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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의 저는 과학책을 많이 읽던 아이였습니다. 과학잡지를 주로 읽었고, SF소설과 SF영

화도 좋아했습니다. <바이센테니얼 맨>부터 <A.I.>, <스타트랙>, <스타워즈>... 제가 자라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보았고 마음껏 상상했습니다. 이 상상의 영역 대부분에는 인공지능이 있

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될 때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익히고 컴

퓨터과학에 대해서도 더 깊이 배울 기회가 생겼습니다. 상상했던 인공지능과 학문으로서의 

인공지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욱 더 공부해 보고 싶다는 열망이 싹텄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몇 개의 인공지능 수업도 들었고, 기회가 되어 오픈소스 코드도 뜯어보고 기여할 기회가 생

겼습니다. 

그러다 번역자로서의 기회가 주어져서 처음으로 출판할 기회를 얻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픈소스 책과 딥러닝 공부를 하며 몇 개의 글을 번역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시작했지만, 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어 선택부터 고민해야 했고, 그리고 한 단어를 

바꿀 때도 책 전체의 모든 단어를 바꿔야 했습니다. 제가 번역한 문장도 마음에 들지 않은 

구석이 있었을 뿐 아니라 유럽인 개발자들이 쓴 책이어서 그런지 원문에서도 어법이 틀린 문

장이 많이 보였고, 잘 쓰이지 않는 단어들도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옮긴이 머리말

xi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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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옮긴이 머리말

더군다나 딥러닝 열풍이 불며 엄청난 양의 연구가 쏟아지는 만큼 새로운 용어와 흔치 않은 

단어들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컴퓨터과학 분야가 아닌 신경과학, 물리학 등에서도 차용한 단

어나 문장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용어 선택 시에는 관련 분야의 저명한 글과 학

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통계학회) 등의 표준 관례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출판사와 에디터

도 많은 고민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논의 끝에 적절치 않다면 책의 독자층(프로그래밍 언어

를 사용하여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을 생각하여 각 논문과 학술지에서 많이 보이는 가장 익숙한 

용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권의 포스트들을 보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 가장 익

숙한 단어는 영문이라고 생각하여 영문을 그대로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

에 베타리더들과 출판사 관계자, 그리고 그 외 여러 사람의 직접적인 피드백과 도움을 통해 

이 책이 드디어 국내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시점이 되었네요. 감개가 무량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은 새로운 학문은 아닙니다. 역사를 톺아보면 컴퓨터의 역사만큼이나 

인공지능의 역사가 깊을 겁니다. 현대 컴퓨터과학의 아버지인 앨런 튜링도 인공지능을 다루었

으니 꽤 오랜 시간 동안 연구의 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학문만큼 성장의 시기를 많

이 지나간 분야도 없었던 듯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인공지능에 투자가 많이 된다며 언

론에서 요란스럽게 다루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세간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졌던 기

억도 나네요. 투자가 완전히 줄어들었고, 연구 실적이나 연구의 진전이 거의 없었던 칼바람이 

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와 막연한 두려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

만 가장 혹독한 겨울이라 불리는 1990년대~2000년대 말까지의 긴 겨울을 거치고 맞이한 지

금이 인공지능 연구가 가장 빛나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보다는 딥러닝에 대해 집중합니다. 인공

지능 역사상 가장 큰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크게 일조한 분야입니다. 딥러닝도 이제는 

연구 분야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 책은 딥러닝의 기초부터 다양한 응용 분야까지 다룹니

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덕트까지 적용하여 배포하는 것까지 다룹니다. 저도 그랬었지만, 딥

러닝을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면 보통은 뉴럴 네트워크와 히든 레이어를 여러 겹 쌓는 

곳까지는 쉽게 학습하지만, 그 이후에는 막막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런 분들

에게 적절한 방향을 알려줍니다. 영상 인식과 음성 생성 및 단어 생성 등에 딥러닝을 적용해 

보기도 하고, 어릴 적 즐겼던 아케이드 게임에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더 깊게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를 알려주기에는 충분한 책입니다. 각각의 

전문 분야에 맞추어 더 많은 학습에 대한 발화점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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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또 한 번의 성장을 거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책들에 비해 수식도 많고 익숙하

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책을 읽으며 딥러닝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세계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번역 기간을 함께 해 주었던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

고 싶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아직 저는 인고의 기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먼저, 제게 

번역의 기회를 제안해 주신 누구보다 감사한 제이펍의 장성두 대표님,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보시며 문장을 몇 번이고 다듬어 주셨던 안종군 실장님과 손을 보태어 빠르고 훌륭하게 책

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출판사 분들께 무한한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창업했

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번역하느라 챙기지 못했던 최고의 동료인 회사의 팀원들과 박병규 

님께 죄송함과 감사함을 드립니다. 긴 겨울밤을 같이 지새워 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 몇 

번의 겨울을 응원하며 기다려 주신 부모님과 누나에게도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이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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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까지도 딥러닝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관심을 넘어 실제로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매일 딥러닝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

다. 이 책은 많은 예제와 실제 사용 사례를 활용하여 딥러닝이라는 주제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여러분은 정확도를 높이는 예측과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리된 정보를 배우게 될 것이다. 

