lucene-in-

action-second-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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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에 필자는 앤드류 응(Andrew Ng)의 첫 번째 머신러닝 온라인 수업(이 강의를 필두로 

Coursera MOOC 시리즈가 시작되었다) 덕분에 머신러닝에 관여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 강의를 통

해 알게 된 신경망의 배경 개념에 너무 매료되어 재미 삼아 신경망용으로 쓸 작은 자바 라이

브러리를 직접 구현해 보기로 했다(https://svn.apache.org/repos/asf/labs/yay/). 안드레아 카르파티

(Andrej Karpathy)가 시각적 인식과 관련해서 진행한 합성곱 신경망 강의 과정과 리차드 소셔

(Richard Socher)의 심층 신경망을 사용한 자연어 처리에 관해 강의한 내용 등의 온라인 강좌를 

더 찾아보기로 했다. 그 이후로도 필자는 검색 엔진, 자연어 처리, 딥러닝을 계속 연구했으며, 

이때 주로 오픈 소스를 활용했다.

그러다가 2~3년 전(!)에 매닝이 NLP에 관한 책을 감수해 달라고 했는데, 순진하게도 필자는 

검토 후기의 마지막 줄에 검색 엔진과 신경망에 관한 책을 쓰는 데 관심이 있다고 적고 말았

다. 그러자 매닝은 책을 써볼 생각이 있냐고 되물어 왔고, 필자는 조금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는 정말로 그런 책을 쓰고 싶은 의향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랬다. 정

말로 나는 그런 책을 쓰고 싶었던 것이다.

딥러닝으로 인해 컴퓨터 시각 처리와 자연어 처리(NLP)에 혁명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채워 나

가야 할 응용 분야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우리를 대신해서 딥러닝이 검색 엔진을 자동으

로 설정하고 조율하게 할 만한 수준에 (아직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딥러닝이 도움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기존 검색 엔진 기술로는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일지라도 딥러닝을 사용하

면 할 수 있고, 이미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라면 딥러닝으로 더 정교하게 다듬

을 수 있다. 심층 신경망을 통해 검색 엔진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

었다. 이 여정을 즐기기 바란다. 

― 지은이 토마소 테오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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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이 긴 여정을 지나는 동안 격려하고 지지해 준 사랑스러운 아내 Michela에게 감사

한다. 평일은 물론이고 밤낮으로 오랫동안 글을 쓰던 필자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도와준 점에 

감사한다.

필자가 가능한 한 가장 멋진 표지 그림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준 Giacomo와 Mattia에게도 고

마움을 전하며, 또한 필자가 쓰려고 하는 동안에 맡아 준 모든 역할과 웃음에도 감사한다. 

필자를 자랑스러워 하시며, 믿어 주신 아버지에게도 감사하고 싶다. 

모든 도서 자료(책, 코드, 이미지 등)를 검토하면서 즐거운 토론을 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끊

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준 필자의 친구 Federico에게 큰 감사를 표한다. 필자의 친구들과 동료 

Antonio, Francesco, Simone의 지지와 웃음 그리고 조언에 더 큰 감사를 표한다. 책 모양을 

만들 때 의견, 조언, 아이디어를 내어 도움을 준 아파치 오픈NLP(https://opennlp.apache.org)와 

친구인 Suneel, Joern, Koji에게도 감사한다. 

이렇게 고무적인 추천사를 써준 Chris Mattmann에게도 감사한다. 

이 책을 집필하는 내내 벌어진 논의에서 기획 편집자인 Frances Lefkowitz와 Steph, KD, 

Warriors가 보여준 인내와 지도에 감사한다. 그리고 출판업자인 Marjan Bace와 뒤에서 작

업한 편집팀과 제작팀의 모든 사람을 포함해 이 책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매닝의 모든 사람

에게 감사한다. 추가로, 원고를 서로 돌려 가며 기술을 검토해 준 Ivan Martinovic와 그가 

이끈 Abhinav Upadhyay, Al Krinker, Alberto Simões, Álvaro Falquina, Andrew Wyllie, 

Antonio Magnaghi, Chris Morgan, Giuliano Bertoti, Greg Zanotti, Jeroen Benckhuijsen, 

Krief David, Lucian Enache, Martin Beer, Michael Wall, Michal Paszkiewicz, Mir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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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ämpf, Pauli Sutelainen, Simona Ruso, Srdan Dukic, Ursin Stauss와 포럼 기여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이 책의 기술 편집자 역할을 했던 Michiel Trimpe와 이 책의 

기술 교정자 역할을 했던 Karsten Strøbaek에게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아파치 루씬 및 Deeplearning4j(딥러닝포제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훌륭한 도구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우호적으로 지원해 준 점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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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효과적인 검색 엔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심층 신경망의 사용 방법을 실용적으

로 다룬 책이다. 이 책에서는 검색 엔진을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를 조사함으로써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통찰한 다음에 여러 상황에 맞춰 신경망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실용적

인 예를 들어 검색 기법과 딥러닝 기법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설명

에는 대체로 코드가 뒤따른다. 동시에 특정 주제를 더 많이 읽고 지식을 더 깊이 쌓을 수 있

도록 관련 연구 논문을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신경망 및 검색에 특정된 주제를 여

러분이 읽어 볼 수 있도록 이 책의 전반에 걸쳐서 설명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검색 엔진과 관련된 주요 과제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어떤 딥러닝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몇 가지 서로 다른 

딥러닝 기법들과 그것들이 어떤 검색 상황에서 쓰기에 적절한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루씬과 Deeplearning4j 라이브러리를 잘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신경망

을 마법처럼 여기는 태도를 버리고 신경망의 효과를 시험하고 그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는 실

용적인 자세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프로그래밍 경험이 중급 수준인 독자에게 적절하다. 검색 엔진 개발에 관심이 있거나 

자바 프로그래밍에 능숙하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여러분의 검색 엔진이 검색 결과를 더 효

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최종 사용자에게 더 유용하게 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과정 중 특정 측면에 맞춰 검색 엔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하므로 여러

분이 검색 분야 개발을 해본 경험이 없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머신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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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이나 딥러닝을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

에서 딥러닝을 실용 검색 엔진 수준에 맞춰 적용하는 일에 관해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때때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관한 기초 내용을 모두 소개할 것이다.

여러분은 코드를 손에 집어 들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덧붙임으로써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해 검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 1부에서는 검색, 머신러닝, 딥러닝과 관련된 기초 개념을 소개한다. 1장에서는 정보 검

색과 관련해서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 관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문제를 탐색하는 

일에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신경망 모델과 

데이터를 사용해 동의어를 생성함으로써 검색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의 첫 번째 

예제를 제공한다.

 ■ 2부에서는 일반적인 검색 엔진 과제에 심층 신경망을 적용함으로써 더 잘 다룰 수 있

게 한다. 3장에서는 재귀 신경망을 사용해 사용자가 입력한 쿼리에 맞춰 대안으로 쓸 

만한 쿼리를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사용자가 쿼리를 입력하는 동안에 

심층 신경망을 사용해 더 나은 쿼리를 제안하는 과제를 다룬다. 5장에서는 모델의 순

위를 매기는 데 초점을 맞출 텐데, 특별히 단어 임베딩을 사용해 연관도가 더 높은 검

색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6장에서는 순위지정 함수와 내용 기반 추천이

라는 맥락에서 문서 매장 사용 방법을 다룬다. 

 ■ 3부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기계 번역이라든가 이미지 검색처럼 더 복잡한 시나리오를 

살펴본다. 7장에서는 신경망 기반 접근법을 통해 검색 엔진에 다국어 기능을 제공하는 

과정을 안내한다. 8장에서는 딥러닝 모델이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이미지 모음을 검

색하는 방법을 다룬다. 9장에서는 딥러닝 모델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일이라든가 지속

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는 일 같은 생산성 관련 주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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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진행될수록 다루는 주제가 더 어려워지고 개념은 더 복잡해진다. 딥러닝이 처음이거나 

검색이 처음이거나 아니면 둘 다 처음인 독자라면 먼저 1장과 2장을 꼭 읽어 보기 바란다. 그

렇지 않다면 읽어야 할 장 또는 읽고 싶은 장을 자유롭게 골라 읽으면 된다.

코드에 관하여

이 책에서는 아주 상세한 코드 목록을 제공하기보다는 코드의 단편(code snippets)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는 편이 코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더 빠르고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예제 코드는 매닝 웹사이트(www.manning.com)의 이 책 소개 페이지(https://

www.manning.com/books/deep-learning-for-search)에서 알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책의 자

바 예제 코드(아파치 루씬 및 Deeplearning4j 사용. https://github.com/dl4s/dl4s)와 알고리즘이 똑같은 

파이썬 버전(https://github.com/dl4s/pydl4s)3을 포함하고 있는 책의 공식 깃허브 웹사이트(https://

github.com/dl4s)에서도 최신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예제 코드에서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와 아파치 루씬(https://lucene.apache.org) 및 Deeplearning4j 

(https://deeplearning4j.org)라는 두 가지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아파치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루씬

은 검색 엔진 구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이며, Deeplearning4j는 집필 당

시 딥러닝 네이티브 자바 라이브러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 라이브러리들은 모두 우리

가 쉽고 빠르고 부드럽게 검색과 딥러닝을 테스트하고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늘날 딥러닝 관련 프로젝트 연구자는 텐서플로, 케라스, 파이토치 등과 같은 파이

썬 기반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 책에 자세히 설명된 알고리즘의 텐서플로(https://

tensorflow.org) 버전을 호스팅하는 파이썬 저장소도 제공한다. 

이 책에서는 예제 코드를 일반 텍스트와 구분하기 위해 고정폭 글꼴로 인쇄했다. 많은 경우에 

원래의 예제 코드에 서식을 다시 지정해 인쇄했는데, 예를 들면 책에서 사용 가능한 페이지 

공간에 맞추기 위해 줄바꿈을 한다거나 들여쓰기를 다시 하는 식이다. 드문 경우이지만, 이런 

서식 지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면 코드 목록에 줄이 연속된다는 표시( )를 추가했다. 

또한, 코드가 본문에 나와야 할 때는 예제 코드에서 주석을 제거하기도 했다. 코드 주석이 상

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는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3   이 페이지에는 2020년 3월에는 코드가 추가되어 있지 않지만, 저자가 코드를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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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Book 토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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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을 말하고 기술적인 질문을 하거나 필자 및 다른 사용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포럼에 

참여하고 싶다면 https://livebook.manning.com/#!/book/deep-learning-for-search/discussion에 

접속해 보기 바란다. 매닝의 포럼과 행동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livebook.manning.

com/#!/discuss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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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독자에게 약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모임을 약속했다고 해서 자발적(그리고 무보

수)으로 활동하는 필자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까지 약속한 것은 아니다. 필자가 관심을 잃

지 않도록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권한다! 책이 발행되는 동안에는 출판사의 웹사이트에서 모

임과 이전 토론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표지에 대하여

이 책의 표지에 나오는 그림에는 ‘중국 여인의 습관(Habit of a Lady of China)’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삽화는 토마스 제프리스의 《A Collection of the Dresses of Different Nations, Ancient 

and Modern》(총 4권, 1757~1772년 사이에 출판)에서 발췌한 것이다. 해당 도서의 제목 페이지에

는 이 삽화들이 손으로 색깔을 입힌 동판 조각을 아라비아고무로 강화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토마스 제프리스(Thomas Jefferys, 1719~1771)는 ‘조지 3세를 섬긴 지리학자’라고 불렸다. 영국인

이었던 그는 당대의 선도적인 지도 제작자였다. 그는 정부 및 기타 공식 기관을 위한 지도를 

새기고 인쇄했으며, 광범위한 상용 지도와 지리서를 제작했는데, 특히 북미에 관한 것을 제작

했다. 지도 제작자로서 지도로 그린 토지가 있는 현지의 의생활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며 관

심을 가졌는데, 그것이 이 모음집에 훌륭하게 드러나 있다. 미지의 세계를 즐겁게 탐구하는 여

행이 18세기 후반에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이었다. 이 같은 모음집으로 인해 관광객뿐 아

니라 여행객도 다른 나라의 주민에게 소개되어 인기를 끌었다.

제프리스의 다양한 그림은 약 200년 전의 세계를 이룬 국가들의 독창성과 개성을 생생하게 표

현했다. 그후 의복 양식이 변경되며, 지역별, 나라별로 저마다 달라서 그 당시에는 풍부했던 

다양성이 사라졌다. 이제는 한 대륙의 주민과 다른 대륙의 주민을 구별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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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마도 낙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문화적, 시각적 다양성을 좀 더 다양한 개인 생

활이나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지적, 기술적 생활양식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책 한 종을 다른 책과 구별하기 어려울 때면 매닝은 컴퓨터 사업의 독창성과 주도권을 

기리기 위해 2세기 전의 풍부한 지역 생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제프리스의 사진을 다시 살

려내서 표지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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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일(도연정보기술)

첫 베타리딩이 재미있었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웠고 논문 같은 느낌이었지만, 끝까지 완독하

게 되어 개인적으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검색 엔진과 딥러닝 모두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반

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근(네이버)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쉽게 정리하여 단계적으로 따라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설명과 활용도 높은 예제로 검색과 딥러닝에 대

해 잘 모르는 분이나 기본 지식을 가진 분 모두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검

색과 딥러닝에 관해 알고 있던 단편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용수(코리아서버호스팅)

몇 년 전부터 검색 엔진에 딥러닝을 도입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찾고자 

하는 대상의 단어를 정확하게 몰라도 유사하게 입력한다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이 책은 검색 엔진이 수집한 데이터를 딥러닝에 접목하여 지금의 검색 엔진이 완성되

기까지의 여정을 간접적으로 보여 줍니다. 검색 엔진이 포함된 웹 서비스 또는 앱 서비스를 기

획하거나 개발 중이며,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딥러닝을 고려하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

는 책입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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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환(KB국민은행)

이 책에서는 검색을 위한 딥러닝 기법을 기초부터 심화 내용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서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트렌드인 파이썬으로 예제 코드가 

작성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수(무스마 기술연구소)

웹이 이토록 유용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에는 검색어와 논리 연산자를 조합한 질의문을 입력하여 문서를 검색할 때도 있었고, 곧이

어 키워드 기반의 검색을 하다가, 이제는 사람에게 말하듯 자연어 문장을 입력하여 정보를 검

색하고,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보의 생산량은 지금

보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보 검색과 필터링 기술의 중요

함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적절한 때에 정보 검색을 위한 딥러닝 기술을 다룬 책의 번역본

이 출간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욱재(스캐터랩)

상당히 깔끔한 책입니다. 검색과 관련된 ML 내용을 자바 기반으로 많이 설명하지만, 어느 개

발자가 보아도 좋은 내용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특히 루씬과 관련된 내용은 정말 좋았습니다. 

더 많은 개발자가 이 책을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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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검색 엔진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 전통적으로, 검색 

엔진이 쓸모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검색 엔진의 구성이나 설정 내역을 사

람이 직접 수정하거나 조절해야 했다. 반면, 심층 신경망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를 

매우 잘 학습해 낸다.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검색 엔진과 신경망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일반적

인 한계 중 몇 가지를 극복하고,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살펴

볼 생각이다. 

Search meets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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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검색	엔진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	전통적으로,	검색	

엔진이	쓸모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게	하고,	그	후에도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검색	엔진의	구성이나	

설정	내역을	사람이	직접	수정하거나	조절해야	했다.	반면,	심층	신경망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를	매우	잘	학습해	낸다.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검색	엔진과	신경망을	함께	사용함

으로써	일반적인	한계	중	몇	가지를	극복하고,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을	살

펴볼	예정이다.	

Search meets deep learning
P A R T  I



이번 장에서 다루는 내용

 ■ 검색에 관한 기초 내용

 ■ 검색 시에 당면할 수 있는 중요 문제 

 ■ 신경망이 검색 엔진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인공지능의 돌파구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를 배우고 싶다고 해보자. 관련 정보를 찾

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그런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까? 여러분이 (거대한) 도서관에 있다면 여러분은 사서에게 그 주제를 다룬 책이 어떤 것인지

를 물어볼 수 있을 테고, 그들은 아마 알고 있는 몇 가지 책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이다. 이

상적으로 보면 사서는 각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정한 장까지도 알려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바라던 정보를 사서가 알아서 잘 찾아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만 

사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의도와는 다른 맥락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러분과 

사서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관한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도서관에 있는 책이 여러 언어로 

쓰였을 수도 있고, 사서가 여러분과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도 있다. 최신이라는 말이 상당

히 상대적이어서 사서가 최신판 인공지능 도서를 언제 읽었는지, 사서가 그 분야의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언제 받는지를 모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주제에 대해 사서가 알고 있는 정

보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 있다.

1
신경망을 이용한 검색

C H A P T E R

3

사용자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검색 엔진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 전통적으로, 검색 

엔진이 쓸모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검색 엔진의 구성이나 설정 내역을 사

람이 직접 수정하거나 조절해야 했다. 반면, 심층 신경망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를 

매우 잘 학습해 낸다.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검색 엔진과 신경망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일반적

인 한계 중 몇 가지를 극복하고,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살펴

볼 생각이다. 

Search meets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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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서는 여러분이 묻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사서들은 여러분이 심

리학에서 말하는 ‘지성’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1 여러분이 서로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까지는 아마도 몇 번에 걸쳐 대화를 나눠야 할지도 모른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뒤에야 필요한 책이 도서관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여러 권의 책에 나뉘어 수록되어서 그 모든 책을 읽어야 할 

수도 있다. 얼마나 지치는 일인가! 

이건 여러분이 사서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찾을 때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정

보를 찾는 일을 돕는 다양한 사서가 있다. 바로 검색 엔진이다. 어떤 검색 엔진은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가처럼 작동한다. 또 다른 검색 엔진은 도서관의 일부만 알거나 단 한 권의 책만 알

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을 ‘로비’로 부르기로 했고, 그가 이미 도서관과 

도서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더 잘 찾을 수 있게 

사서들과 잘 소통하도록 돕는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더 빨리 답을 얻는 데는 로비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로비는 예를 들어, 추가적인 맥락을 사서에게 제공해 방문자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사서가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다. 도서관에 방문한 특정인이 평상시에 어떤 책

을 읽는지를 로비가 알고 있다면 로비는 심리학을 다룬 책을 모두 제외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

에 있는 책들을 로비는 많이 읽었을 것이므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더 잘 파

악하고 있을 수 있다. 로비와 같은 조언자들이 있어서 검색 엔진이 더 빠르면서도 더 잘 작동하

게 도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면 아주 좋을 것이다.