중요한 머신러닝 개념을 간단하게 훑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scikit-learn을 활용해 바로 딥러

닝 개념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테아노(Theano), 케라스(Keras), 구글의 텐서플

로(TensorFlow), H2O와 같은 최신 라이브러리도 함께 배울 것이다. 패턴 인식의 문제들을 해

결해 볼 것이고, 더 나은 정확도를 위해 데이터의 양을 키워도 볼 것이며, 다양한 딥러닝 알

고리즘과 기술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볼 것이다. 딥러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배우고 싶거나 

딥러닝이라는 엄청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고 싶은 분이라면, 원하는 모든 것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주요 내용

1장, 머신러닝 – 소개: 기존의 여러 머신러닝 접근법과 방법을 소개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파이썬으로 만든 유명한 머신러닝 오픈소스 패키지인 scikit-

learn을 소개한다. 

이 책에 대하여

xiv 이 책에 대하여

P y t h o n  D e e p  L e a r n i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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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y t h o n  D e e p  L e a r n i n g
2장, 뉴럴 네트워크: 정식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소개할 것이다. 뉴럴 네트워크가 어

떻게 동작하는지 깊게 살펴볼 것이다. 또, 어떻게 많은 레이어를 쌓아서 피드 포워드 네트워

크(feed-forward neural networks)를 만드는지 알아볼 것이다. 

3장, 딥러닝 기초: 딥러닝을 이해하고 딥러닝이 딥 뉴럴 네트워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

펴본다. 

4장, 비지도 특징 학습: 가장 유명하고 널리 사용하는 비지도 학습법인 오토인코더(Auto-

encoders)와 제한적 볼츠만 머신(Restricted Boltzmann Machines, RBM)을 소개한다. 

5장, 이미지 인식: 시각을 인식하는 세포가 동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소개하고 작동 방법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6장, 순환 뉴럴 네트워크와 언어 모델: 언어 모델링이나 음성 인식 등 많은 부분에서 기대할 

만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7장, 보드 게임에서의 딥러닝: 체커나 체스와 같은 보드 게임을 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종

류의 도구를 다룬다.

8장, 컴퓨터 게임에 딥러닝 적용하기: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인공지능에게 복잡한 문제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9장, 변칙 탐지: 아웃라이어 탐지와 변칙 탐지의 다른 점과 비슷한 점들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상의 사기꾼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실생활 애플리케이션 규칙에서 벗어났을 때의 

위험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빠르고 자동화된 탐지 시스템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10장, 모든 게 준비된 침입 탐지 시스템 만들기: 스케일링 가능한 분산 시스템을 만든다. 또

한, 제품 배포를 위해 징검다리로 사용하는 H2O 라이브러리를 소개한다. 스파크와 맵리듀

스를 이용하여 딥러닝 네트워크 훈련 방법을 배운다. 또한, 훈련이 잘 되기 위해 수렴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조정 학습 기법들의 사용법을 살펴보고, 매우 중요한 모델을 검증하는 

방법과 앤드 투 앤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본다. 

이 책을 읽기 위한 준비물

윈도우, 리눅스, 매킨토시와 같은 OS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잘 따

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P y t h o n  D e e p  L e a r n i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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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nsorflow  

 ■ Theano

 ■ Keras

 ■ Matplotlib

 ■ H2O

 ■ scikit-learn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기본적인 머신러닝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데이터 과

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또한, 미분과 통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수학

적 배경을 가지고 사람이라면 더 좋다. 