이 책은 딥러닝(deep	learning,	DL)이라는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 기법을 이용해 검색 엔진의 동

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델과 알고리즘을 더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딥러닝 알고리즘이 로비가 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면 검색 엔진은 더 나은 검색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테고, 따라서 최종 사용자에게 더 정확한 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딥러닝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과 다르다는 점이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분야는 아주 넓다. 머신

1  현실에서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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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은 그런 연구 영역 중 일부분에 불과한 데다가 딥러닝은 그와 같은 머신러닝 분야 중 부

속 분야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딥러닝 분야에서 사람들은 심층 신경망이라는 전산 모델을 

사용해 기계를 ‘학습’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그림 1.1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1.1 신경망과 딥러닝

검색 엔진이라는 맥락에 맞춰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검색 경험과 검색 결과를  

개선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여러분은 차세대 구글 검색이라고 불릴 만큼 큰 검색 엔진을 

구축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중소 규모 검색 엔진에 딥러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를 만큼 충분히 이 책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사용자가 더 좋은 경험

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신경 검색은 수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자동화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검색 엔진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동의어를 추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의어 파일을 수동으로 편집해 두는 일(2장)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 사용 사례나 특정 분야에 관계없이 검색 효과를 개선하는 동시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관련성이 깊은 내용을 잘 제안하는 일(6장)도 마찬가지다. 많은 경우에 사용

자는 연관 내용을 탐색하는 기능과 일반 검색 기능을 조합해서 사용한다. 우리는 또한 다중 

언어 내용 검색(7장) 및 이미지 검색(8장)과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사용 사례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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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해서 단 한 가지 조건을 말하자면 신경망에 공급할 데이

터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충분한 데이터’라는 말에서 어디까지가 충분한 것

인지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다룬 각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최소 문서 개수(텍스트, 이미지 등)를 요약해 보자(표 1.1 참고). 

표 1.1  신경 검색 기술 작업당 요구량

작업 최소 문서 개수(범위) 관련 장

단어 표현 학습 1,000~10,000 2, 5

텍스트 생성 10,000~100,000 3, 4

문서 표현 학습 1,000~10,000 6

기계 번역 10,000~100,000 7

이미지 표현 학습 10,000~100,000 8

표 1.1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말하자면 이 표에 나오는 수치는 경험

칙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문서가 1만 개 이하일지라도 7장에 나

오는 신경 기계 번역 기법을 실행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대신, 이로 인해 나온 결과의 품질

을 높이기는(예를 들어, 완벽한 번역이 되게 하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여러분은 이러한 딥러닝 원리를 검색 엔진에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검색 

기초를 모두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딥러닝도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검색 분야 

기술자이거나 신경 검색을 배우고자 하는 프로그래머라면 이 책이야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책이다.

여러분은 딥러닝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직까지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 유형의 검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알고리즘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점점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먼저, 몇 가지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는 일부터 해보자. 딥러닝이란 머신러닝의 

한 분야이며, 심층 신경망을 이용해 컴퓨터가 사물을 점진적으로 표현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머신이 학습할 수 있는 분야다. (심층)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은 원래 뇌의 신경세

포가 그래프 꼴로 조직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연산 패러다임이다(물론, 두뇌가 인공 신

경망보다는 훨씬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입력	계층(input	layer,	또는 입력층)을 통해 뉴런으로 

흘러 들어간 다음에, 한 개 이상의	은닉	계층(hidden	layer,	또는 은닉층)을 형성하고 있는 신경망

을 거쳐,	출력	계층(output	layer,	또는 출력층)의 뉴런을 통해 밖으로 나온다. 신경망을 또한 블랙

박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는 망(network, 또는 신경망)이 어떤 목적에 맞춰 훈련받았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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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할 수 있는 지능형 함수이기 때문이다.2 신경망은 입력 계층, 은닉 

계층, 출력 계층을 보통 한 개 이상씩은 지니고 있다. 망에 은닉 계층이 두 개 이상일 때, 우리

는 망이 깊다(deep,	또는 심층이다)고 한다.3 그림 1.2에서는 은닉 계층이 두 개인 심층 신경망을 

볼 수 있다. 

계층 1
(입력 계층)

계층 2
(은닉 계층)

계층 3
(은닉 계층)

계층 4
(출력 계층)

그림 1.2	 	은닉	계층이	두	개인	심층	신경망

신경망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이전에 배운 내용을 다시 살펴보

자. 앞에서 필자는 딥러닝이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라고 말했는데, 머신러닝 또한 광범위한 인

공지능 분야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머신러닝이란 무엇일까?

2  옮긴이  지능형 함수이기는 한데, 이 함수의 내부 작동 원리를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함수라기보다는 함수의 방정식을 알 

수 없는 함수, 즉 이해 불능 함수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함수는 그 작동 원리가 블랙박스와 비슷하다.

3  옮긴이  실무에서는 보통 은닉 계층이 50개 이상일 때부터 심층 신경망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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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머신러닝이란?

머신러닝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을 대략이라도 파악해 두면 딥러닝과 검색을 자세히 다룰 때 

유용하다.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또는	감독학습)이나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또는 

자율학습), 훈련(training), 예측(predicting)처럼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학습에 적용되는 개념들 중 

많은 것이 머신러닝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동안에 딥러닝(검색에 적용됨)

에서 사용할 몇 가지 기본적인 머신러닝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자. 

머신러닝은 이전까지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해를 학습해 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기반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동화된 접근법이다. 대체로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란 이전에 관측한 

내용과, 이러한 관측치로부터 알고리즘이 추정해야 할 내용이 서로 쌍을 이룬 형태로 이뤄진

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텍스트 쌍을 공급받는데, 이 텍스트 쌍에서 일부 텍스트

가 입력을 이루고 비슷한 텍스트를 분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범주가 출력을 이룬다. 다시 

도서관에 비유해 본다면, 사서가 된 여러분이 수천 권의 책을 산 다음에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책꽂이에 그것들을 정리하기를 원한다고 해보자. 이를 위해 여러분은 범주가 같은 

책들이 같은 책꽂이에 서로 가깝게 놓이도록 분류하고자 한다(아마도 범주를 나타내는 작은 표지

가 책에 붙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몇 시간에 걸쳐 책을 수작업으로 범주화해 보았다면, 머신

러닝 알고리즘에 필요한 경험을 쌓은 셈이 된다. 그런 후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머신러닝이 여러분을 대신해 나머지 책을 

범주화할 것이다.

각 입력에 따른 적합한 출력을 지정하는 이러한 유형의 훈련을 지도학습이라고 한다. 입력

과 그에 상응하게 표적(target, 또는 목표)이 되는 출력으로 만들어진 각 쌍을 훈련	표본(training	

sample)이라고 한다. 표 1.2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서들이 수작

업으로 처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범주를 보여준다. 

표 1.2  도서 범주화 예시 데이터 

도서 제목 본문(또는 텍스트) 범주

Taming Text

Relevant Search 

OAuth2 in Action

The Lord of the Rings

Lucene in Action

If you’re reading this book, chances are you’re a programmer …

Getting a search engine to behave can be maddening …

If you’re a software developer on the web today …

…

Lucene is a powerful Java search library that lets you …

자연어 처리, 검색

검색, 연관성

보안, 인증

판타지, 소설

루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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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학습 알고리즘에서는 훈련	단계(training	phase)를 거치는 동안 표에 표시된 것과 같은 데이

터를 제공받게 된다. 훈련 단계 동안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훈련 집합(예: 훈련 표본 집합)을 쪽

쪽 씹으며 입력 텍스트를 출력 범주에 대응(map)시키는 일과 같은 방식을 배우게 된다. 머신러

닝 알고리즘이 무엇을(what) 학습할 것인지는 알고리즘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

는데, 예제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문서	범주화(document	categorization) 작업에 사용된다. 머

신러닝 알고리즘이 어떻게(how) 학습할지는 알고리즘 자체가 구축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 하나뿐일 리 없다. 사실 머신러닝에는 다양한 하위 영역이 

있으며, 이들 각 하위 영역별로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방법 중 한 가지에 불과하며, 심층 신경망을 사용한다는 점이 여타 머신

러닝 알고리즘과 다를 뿐이다. 그러나 어떤 신경망 유형이 특정 업무에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할 때, 

머신러닝 분야에는 이용할 만한 대안 알고리즘이 아주 많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과정에서 우리는 주로 

딥러닝을 통해 머신러닝 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다른 유형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간략하게 다루기도 할 텐데, 이는 대체로 현업 시나리오와 비교해 추론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N O T E

일단 훈련 단계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델(machine	learning	model,	또

는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해 일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모델을 훈련 중에 알고

리즘이 무엇을 배우는지 포착해 내는 공예품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러고 나서 이 공예품을 

예측할 때 사용한다. 예측이란, 모델에 원하는 출력이 없는 새 입력이 주어질 때 수행되며, 훈

련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출력을 알려달라고 모델에게 요청하는 일을 말

한다. 출력을 예측할 때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훈련 데이터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유

의하자(수백 개 정도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수만 개 이상의 훈련용 표본이 필요하다). 

도서 범주화 예제에서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모델은 ‘search’와 ‘Lucene’과 같은 

범주를 추출할 것이다. 

Lucene is a powerful Java search library that lets you easily add search to 
     any application ...

여기 나온 부분은 《루씬	인	액션(개정판)》(강철구 역, 에이콘출판사, 2013)의 서문 중 도입부다.

앞서 말했듯이 추출된 범주들은 도서관에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책들을 같은 책꽂이에 배

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범주별로 표지를 붙인 도서를 사용해 먼저 훈련하지 않은 채로 이 

작업을 수행할 방법이 또 있을까? 각 도서 범주의 정확한 명칭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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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비슷한 책끼리 가까이 둘 수 있도록 도서 간의 유사도(similarity, 또는 유사성)를 측정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범주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비지도학습 기법을 사용

하면 유사한 문서끼리 군집을 이루게 할 수 있다. 지도학습과는 반대로, 비지도학습을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예상되는 출력에 대한 정보가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학습	단계(learning	

phase)에서 패턴과 데이터 표현을 추출해 낼 수 있다. 군집화(clustering)를 하는 동안, 입력 데

이터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이번 경우에는 책의 본문)은 그래프에 배치되는 점(point)으로 변환된

다. 훈련을 하는 동안에 군집화 알고리즘은 서로 가까이 있는 점끼리는 의미적으로 유사하다

고 가정하며, 각 점을 군집별로 배치한다. 그러므로 훈련이 끝나면 같은 군집에 속하는 책끼

리 같은 서가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비지도학습 후에 나오는 출력이란, 점들이 할당된 군집들로 이뤄진 집합(set)이 된

다. 지도학습에서 그랬듯이 ‘이 새로운 책(또는 점)이 어떤 군집에 속해 있는가?’와 같은 예측에 

이와 같은 비지도학습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머신러닝은 책을 분류하고 유사한 텍스트(또는 본문)끼리 한 가지 그룹으로 엮는 일을 포함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는 이러한 업무 유형을 처

리할 때 몇 가지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해야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딥러닝

이 대학의 연구실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주류 기법이 되었다. 많은 머신러닝 문제를 딥러

닝으로 더 잘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딥러닝은 더 잘 알려지게 되었고 그럴수록 더 자주 사

용되었다. 딥러닝이 각광을 받고 널리 사용되면서 도서를 더 정확하게 범주화할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군집화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면이 크게 좋아졌다.