표기 규칙

이 책에서는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에 따라 몇 가지 텍스트 스타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예시들과 함께 이 예시들의 스타일을 살펴보고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코드 블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X_train, Y_train), (X_test, Y_test) = cifar10.load_data()
X_train = X_train.reshape(50000, 3072)
X_test = X_test.reshape(10000, 3072)
input_size = 3072

코드 블록에서 일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면 관련된 줄이나 아이템에 진하게 표시를 할 것이다. 

def monte_carlo_tree_search_uct(board_state, side, number_of_rollouts):  
    state_results = collections.defaultdict(float) 
    state_samples = collections.defaultdict(float)

커맨드-라인에서 입력할 때와 결과로 나오는 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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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clone https://github.com/fchollet/keras.git
cd keras
python setup.py install

새로운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나 중요한 단어는 이 문장처럼 고딕체로 표현할 것이다. 

경고 내용이나 중요한 노트는 박스 표시를 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팁이나 요령들은 이렇게 표시한다.  

독자 피드백

독자들의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한다. 이 책에 대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의 생

각을 알려주면 좋겠다. 독자들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대부분의 피드백은 다음 

책을 더 잘 만들게 도와준다. 

우리에게 일반적인 피드백을 주고 싶다면 간단히 feedback@packtpub.com(출판사주_한국어판 

독자들은 ddanggle.y@gmail.com이나 readers.jpub@gmail.com)으로 메시지 안에 책 제목을 넣어

서 보내주면 된다. 

예제 코드 다운로드

이 책의 예제 코드는 http://www.packtpub.com에 가입한 계정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출

판사주_한국어판 독자들은 https://github.com/Jpub/Valentino_Zocca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이 책을 

어디에서 구매했든 http://www.packtpub.com/support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이메일로 바로 

전송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코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웹사이트에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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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단에 있는 ‘SUPPORT’ 탭에 마우스를 갖다 댄다.

 ■ ‘Code Downloads & Errata’를 클릭한다. 

 ■ 검색창에 책 이름을 검색한다.

 ■ 코드 파일을 다운로드받고자 하는 책을 선택한다. 

 ■ 드롭다운 메뉴에서 책을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선택한다.

 ■ ‘Code Downloads’를 클릭한다.

Packt 출판사의 책 소개 페이지에서 ‘Code Files’ 버튼을 클릭해서 코드 파일들을 다운로드받

을 수도 있다. 검색창에 책을 검색해서 이 상세 페이지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Packt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한다. 

다운로드를 하고 나면 아래의 압축 파일을 풀어야 한다.  

 ■ WinRAR / 7-Zip for Windows 

 ■ ZIpeg / iZip / UnRarX for Mac

 ■ 7-zip / PeaZip for linux

이 코드 묶음들은 또 깃헙에도 올라가 있다. https://github.com/PacktPublishing/Python-

Deep-Learning 그리고 다른 책들과 비디오 등 풍부한 카탈로그 등 코드 묶음들도 https://
github.com/PacktPublishing/에 있으니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이 책의 이미지 다운로드하기 

스크린샷이나 도표들의 칼라 이미지들이 있는 PDF 파일 또한 제공하고 있다. 칼라 이미지

들은 결과값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https://www.packtpub.com/sites/default/files/downloads/PythonDeepLearning_

ColorImages.pdf(출판사주_한국어판 독자들은 책의 모든 그림과 표를 https://github.com/Jpub/

Valentino_Zocca에서 받을 수 있다). 

정오표

이 콘텐츠의 정확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수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 책의 오

탈자나 코드 등에서의 실수를 찾는다면 알려주면 고맙겠다. 알려준다면 다른 독자들이 당혹

해하지 않을 것이고, 이 책의 다음 버전에서는 수정될 것이다. 만약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

파이썬딥러닝.indb   18 2018. 12. 4.   오후 9:56



xix이 책에 대하여

다면 http://www.packtpub.com/submit-errata(출판사주_한국어판 독자들은 http://www.jpub.kr의 

이 책 소개 페이지에 있는 ‘정오표 페이지’)에 방문해서 책을 선택하고 오탈자 신청 폼 링크를 클릭

한 후,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 보내주기 바란다. 만약 오탈자 등이 확인되면 알려

주신 부분이 승인될 것이고, 정오표가 반영되어 웹사이트에 새로 등록되거나 이미 있는 같은 

섹션의 정오표 부분에 추가될 것이다. 

이전의 정오표들을 확인하고 싶다면 https://www.packtpub.com/books/content/support에 

와서 검색창에 책 이름을 검색하기 바란다. 정오표 하단에서 해당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에 대하여

발렌티노 조카(Valentino Zocca) 

로마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였고,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심플렉틱 기하학으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후 연수 과정은 파리에서 보냈고, 이후 워싱턴에서 첨단 기술 프로

젝트에 참여했다. 그리고 보잉에 인수된 오토메트릭(Autometric)에서 3D 시각화 소프트웨어를 

만들며 디자인과 개발에 관련된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보잉에서는 하둡을 사용해서 다양한 

수학 알고리즘과 예측 모델을 만들고, 인공위성의 영상 자동 시각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독립 컨설턴트 자격으로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사용한 연구를 진

행했으며, 밀라노와 뉴욕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관한 세미나를 자주 열었다. 지금은 프리

랜서 컨설턴트로서 뉴욕의 큰 금융회사에서 경제 모델을 보완하고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사용

하여 예측 모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틈틈이 가족과 친구를 만나러 로마와 밀라노로 

여행을 자주 떠난다.

지안마리오 스파카냐(Gianmario Spacagna) 

IoT 센서와 원격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업무와 무선 접속 자동차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시니어 데이터 과학자다. 주로 타이어 엔지니어, 경영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하이브리드 운전

과 빅데이터 기반의 무인자동차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만들고, 머신러닝 시스템

과 데이터 제품에 적용할 엔드-투-엔드 솔루션도 만든다. datasciencemanifesto.org를 함께 

작성했고, 밀라노의 데이터 사이언스 밋업 커뮤니티(datasciencemilan.org)도 만들었다. 지속 가

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규칙을 만들고 즐겁게 실행할 수 있는 일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터

린의 폴리테그닉에서 무선통신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스톡홀름의 왕립공과대학교에서 분

파이썬딥러닝.indb   19 2018. 12. 4.   오후 9:56



xx 이 책에 대하여

산 시스템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다. 피렐리사에 오기 전에 바클레이스

(Barclays) 은행에서 소매업 및 비즈니스 뱅킹 업무, 시스코에서 사이버 보안, 아질온(AgilOne)

에서 예측 마케팅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다니엘 슬레이터(Daniel Slater)

11살 때부터 1인칭 게임인 Quake의 개발 모드에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다. 게임을 무척 좋

아해서 게임 개발자가 되었고, ‘챔피언십 매니저(Championship Manager)’를 만들어서 히트시켰

다. 그리고 금융업계로 이직하여 리스크 관리 업무와 고성능 메시지 시스템을 개발했다. 지

금은 스킴링크(Skimlinks)에서 빅데이터를 다루며 온라인에서의 사용자 행동을 분석하는 시니

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취미로, 인공지능을 훈련시켜 게임하는 일을 즐긴다. 기술 콘퍼

런스에 딥러닝과 강화학습에 관하여 여러 번 발표한 적이 있다. 블로그는 www.danielslater.

net이고, 수행한 일과 연구 활동은 구글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고 다이어그램까지 제공해 준 나의 아내 주디 콜로(Judio Kollo)

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아들 데이비드(David)와 어머니 캐서린(Catherine), 아버지 돈

(Don)에게도 감사드린다.

피터 로런츠(Peter Roelants)

KU루벤에서 인공지능으로 컴퓨터과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미지 분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정보 추출 등의 여러 문제에 딥러닝을 적용하는 일을 했으며, 지금은 온피도(Onfido)에

서 ‘공문서로부터 데이터 추출’을 연구하는 팀을 이끌고 있다.

리뷰어에 대하여 

막스 품플라(Max Pumperla)

딥러닝과 딥러닝 응용 분야를 연구하는 데이터 과학자이자 엔지니어다. 금융, 온라인 마케팅 

업계와 스타트업을 거쳐 Artificial Intelligence GmbH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총괄하고 있

다. 다양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메인테이너로 활동했으며, 특히 케라스(Keras)나 하

이퍼옵트(Hyperopt)와 같은 인기 있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에도 기여했다. 함부르크 대학교에

서 대수기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P y t h o n  D e e p  L e a r n i n g

파이썬딥러닝.indb   20 2018. 12. 4.   오후 9:56



 김종욱(네이버)

딥러닝의 핵심을 잘 요약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딥러닝을 생활에 적용해 볼 다양한 아이디

어와 방법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 구성이 후반에 진입할수록 수학적 지식을 요구하므

로 수학에 관한 기초 지식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충분한 학습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의외로 딥러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알파고처럼 다루기 어려운 기술이라고 여

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게임과 실생활 응용 등을 통해 딥러닝이 유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정리한 것 같아 그 점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승헌(라인플러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무언가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제 개발자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딥러닝 기술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과제에 적용되어 실효성을 발휘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쯤 머신러닝

의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한 독자들이 공개된 다양한 오픈소스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딥

러닝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베타리더 후기

xxi베타리더 후기

P y t h o n  D e e p  L e a r n i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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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원(현대엠엔소프트)