1.3 검색 시에 딥러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심층 인공 신경망이 검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때는 이 검색 분야를 신경 검색이라고 한

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검색 엔진의 맥락에서 신경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

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알게 될 것이다. 

신경 검색

신경 검색(neural search)이라는 용어는 정보 검색 분야에 심층 신경망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SIGIR 2016 컨퍼런스(www.microsoft.com/en-us/research/event/neuir2016)의 연구 워크숍에서 처음 등장한 

신경 정보 검색(neural information retrieval)이라는 용어보다는 덜 학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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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엔진에 신경망들 

던져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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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색	및	딥러닝의	기본	사항에	관해	알았으므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이면	언제든지	검색	

엔진에	신경망들을	던져	넣을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심층	신경망

이	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그런	강력한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결정할	때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현대	검색	엔진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강조할	것이다.	현대적인	검색	엔진을	식별할	때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딥러닝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예제	출력을	보거나	

더	엄격한	정보	검색	계량(metric)을	사용해	검색	엔진	작업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Throwing neural nets
at a search engine

P A R 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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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검색에서 텍스트 생성까지

C H A P T E R

이번 장에서 다루는 내용

 ■ 쿼리 확장 

 ■ 검색 로그를 사용해 훈련 데이터 작성 

 ■ 재귀적 신경망의 이해

 ■ RNN을 사용한 대안 쿼리 생성 

인터넷과 검색 엔진(1990년대 후반)의 초기에는 키워드로만 검색했다. 사용자들은 로버트 저메

키스(Robert Zemeckis)가 연출한 영화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

해 ‘movie Zemeckis future(영화 저메키스의 미래)’를 입력했을 수도 있다. 비록 검색 엔진이 진화

했고, 오늘날 우리는 자연어를 사용해 쿼리를 타이핑할 수 있지만, 많은 사용자들은 여전히 

키워드에 의존해 검색을 한다. 이러한 사용자에게는 검색 엔진이 자신이 입력하는 키워드에 

근거해 적절한 쿼리를 생성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movie Zemeckis future’를 입력으로 받아 

‘Back to the Future by Robert Zemeckis’를 생성할 수 있다면 유리할 것이다. 생성된 쿼리는 

사용자가 표현하는 정보 요구의 대체(텍스트)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대안	쿼리(alternative	query, 

또는	‘대체	쿼리’)라고 하자. 

이번 장에서는 검색 엔진에 텍스트 생성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사용자 쿼리를 통

해 그 이면에서 원래 쿼리와 함께 실행할 몇 가지 대안 쿼리를 생성한다. 그 목적은 사용자에

게 대안을 생각하거나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검색의 망을 넓히도록 추가적인 방법으로 쿼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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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검색 엔진에 텍스트 생성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여러분은 재귀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신경망을 위한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재귀 신경망은 여러분이 2장에서 배운 순방향 망과 같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RNN

은 또한 입력과 출력의 긴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NN 사용법을 배우기 전에 순방향 망으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 보자. 동의어 확장을 개선

하기 위해 특정 모델용 word2vec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 이상의 동의어를 사용하

여 쿼리를 확장할 수 있었다. 동의어 확장이 잘 되게 하면 검색 엔진은 연관성이 높은 문서를 

더 잘 찾을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검색 엔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word2vec은 

단어를 위한 조밀한 벡터 표현을 생성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신경망을 사용한다. 이러한 벡

터는 동의어 확장의 경우와 같이 벡터의 거리에 의한 두 단어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RNN과 같이 더 복잡한 신경망 아키텍처의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실제로는 신경망 활성 함수와 계층 및 계층 간 연결을 배열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신경망을 훈련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신경망 구조를 소개할 것이며, 각 신

경망으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예를 들어, 망 입력이 대개 이미지나 비디오인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NN에서 각 계층은 고유하고 구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계층의 예로는 합성곱 계층, 풀링 

계층 등이 있다. 동시에 이러한 계층을 통합해 심층 신경망을 만들면 픽셀을 점진적으로 좀 더 추상적인 

형태(예: 픽셀 → 변(에지) → 개체 →)로 변환할 수 있다. 우리는 1장에서 이것들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8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N O T E

1장에서는 사용자가 정보 요구를 다양한 버전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쿼리 작

성 방식을 조금만 변경해도 어떤 문서가 먼저 반환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입력 쿼리에서 출력 쿼리를 생성하도록 신경망을 훈련할 때 그 맥락과는 별도로 쿼리

에 있는 단어만을 넘어서는 것이 유용하다. 입력 쿼리와 의미적으로 유사한 텍스트 쿼리를 생

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하면 검색 엔진은 (쿼리를 통해) 동일한 기본적인 정보 요구를 표현

하는 다른 방법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반환할 수 있다. RNN을 사용하여 자연어로 텍스트

를 생성한 다음에 생성된 텍스트를 검색 엔진에 통합할 수 있다. 이번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는 RNN 작동 방법, 대안 쿼리 생성, 조정 방법 및 RNN 지원 검색 엔진이 최종 사용자에게 

관련 결과를 반환할 때 향상된 효율성을 제공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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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보 요구 대 쿼리: 틈새를 메우는 것 

1장에서는 사용자가 정보 요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했

다. 하지만 사용자로서 여러분은 쿼리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

애하고 싶은가? 아침 일찍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면서 전화기로 정보를 검색하는 자신을 상

상해 보자. 여러분에게는 검색 엔진과 상호작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낼 시간이나 생

각이 없다(너무 이른 아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서너 문장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여러분은 구체

적인 정보 요구와 그 상세한 맥락을 자세히 설명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같은 사람에게 원

하는 것을 5~6단어 이하의 짧은 쿼리로 표현해 달라고 한다면 세부적인 요건을 항상 짧은 순서

의 단어로 압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검색 엔지니어로

서 우리는 사용자 의도와 결과적인 쿼리 사이의 이 차이를 메울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3.1.1 대안 쿼리 생성

사용자의 쿼리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법 중에 잘 알려진 것으로는 제안된 텍스트로 힌트

를 제공하는 기법이 있다. 이것은 사용자가 글을 쓰는 동안에 검색 엔진 UI가 사용자를 안내

하도록 한다. 검색 엔진은 사용자가 ‘좋은’ 쿼리를 입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명시적으로 노

력한다(4장에서 이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 정보 요구와 사용자가 입력한 쿼리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검색 엔진 시스템에 들어간 직후이지만 쿼리가 실행되기 

직전일 때 쿼리를 후처리하는 것이다. 그러한 후처리 작업의 역할은 입력된 쿼리를 사용해 어

느 정도 ‘더 나은’ 새 쿼리를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 물론, ‘더 나은’이라는 말은 이 맥락에서 다

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번 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일한 정보의 필요성을 표현하는 쿼리

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장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 결과 집합에 관련 문서가 포함된다. 

 ■ 검색 결과에서 관련 문서가 1위다. 

요즘 이것은 보통 수작업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행해진다. 예를 들어, ‘latest research in 

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와 같은 첫 번째 질문, 그리고 ‘what is 

deep learning(딥러닝이란 무엇인가)’과 같은 두 번째 질문, 그리고 ‘recurrent neural networks for 

search(검색용 재귀 신경망)’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수작업으로(manually)라는 용어는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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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 그 이유를 기록하고, 다른 쿼리를 작성 및 실행하고, 결

과를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등의 수작업 처리 과정

을, 여러분이 찾고자 했던 지식을 마침내 찾아내는 순간까지 또는 지식을 찾아내는 일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순간까지 계속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목표는 이와 같은 수작업으로 찾아내야 하는 최종 쿼리를 대신할 만한 대안 쿼리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쿼리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

아도 되게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대안 쿼리의 의미는 원래 쿼리의 의

미와 똑같거나 비슷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원래 쿼리에 쓰인 단어들과는 다른 단어들을 써

야 한다(그러면서도 여전히 철자법에 맞게 써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movie 

Zemeckis future(영화 저메키스 미래)’라는 질문의 예시로 돌아가 보자. 이 문구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사용자가 입력한 쿼리인 ‘movie Zemeckis future’를 받아들인다. 

2. 쿼리 시간 분석 사슬을 통해 쿼리를 차례로 전달하면서 쿼리를 변환함으로써 최종 사

용자 쿼리를 생성한다. 이번에 예로 든 사례에서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필터를 

구성했다고 가정해 보자.

3. 그러면 필터링된 쿼리인 ‘movie zemeckis future’가 RNN에 전달될 테고, RNN은 전달

받은 쿼리를 ‘Back to the Future by Robert Zemeckis’와 같은 식의 쿼리를 출력해 줄 

텐데(물론, 이 출력 내용은 일종의 ‘보기’일 뿐이다), 이렇게 출력된 쿼리가 바로 대안 쿼리다.

4. 필터링을 했던 ‘원래 쿼리’와 새로 생성된 ‘대안 쿼리’를 검색 엔진에 맞는 구현 형식, 즉 

구문분석된(parsed) 쿼리로 변환한다. 

5. 역색인에 대해 쿼리들을 실행한다.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은 찾기 시간에 신경망을 사용하여 적절한 대체 검색어를 생

성한 다음,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추가하도록 검색 엔진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사용자가 작

성한 원래 쿼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성된 쿼리가 선택적인 추가 쿼리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번 장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생성된 쿼리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를 토론할 것이다. 

자동	쿼리	확장(automatic	query	expansion)은 최종 사용자에 대한 관련 결과의 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이면에서 쿼리를 생성(비율)하는 기법의 이름이다. 어떤 의미에서 동의어 확장(2장에서 본 

것)이란 (동사어를 색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쿼리에서 용어에 대한 동의어를 확장하기 위해서만) 쿼리 시



3.1 정보 요구 대 쿼리: 틈새를 메우는 것 93

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동 쿼리 확장의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검색 엔진

사용자 인터페이스

쿼리 파서

movie Zemeckis future

movie zemeckis future

movie Zemeckis future

Back to the Future by
Robert Zemeckis

역색인

계층 1
(입력 계층)

계층 2
(은닉 재귀 계층)

계층 3
(출력 계층)

“movie zemeckis future” OR “Back
to the Future by Robert Zemeckis”

쿼리가
실행된다.

쿼리가
분석된다. 원래 쿼리와 

대안 쿼리가 모두
구문분석되어 실행된다.

신경망이 대안
쿼리를 출력한다.

토크나이저

필터 1

필터 2

필터 3

그림 3.1	 	대안	쿼리	생성

여러분의 목표는 이러한 쿼리 확장 기능을 사용해 다음에 나열한 것처럼 쿼리를 개선하는 것

이다. 

 ■ 결과가 0인 쿼리를 최소화한다. 검색어에 대한 대체 텍스트 표현을 제공하면 더 많이 

적중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이전에는 놓친 적이 있던 검색 결과까지 포함되게 함으로써 재현율(어떤 특정 쿼리로 인해 

나온 검색 결과 대비 관련된 문서들의 비율)을 개선한다. 

 ■ 원래 쿼리에도 일치하고 대안 쿼리에도 일치하는 결과가 많아지게 함으로써 정밀도를 

높인다(이는 대안 쿼리들이 원래 쿼리에 가깝다는 점을 암시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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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으로만 쿼리를 확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접근법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구현될 수 있

다. 이론적으로는 쿼리 확장 모델에서 신경망을 블랙박스로 대체할 수 있었다. (심층) RNN이 출현하기 

전에 자연어 생성을 위한 다른 접근법이 존재했다. 이는 자연어 생성(natural language generation)
이라고 부르는 자연어 처리의 하위 분야다. 이번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재귀 신경망의 불합리한 효

과’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과 간단히 비교해 보이겠다.
23

N O T E

많은 머신러닝 시나리오의 경우와 같이 RNN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기 전에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함께 모델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

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기억하겠지만, 지도학습을 수행하게 할 때면 여러분은 모델이 

특정 입력과 관련된 출력을 어떻게 생산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고리즘에 알려 줘야 한다. 그러

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입력 내용과 출력 내용을 구조화하는 방

법이 달라질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RNN에 입력할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 쓸만한 세 가지 

방법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3.1.2 데이터 준비

쿼리 확장을 구현하기 위해 RNN을 선택한 이유는 RNN이 놀라울 정도로 우수하고 텍스트 

시퀀스 생성에 유연하기 때문이며, 심지어 훈련 데이터에 들어 있지 않은 데도 ‘적절하다고 여

길 만한’ 시퀀스까지 생성해 내기 때문이다. 또한, RNN은 일반적으로 문법, 마르코프 연쇄

(Markov chain) 등을 사용하는 다른 자연어 생성 알고리즘에 비해 조율이 덜 필요하다. 이 모

든 말이 멋지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대안 쿼리를 생성할 때 어떤 일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생성된 쿼리는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컴퓨터 과학에서 너무 자주 그

렇듯이 답은 ... 상황에 따라 다르다! 

여러분이 성취하고 싶은 바를 정의해야 한다. 사용자가 ‘book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인

공지능에 관한 책)’이라는 쿼리를 입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publications from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 분야의 출판물)’나 ‘books dealing with the topic of intelligent 

machines(지능형 기계라는 주제를 다루는 책)’와 같이 의미 정보를 담고 있는 다른 쿼리(또는 문장)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여러분은 이와 같은 대안적 표현이 여러분의 검색 엔진에서 

얼마나 유용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검색 시스템에 인공지능이라는 주제

를 다룬 문서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대안 쿼리를 쓰더라도 검색 결과 목록이 비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완벽하지만 유용하지 않은 대안 쿼리 표현을 생성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대

23  <The Unreasonable Effectiveness of Recurrent Neural Networks>(Andrej Karpathy, May 21, 2015) https://mng.bz/Mx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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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용자 쿼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사용자가 포함하는 정보에 기반한 대체 표현을 제공하거

나, 쿼리 생성 알고리즘이 사용자 데이터가 아닌 색인화된 데이터에서 정보를 얻도록 해서 생

성된 대안 쿼리가 이미 검색 엔진에 있는 내용을 더 잘 반영함으로써, 대안 쿼리로 검색을 한 

경우에 결과가 반환되지 않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실무에서는 사용자가 검색 엔진을 통해 쿼리한 내용 중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여주는 간

단한 코드인 쿼리	로그(query	log)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쿼리 로그를 보면 많은 통

찰력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유사한 의미를 지닌 쿼리들만 제출하는 바람에 정

작 찾으려고 하는 바를 찾지 못하게 되는 때를 확실히 알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검색 항목

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정치, 문화, 패션 뉴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회사를 위한 검색 엔진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나올 법한 쿼

리 로그의 예는 이렇다. 

time: 2017/01/06 09:06:41, query:{"artificial intelligence"}, results:
    {size=10, ids:["doc1","doc5", ...]}
time: 2017/01/06 09:08:12, query:{"books about AI"}, results:
    {size=1, ids:["doc5"]}
time: 2017/01/06 19:21:45, query:{"artificial intelligence hype"}, results:
    {size=3, ids:["doc1","doc8", ...]}
time: 2017/05/04 14:12:31, query:{"covfefe"}, results:
    {size=100, ids:["doc113","doc588", ...]} 
time: 2017/10/08 13:26:01, query:{"latest trends"}, results:
    {size=15, ids:["doc113","doc23", ...]}
...

이것이 검색 엔진의 사용자 활동에 대한 거대한 쿼리 로그의 일부라고 가정해 보자. 이제 여

러분은 이 쿼리 로그(원하는 출력과 관련된 입력의 예제 모음)로부터 훈련	집합(training	set)을 작성

하되, 이 훈련 집합을 구성하는 개별 훈련 사례들은 입력이 쿼리이고 표적 출력이 한 개 이상

의 관련 쿼리가 되게끔 하는 식으로 비슷한 쿼리들끼리 서로 연관되게 해야 한다고 해보자. 

이런 경우에 훈련 집합을 이루는 각 훈련 사례는 입력 쿼리 한 개와 출력 쿼리 한 개 이상으

로 이뤄지게 되며, 실무에서도 이러한 훈련 과제에 쿼리 로그를 사용하는 일이 흔하다. 

 ■ 쿼리 로그는 특정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반영하므로 결과 모델은 실제 사용자

와 데이터에 상대적으로 가깝게 동작할 것이다. 

 ■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하거나 생성하려고 한다면 다른 데이터, 사용자, 도메인 등을 기

반으로 삼아 모델을 다시 훈련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covfefe’라는	쿼리는	100개의	
결과를	반환하고,	처음	두	개의	

결과로	나오는	문서	식별자는	

doc113과	doc5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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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예에서 ‘men clothing latest trends(남성 의류의 최신 동향)’와 ‘Paris fashion week(파리 패

션 주간)’라는 두 가지 관련 검색어가 있다고 해보자. 이 두 검색어를 입력과 출력으로 바꿔서 

신경망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두 쿼리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의 상식에 따르면 파리 패션 주간 행사가 (남녀 모두에게) 의류(패션) 트렌드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질문이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men 

clothing latest trends’ 쿼리의 대안으로 ‘Paris fashion week’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3.2를 참

고하자.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검색 엔진이든 신경망이든 패션이라는 주제에 관해 아무

것도 모르고 그저 입출력 텍스트나 입출력 벡터를 볼 수 있을 뿐이다.

men clothing latest
trends

재귀 신경망

men clothing latest
trends

Paris fashion week

Paris fashion week

Fashion trends

haute couture

계층 1
(입력 계층)

계층 2
(은닉 재귀 계층)

계층 3
(출력 계층)

검색 로그로부터
뽑아낸 유사 쿼리들

그림 3.2	 	쿼리들로부터	학습하기

쿼리 로그의 각 행에는 검색 결과(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치하는 결과를 담은 문서 식별번호들)와 관

련된 사용자 입력 쿼리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게 아니다. 훈

련 사례는 입력 쿼리와 입력과 유사한 하나 이상의 출력 쿼리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망

을 훈련하기 전에 여러분은 검색 로그의 라인을 처리하고 훈련 집합을 만들어야 한다. 데이터

를 조작하고 수정하는 일을 포함한 이러한 종류의 작업을 흔히 데이터	준비(data	preparation) 

또는 전처리(preprocessing)라고 한다. 다소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데이터 준비는 관련된 

머신러닝 과제의 성패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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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에서는 대체 검색어를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할 신경망에서 쓸 수 있게 입력 및 

출력 시퀀스를 선택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유사한 검색 결과 집합을 생성하는 쿼리, 특정 시

간 창에서 같은 사용자의 쿼리, 비슷한 검색어를 살펴보자. 이러한 각 옵션은 신경망이 새로

운 쿼리를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특정한 부수 효과를 만들어 낸다. 

유사한 검색 결과를 만들어 내는 상관관계 쿼리들 

첫 번째 접근 그룹은 관련 검색 결과의 일부를 공유하는 쿼리 그룹이다. 예를 들어, 예제 쿼

리 로그에서 다음을 추출할 수 있다. 

목록 3.1  공유 결과를 사용한 상호 연관 쿼리

query:{"artificial intelligence"} -> {"books about AI", 
    "artificial intelligence hype"}  
query:{"books about AI"} -> {
    "artificial intelligence"}
query:{"artificial intelligence hype"} -> {   
    "artificial intelligence"}
query:{"covfefe"} -> {"latest trends"}   
query:{"latest trends"} -> {"covfefe"}

검색 로그에 나온 문서들을 서로 고유하는 쿼리들끼리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도록 하면 ‘latest 

trends(최신 동향)’라는 쿼리로 ‘covfefe’라는 쿼리를 생성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공지능 관련 쿼리에 대해서도 좋은 대안 쿼리가 제시되는 것처럼 보

인다.

‘latest trends’라는 쿼리에 담긴 latest(최신)라는 말의 의미는 상대적이다. 즉, 어느 날의 최신 동

향은 내일이나 다음 주의 동향과 크게 다를 수 있다. 여러분이 covfefe의 추세가 1주일간 지속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covfefe가 뉴스에 나타난 지 한 달 후에 신경망이 ‘latest trends’에 대한 

대안 쿼리로 ‘covfefe’를 발생시키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다. 검색 엔진 밖에 있는 현실 세계가 

변하면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적어도 이 경우와 같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훈련 

사례를 제거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특정 시간 창에서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발생하는 상관관계 쿼리들

두 번째 잠재적 접근법은 사용자가 작은 시간 창에서 유사한 것을 검색한다는 가정에 의존한

다. 예를 들어, ‘that specific restaurant I went to, but I can’t recall its name(내가 갔던 그 특정 

식당, 하지만 이름을 기억할 수 없다)’을 누군가가 찾는다면 여러분은 동일한 정보의 필요성과 관련

doc1과	doc5를	공유함

doc5를	공유함

doc1을	공유함

doc113을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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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여러 개의 검색을 검색 엔진이 수행하게 할 것이다. 이 방법의 핵심은 쿼리 로그에서 정확

한 시간 창을 식별하여 동일한 정보 요구와 관련된 쿼리를 결과에 관계없이 함께 그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동일한 요구와 관련된 검색 세션을 식별하는 일이 반드시 간단하

지만은 않으며, 이는 검색 로그가 얼마나 유익한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검색 로그가 모든 

사용자에 대한 동시 익명 검색 내용을 간단한 목록 형식으로만 담아 둔 경우라면 단일 사용

자에 의해 수행된 쿼리가 무엇인지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신에 모든 사용자(예: IP 주소)

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검색 주제별로 검색 세션을 식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보기로 든 검색 로그가 단일 사용자로부터 나온다고 가정해 보자. 각 줄의 시간 정보는 처음 

두 쿼리가 2분짜리 창에서 실행되는 반면, 나머지는 오랜 시간 동안 실행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 두 개의 쿼리인 ‘artificial intelligence’와 ‘books about AI’를 연관지

을 수 있고, 다른 질문들은 건너뛸 수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사람들은 출근하는 동안에 기

술적인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서도 대중교통 시간표나 고속도로 교통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세 번째 접근 

방식에서 한 것처럼 쿼리 용어들(즉, 쿼리 항들)을 살펴보지 않고는 의미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쿼리를 구분하기 어렵다. 

유사한 검색 용어들을 담고 있는 상관관계 쿼리들

상관관계가 있는 쿼리들에서 비슷한 용어들을 사용한다면 검색 기능을 구현하기는 어렵다. 하

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간단히 구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목록 3.2와 같이 검색 

로그에서 쿼리의 공통 용어를 찾을 수 있다. 

목록 3.2  검색 용어를 사용한 쿼리 

query:{"artificial intelligence"} -> 
    {"artificial intelligence hype"} 
query:{"books about AI"} -> 
    {}  
query:{"artificial intelligence hype"} -> 
    {"artificial intelligence"}  
query:{"covfefe"} -> 
    {} 
query:{"latest trends"} -> 
    {} 

여기서는 이전 목록과 비교했을 때 볼 수 있듯이 쿼리 결과에 의해 전달된 일부 정보를 잃어

버렸으며, 게다가 훈련 집합이 훨씬 작고 빈약하다. ‘books about AI’를 한번 보자. 이 쿼리는 

	‘artificial’	및	‘intelligence’	용어를	공유함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음	

‘artificial’	및	‘intelligence’	용어를	공유함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음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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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artificial intelligence’와 관련이 있으며, 어쩌면 ‘artificial intelligence hype(인공지능 과대 

평가)’와도 관계가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용어를 일치시키려 한다면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의 줄임말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게 된다. 2장에서 학습했듯이 동의어 확장 기법을 적

용하면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동의어가 확장되는 새로운 검색 로그 라

인을 생성하기 위한 전처리 단계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예제에서 동의어 확장 알고리즘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복합 용어에 ‘AI’라는 용어를 매핑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입/출
력 쌍을 얻을 수 있다. 

목록 3.3  검색어 및 동의어 확장을 사용한 쿼리 

query:{"artificial intelligence"} -> {"artificial intelligence hype"} 
query:{"books about AI"} -> {}
query:{"book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hype"}   
query:{"artificial intelligence hype"} -> {"artificial intelligence"} 
query:{"covfefe"} -> {}
query:{"latest trends"} -> {}

앞서 나온 결과들과 비교해 본다면 새로운 입력 쿼리인 ‘book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에 

의해 생성된 동의어를 사용해 원래 검색 로그에 존재하지 않던 매핑이(대응 관계가) 추가되었다

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괜찮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쿼리별로 각 용어에 대한 동의

어가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WordNet과 같은 대형 사전의 경우에 흔히 그러

하며, 유사도를 활용하는 단어 매장들(예를 들면, word2vec 같은 것들)을 사용해 동의어를 확장할 

때도 그러하다. 더 많은 데이터로 신경망을 훈련하는 것이 대개 바람직하지만, 좋은 결과를 내

려면 데이터의 품질이 좋아야 한다. 이 단계가 시퀀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신경망을 훈련하

는 전처리 단계임을 잊지 말자. 여러분이 별로 말이 되지 않는 텍스트 시퀀스를 신경망에 공

급한다면(어떤 말의 모든 동의어가 모든 가능한 맥락에 잘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거나 전혀 의미가 없는 시퀀스를 생성하게 될 것이다. 

동의어 확장을 사용하려면 있음직한 동의어를 모두 확장해서는 안 된다. 위의 예에 나온 

‘books about AI’처럼 해당 대안 쿼리가 없는 입력 쿼리에 대해서만 동의어를 확장해야 한다. 

색인화한 데이터에서 출력 시퀀스들 선택하기

지금까지 설명한 기법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예: 사용자가 입력한 쿼리로 인한 결과가 너무 적거나 0

인 경우가 많음) 색인화된 데이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실무 시나리오에서 색인화된 

추가	매핑;	‘artificial’과	
‘intelligence	terms’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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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매장을 사용해 검색 결과의 

순위지정하기 

C H A P T E R

이번 장에서 다루는 내용

 ■ 통계적 검색 모델과 확률적 검색 모델 

 ■ 루씬에서 순위 알고리즘 사용 

 ■ 신경 정보 검색 모델 

 ■ 평균 단어 매장을 사용해 검색 결과에 순위지정하기 

2장 이후로 우리는 검색 엔진을 보강할 수 있게 신경망 기반 컴포넌트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컴포넌트는 동의어를 확장하거나 대체 표현을 생성하거나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는 동안 

똑똑한 제안 내용을 제시하는 식으로 검색 엔진이 사용자의 의도를 더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접근법이 보여주듯이 쿼리는 역색인에 저장된 용어와 일치하기 전에 확장되

거나 조정되거나 변환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1장에서 말했듯이 쿼리를 이루는 용어들을 쿼

리에 일치하는 문서를 찾는 데 사용한다.

검색	결과(search	results)라고도 하는 이 일치 문서는 입력 쿼리와 일치할 것으로 예측되는 정도

에 따라 정렬된다. 결과를 분류하는 이 작업을 순위지정(ranking) 또는 점수	매기기(scoring)라고 

한다. 순위지정 함수는 검색 결과의 연관도(relevance,	또는	관련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검색 엔진의 정밀도(precision)가 높아진다는 뜻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가장 관련성이 

깊고 중요한 정보부터 수신하게 된다. 순위를 바르게 지정하는 일은 한꺼번에 다 이뤄지는 과

정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뤄져 가는 과정이다. 실무에서는 기존 순위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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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순위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기존 순위지정 함수와 새로운 순위지정 함수를 조합해 사

용하게 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사용자가 찾고 있는 내용, 쿼리 작성 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해 해당 항목을 미세하게 조정해야 한다.

이번 장에서 여러분은 일반적인 순위지정 함수, 정보 검색 모델 그리고 검색 엔진이 어떤 것

을 먼저 보여줄지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런 다음에 필자는 텍스트(단어, 문장, 문서 

등)의 조밀 벡터 표현을 사용해 검색 엔진의 순위지정 함수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보여주려 한

다. 매장(embeddings)이라고도 알려진 이러한 텍스트 벡터 표현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문서

를 더 잘 일치시키고 채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순위지정 함수를 도울 수 있다. 

5.1 순위지정의 중요성

한동안 인터넷에 떠도는 다소 우스운 밈(meme)은 ‘시체를 숨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구글 검

색 결과의 두 번째 페이지다’였다. 물론, 이것은 주로 웹 검색(웹사이트에서 페이지와 같은 내용을 

검색)과만 관련된 허풍스런 문장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문장은 검색 엔진이 관련 결과를 잘 

반환할 것으로 사용자들이 크게 기대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사용자가 결과 페이지의 2페이지 

단추를 아래로 스크롤해 클릭하기보다는 차라리 쿼리를 더 적절하게 작성하는 편이 덜 수고

스럽다. 여기서 말한 밈을 ‘첫 페이지에 나타나지 않는 검색 결과는 사실상 연관도(관련성)가 없

는 결과다’는 말로 다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왜 연관도가 중요한지 

말해 준다. 여러분은 다음을 가정할 수 있다. 

 ■ 사용자는	게으르다(users	are	lazy).	사용자는 검색 결과가 좋은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굳

이 아래로 스크롤하거나 두세 개 이상의 결과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수천 개의 결

과를 반환한다고 해도 쓸모가 없을 때가 있다.

 ■ 사용자는	무지하다(users	are	uninformed).	사용자는 검색 엔진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

동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쿼리를 작성하면 좋은 결과를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검색 엔진의 순위지정 함수가 잘 작동하면 상위 10~20개의 결과를 반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도 만족하게 될 것이다. 사용자가 일치하는 문서를 모두 검색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접

근 방식이 검색 엔진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그러나 연관도 문제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여러분이 궁금해 할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한 개 또는 두 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작은 검색 결과 집합을 명확하게 식별해 내는,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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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리가 있는 경우에 연관도 문제는 덜 명백하다. 위키백과 페이지를 검색하기 위해 구글에서 

수행한 모든 검색 쿼리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Bernhard Riemann(베른하르트 리

만)을 설명하는 페이지를 찾고 싶다고 상상해 보라. en.wikipedia.org라는 URL을 입력해 나온 

위키백과 텍스트 상자에 Bernhard Riemann을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얻

으려면 귀찮다. 구글 검색 상자에 Bernhard Riemann을 입력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르며, 첫 번

째 페이지의 첫 번째나 두 번째 검색 결과에 위키백과 페이지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바로 독자 자신)이 무엇을 되찾고 싶은지를 미리 알고 있는 예다(여러분은 게으르지만 원하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인물을 검색할 때 검색 엔진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경우는 드물다. 리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에는 관심이 없지만, 대

신에 왜 그의 작품이 여러 다른 과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이해하고 싶어하는, 학부 

과정 수학을 전공하는 어떤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특정 

자료를 미리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필요한 자료의 유형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에 기초해 쿼리

를 입력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은 the importance of Bernhard Riemann works(베른

하르트 리만 저작물의 중요성)이나 Bernhard Riemann influence in academic research(학술 연

구에서의 베른하르트 리만의 영향력)와 같은 질문을 입력해 넣을 수 있다. 여러분이 구글에서 이 

두 개의 쿼리를 직접 실행한다면 다음을 알 수 있다. 

 ■ 각 쿼리별로 검색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두 경우에 나타나는 검색 결과는 서로 순서가 다르다. 

특히, 이 책을 쓰는 시점에서 첫 번째 쿼리로 인해 위키백과 페이지가 첫 번째 결과로 표시된 

반면, 두 번째 쿼리의 첫 번째 결과는 ‘herbart’s influence on bernhard riemann(헤르바르트가 

베른하르트 리만에게 끼친 영향)’이었다. 이는 사용자가 의도한 바와 다르므로 다소 이상한 검색 

결과다. 학생이 알고 싶어한 것은 리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였기 때문이

다. 오히려 두 번째 결과로 나온 ‘riemann’s contribution to differential geometry(리만이 미분 기

하학에 기여한 내용)’가 훨씬 더 사용자의 의도에 들어맞는다. 이와 같은 점을 통해 검색 결과에 

순위를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제 쿼리의 생애주기 동안에 순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자(그림 5.1 참고).

1. 사용자가 작성한 쿼리가 구문분석되어 일련의 용어 절들(즉, 인코딩된 쿼리)로 나뉘어 구

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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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코딩된 쿼리는 검색 엔진 데이터 구조에 반하여 실행된다(각 용어에 대해, 즉 역색인 테

이블 안의 룩업이 수행됨). 

3. 일치된 문서를 수집해 순위지정 함수에 전달한다. 

4. 순위지정 함수가 각 문서에 점수를 매긴다. 

5. 일반적으로 검색 결과 목록은 그러한 문서들로 구성되며, 점수에 맞춰 내림차순으로 

정렬된다(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가 제일 먼저 표시된다). 

순위지정 함수는 검색 결과를 여러 개 가져와서 입력 쿼리에 대한 중요도를 나타내는 점수 값

을 각 검색 결과에 할당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서가 더 중요하다. 

또한, 결과에 순위를 매길 때 똑똑한 검색 엔진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사용자	이력(user	history): 사용자의 과거 활동을 기록하고 순위를 매길 때 감안한다. 예

를 들어, 과거 쿼리에서 반복되는 용어는 특정 주제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주제를 다룬 검색 결과에 더 높은 순위를 매겨야 한다. 

 ■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user’s	geographical	location): 사용자의 위치를 기록하고 적절한 언

어로 작성된 검색 결과의 점수를 높인다. 

쿼리가
실행된다.

Bernhard Riemann
influence in

academic research

쿼리 파서
토큰화

필터

필터

docld = 215

순위 검색 결과가 반환된다.

 순위지정 함수

docld = 233

역색인

검색 결과 목록이
반환된다.

bernhard OR riemann
OR influen OR academ
OR research

결과가
순위지정된다.

쿼리가 절로
변환된다. 

그림 5.1	 	쿼리,	검색,	순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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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기에	따른	정보	변화(temporal	changes	in	information): 3장에 나온 ‘latest trends(최신 동

향)’라는 쿼리를 다시 떠올려 보자. 이러한 쿼리는 ‘latest’ 및 ‘trends’라는 단어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서(더 최신 정보)의 점수를 높여야 한다. 

 ■ 있음직한	모든	맥락에	대한	단서(all	possible	context	clues): 쿼리에 더 많은 맥락을 제공하

기 위한 신호를 찾자. 예를 들어, 검색 로그를 보고 쿼리가 이전에 수행되었는지 확인

한다. 이 경우에 검색 로그의 다음 쿼리를 확인하여 공유 결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더 

높은 순위를 지정한다.

이제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가자. 검색 엔진은 주어진 쿼리와 관련해 검색 결과의 순

위를 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5.2 검색 모델

지금까지 문서를 입력으로 삼고 문서의 연관도를 나타내는 점수 값을 생성하는 함수를 사용

해 문서의 순위를 매기는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실제로 순위지정 함수는 정보	검색	모델

(IR	모델,	information	retrieval	model)의 일부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모델은 검색 엔진이 정보 필

요성과 관련해 관련 결과를 제공하는 전체 문제를 다루는 방법(즉, 쿼리 구문 분석에서 시작해 검

색 결과의 일치 여부를 따져 보고, 검색하고, 순위를 지정하는 등의 모든 일)을 정의한다. 모델이 필요

한 이유는 검색 엔진이 쿼리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른 채로 정확한 점수를 제공하는 순위지정 

함수를 생각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riemann -influenced influencing’과 같은 쿼리에

서 ‘riemann’과 ‘influencing’이라는 단어가 모두 포함된 문서의 경우에 결과의 최종 점수는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에 대한 점수를 조합한 것이어야 하지만(점수 = 점수(riemann)\+ 점수

(influencing)), ‘riemann’이라는 용어에는 필수 제약 조건(\+ 부호)이 따르므로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단어인 ‘influencing’보다 높은 점수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검색 엔진이 쿼리와 관련해 문서의 연관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검색 엔진의 배경을 이

루는 설계와 기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1장 이래로 우리는 텍스트가 검색 엔진에 입력되면 

분석되어 토크나이저 및 토큰 필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청크로 분할된다고 추정해 왔다. 

이 텍스트 분석 사슬은 게시	목록(posting	list,	또는	‘포스팅	목록’)이라고도 하는, 결국 역색인이 

되는 용어들을 생성한다. 키워드별 검색 사용 사례는 용어와 일치하는 문서를 효율적으로 검

색하기 위해 목록을 게시하는 데 동기를 부여했다. 마찬가지로 쿼리-문서 쌍의 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시스템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위지정 함수는 게시 목록에 용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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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없는 경우보다 색인된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해야 할 수 있다. 통계	모델

(statistical	models)이라 불리는, 널리 사용되는 검색 모델 세트는 특정 문서와 전체 문서 집합

에 일치하는 용어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에 따라 특정 문서의 순위를 결정한다. 

이전 장들에서 우리는 이미 쿼리와 문서 간의 단순한 용어 일치 여부를 따져 보는 수준은 넘

어섰다. 우리는 동의어 확장 기술을 사용해 동의어인 용어들을 생성하는 일까지도 해보았다. 

예를 들어, 검색 시 사용자가 단어 수준에서 동일한 것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확장했

다. 사용자가 입력한 원래 쿼리 외에 새로운 대안 쿼리를 생성해 3장에서 이 접근 방식을 확장

했다. 

이 모든 작업의 목표는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검색 엔진을 만드는 것이었다.

 ■ 동의어	확장의	경우(synonym	expansion	case): 여러분이 ‘hello’를 입력하든 ‘hi’를 입력하

든 간에 말하는 의미가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 

 ■ 대안	쿼리	확장의	경우(alternative	query	expansion	case): 여러분이 ‘latest trends’을 입력하

면 철자는 다르지만 원본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대안 쿼리가 표시된다. 

이런 작업에 대한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쿼리와 색인화된 용어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도 특정 쿼리와 관련이 있는 문서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의어 표현과 대안 쿼리 표현 

덕분에 문서 용어와 일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관련 쿼리 용어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방

법들은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나 쿼리를 사용해 문서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한다. 이

상적으로는 검색 엔진이 쿼리 문서의 용어에 일치하는 검색 결과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용

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상적인 검색 엔진이라

면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결과를 용어에 일치하는 것만으로 다시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미론적 이해 능력이 뛰어난 검색 엔진을 만들기는 어렵다. 여기서 보듯이 딥러닝에 기반을 

둔 기술들이 평범한 쿼리 문자열과 실제 사용자 의도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가 seq2seq 모델을 살피는 중에 3장에서 잠깐 다뤘던 생

각	벡터(thought	vector)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 생각 벡터를 단순한 용어 일치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좋은 검색 모델은 의미론을 감안해야 한다. 상상할 수 있듯이 이 의미론적 관점은 순위를 지

정한 문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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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TM 망에 의해 생성된 대안 검색어 중 하나에 일치하는 검색 결과에 순위를 매길 때 

이 문서의 점수를 원래 사용자 검색어와 일치하는 문서와 다르게 점수를 매겨야 할까? 

 ■ 딥러닝(예: 생각 벡터)을 통해 생성된 표현을 사용해 사용자 의도를 파악할 계획이라면 

결과를 검색하고 순위를 매기는 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우리는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관해 탐사를 시작해 보겠다. 

 ■ 더 전통적인 검색 모델

 ■ 신경망을 통해 학습된 텍스트의 벡터 표현을 사용하는 기존 모델 확장(이것은 우리의 주

요 초점이 될 것이다) 

 ■ 순수하게 심층 신경망에 의존하는 신경 IR 모델 

5.2.1 TF-IDF와 벡터 공간 모델

1장에서는 용어빈도-역문서빈도(TF-IDF)와 벡터 공간 모델(VSM)을 말했다. 그것들을 살펴봄으

로써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자. 순위지정 함수의 기본 목적은 쿼리 문서 쌍에 점수

를 할당하는 것이다. 쿼리와 관련하여 문서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쿼리 및 문

서 용어에 대한 통계를 계산하고 가져오는 것에 기초한다. 그러한 검색 모델을	정보	검색을	위

한	통계	모델(statistical	models	for	information	retrieval)이라고 한다. 

여러분에게 ‘bernhard riemann influence’라는 쿼리와 이 검색 결과로 나온 두 가지 문서인 

document1 = ‘riemann bernhard - life and works of bernhard riemann’(문서1 = ‘리만 베른하

르트: 베른하르트 리만의 생애와 저작물’) 그리고 document2 = ‘thomas bernhard biography - bio 

and influence in literature’(문서2 = ‘토마스 베른하르트 전기: 생애와 문학에 끼친 영향’)가 있다고 하

자. 쿼리와 문서는 둘 다 용어들로 이뤄져 있다. 그중 어느 것이 일치하는지를 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관찰할 수 있다.

 ■ 문서1은 ‘riemann’과 ‘bernhard’라는 용어와 일치했다. 두 용어가 두 번 다 일치했다. 

 ■ 문서2는 ‘bernhard’와 ‘influence’라는 용어와 일치했다. 두 용어가 모두 한 번 일치

했다. 

 ■ document1의 용어빈도는 각 일치 항에 대해 2이고, document2의 두 일치 항에 대한 

용어빈도는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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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rnhard’의 문서빈도는 2이다(두 문서에 모두 표시된다, 단일 문서에서 반복 발생을 계산하지 

않는다). ‘riemann’의 문서빈도는 1이고, ‘influence’의 문서빈도는 1이다. 

용어빈도와 문서빈도 

때때로 통계 모델은 용어빈도와 문서빈도를 결합해 쿼리 시 문서의 연관도에 대한 측도(measure, 또

는 측정지표)를 제시한다. 이러한 계량(metrics, 즉 계량기준)을 선택하는 근거는 용어에 대한 빈도와 통

계를 계산하면 각 용어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문서에 나타나

는 쿼리 용어의 수는 문서가 해당 쿼리에 얼마나 관련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이것이 용어빈도(term 

frequency)다. 반면, 색인 데이터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용어는 흔한 용어보다 더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여겨진다(‘the’와 ‘in’과 같은 용어는 대개 너무 흔하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다). 모든 색인화된 문서 내에서 용어

의 빈도를 문서빈도(document frequency, 또는 ‘문헌빈도’)라고 한다. 

각 일치 항목의 모든 용어빈도를 합하면, 점수는 문서1의 경우는 4이고, 문서2의 경우는 2다. 

내용이 ‘riemann hypothesis - a deep dive into a mathematical mystery(리만 가설: 수학적 신비

에 깊이 빠져 들기)’인 문서3을 추가해 같은 쿼리에 대해 점수를 매겨 보자. 문서3은 ‘riemann’이

라는 용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점수가 1이다. 문서3이 비록 리만의 영향력과 관련되지는 않지

만, 문서3이 문서2보다 사용 목적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순위를 표현하는 더 좋은 방법은 문서빈도의 로그로 나눈 용어빈도의 로그 합계를 사용해 각 

문서를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이 유명한 가중치 부여 방식을 TF-IDF라고 부르며, 그 식은 다

음과 같다. 

가중치(용어) = (1 + log(tf(용어))) * log(N/df(용어))

여기서 N은 색인화된 문서의 수를 나타낸다. 새로운 문서3이 추가되면서 ‘riemann’이라는 용

어의 문서빈도는 현재 2가 된다. 각 일치 용어를 이전 방정식을 사용해 각 TF-IDF를 추가하

고 다음 점수를 얻자. 

점수(문서1) = tf-idf(riemann) \+ tf-idf(bernhard) = 1.28 \+ 1.28 = 2.56 

점수(문서2) = tf-idf(bernhard) \+ tf-idf(influence) = 1 \+ 1 = 2 

점수(문서3) = tf-idf(rieman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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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IDF를 바탕으로 한 점수 매기기는 순수한 용어빈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문

서(예: 문서2)는 다소 연관도가 있는 문서(예: 문서3)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점을 여러분은 

방금 목격했다. 이는 이전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검색 모델에서 쿼리 의도에 대한 의미적 

이해가 누락된 경우다.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벡터를 여러 번 접해 보았다. 정보 검색에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새로

운 생각은 아니다. VSM은 쿼리와 문서를 벡터로 표현하고 TF-IDF 가중치 체계에 기반하여 얼

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한다. 각 문서는 색인의 기존 용어 수와 같은 크기의 1차원 벡터로 나타

낼 수 있다. 벡터에서 각 위치는 해당 용어의 TF-IDF 값과 동일한 값을 갖는 용어를 나타낸다. 

또한, 용어로 구성되기 때문에 쿼리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유일한 차이점은 용

어빈도가 로컬(쿼리에 나타나는 쿼리 용어의 빈도)이거나 색인(색인화된 데이터에 나타나는 쿼리 용어의 

빈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면 문서 및 쿼리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단어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손실되므로 표 5.1에서와 같이 모든 문서 또는 쿼리가 단어의 모음집으로 표시되

기 때문에 이 표현을 단어	주머니(bag-of-words)라 한다.

표 5.1  단어 주머니 표현

용어 bernhard bio dive hypothesis in influence into life mathematical riemann

doc1 1.28 0.0 0.0 0.0 0.0 0.0 0.0 1.0 0.0 1.28

doc2 1.0 1.0 0.0 0.0 1.0 1.0 0.0 0.0 0.0 0.0

doc3 0.0 0.0 1.0 1.0 0.0 0.0 1.0 0.0 1.0 1.0

‘bernhard riemann influence’와 ‘riemann influence bernhard’의 벡터는 정확히 동일하다. 두 

쿼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과, 첫 번째 쿼리가 두 번째 쿼리보다 더 의미 있는 쿼리라는 점이 포

착되지 않는다. 이제 문서와 쿼리가 벡터 공간에 표시되므로 입력 쿼리와 가장 일치하는 문서

를 계산하자. 각 문서와 입력 쿼리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계산해 각 문서의 

최종 순위를 계산하자. 코사인 유사도는 문서와 쿼리 벡터 사이의 각도의 크기를 측정한 것이

다. 그림 5.2에는 ‘bernhard’와 ‘riemann’이라는 용어만 감안하는 (간단한 2차원) 벡터 공간에서 

입력 쿼리, 문서1 및 문서2에 대한 벡터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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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하르트

리만

문서2

쿼리

 문서1

그림 5.2	 	코사인	유사도

쿼리 벡터와 문서 사이의 유사도는 두 벡터 사이의 기존 각도를 보고 평가한다. 각도가 작을

수록 두 벡터가 유사하다. 이것을 표 5.1의 벡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유사도 점수가 부여

된다.

cosineSimilarity(query,doc1) = 0.51
cosineSimilarity(query,doc2) = 0.38
cosineSimilarity(query,doc3) = 0.17

단지 세 개의 문서만으로도 결과 벡터의 크기는 10이다(열 수는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수와 같

다). 프로덕션 시스템에서는 이 값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 단어 주머니 표현의 한 

가지 문제는 벡터의 크기가 기존 용어의 수(색인화된 문서에 포함된 모든 구별되는 단어)에 따라 선

형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word2vec에서 생성된 것과 같은 단어 벡터가 단어 주머

니 벡터보다 더 나은 또 다른 이유다. word2vec 생성 벡터는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 검색 엔진

의 용어 수에 따라 증가하지 않으므로 사용 시 자원 소비량이 훨씬 적다(word2vec에서 생성된 

벡터는 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어 의미를 파악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VSM과 TF-IDF는 때때로 사용되며, 많은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