딥 러닝의 기본과도 같은 내용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강화학습을 이용한 다양한 

게임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또한, 변칙 탐지에 대한 최신 내용을 실전 예제를 

통해 익힐 수도 있습니다. 딥러닝의 최신 트렌드와 실무 경험을 쌓고 싶다면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유광명(한국전력)

책 한 권에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과 관련된 내용을 이론부터 응용까지 잘 담아내고 있습니

다.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강화학습도 어느 정도 담고 있어서 실무에 더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수학 개념부터 실제 적용 사례와 예제를 함께 설

명하고 있어서 머신러닝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참고하시기에 좋은 서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쉽지만, 많은 내용을 한 책에 담다 보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가끔 보여 완전 초

보자가 보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수식을 표현하는 부분의 글꼴

이나 폰트 크기가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출간 전에 수정해서 나왔으면 합니다. 출판물

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요셉(지나가던 IT인)

PACKT 출판사의 책이니만큼 내용 전개가 간결합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기초 배경지식이 있

는 분들이 딥러닝을 빨리 훑어보기에 좋은 책입니다. 수식도 적잖이 등장하고 이론적인 설명

이 자세하지 않아서 난이도는 좀 있는 편입니다.

 차준성(서울아산병원)

개인적으로는 딥러닝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수학적인 이론이나 

관련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면 딥러닝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러닝 책 한두 권을 보신 분들의 추

가 학습 서적으로 적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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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우

책이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넓게 다루고 있어서 입문자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

습니다. 기본적인 다양한 라이브러리 코드들도 제공하고 있어서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설명은 아니라 입문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때는 

각 주제별로 소개된 논문들이나 레퍼런스들을 부지런히 확인하며 읽으면 더욱더 깊게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으로 베타리딩이라는 것을 해 보았는데, 흥미로웠고 재미있었습니

다. 다만, 코드들이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편집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출간 전에 

이 부분들도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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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H A P T E R  1

머신러닝 ‒ 소개

“머신러닝 수업(CS229)은 스탠포드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 왜냐하면 머신러닝이 전 세계를 빠른 

속도로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이다.”

- 로라 해밀턴(Laura Hamilton)의 포브스 기고글 중

머신러닝 기술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데이터 과학자들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쓰임새를 찾고 있다. 머신러닝을 사용하면 데이터의 숨은 정보를 찾아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머신러닝을 사용한 앱들은 금융, 광고, 의학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학문 분야

에 적용되고 있다. 

1장에서는 다양한 머신러닝 접근법과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그중 몇 가지는 실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앱이다. 가장 유명한 파이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scikit-

learn’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또 뇌의 기능을 흉내 낸, 머신러닝 방법 중 하나이자 딥러닝 기

술인 뉴럴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딥러닝은 1980년대부터 사용되었던 뉴럴 네트워

크를 많이 향상시킨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최근의 머신러닝 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CPU를 사

용하는 방식이 아닌 GPU(그래픽 처리 유닛)의 사용으로 컴퓨터 처리 속도면에서 큰 발전이 이

뤄졌다. 1장에서는 머신러닝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딥러닝과 전통적인 머신러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한다.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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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PTER 1 머신러닝 – 소개

 ■ 머신러닝은 무엇인가?

 ■ 여러 가지 머신러닝 접근 방법

 ■ 머신러닝 시스템 실행 단계

 ■ 인기 있는 머신러닝 기법 / 알고리즘의 간단한 소개

 ■ 실생활에 적용하기

 ■ 유명한 오픈소스 패키지들

머신러닝이란?

머신러닝은 우리 주변에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또는 약어인 AI와 같은 단어로 회자되지만,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다르다. 머신러닝의 개념과 유용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빅

데이터의 개념과 머신러닝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는 

카메라, 센서, SNS 등과 같은 곳에서 만들어지고 저장되는 데이터가 엄청난 속도로 증대됨

으로써 생성된 막대한 데이터 세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구글 한 곳에서만 하루에 20페타바이

트가 넘는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그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IBM은 하루에 250경바이트

(1018) 정도의 데이터가 생성된다고 발표했고, 현존하는 모든 데이터의 90%는 지난 2년 동안 

생성됐다고 보고 있다.

머신러닝 테크닉을 사용하면 이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머신러닝은 막대

한 데이터와 엄청난 수의 데이터 변수들이 산재해 있는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처리할 수 있

는 유용한 도구다. 이런 막대한 양의 데이터 세트로 분석과 예측력을 향상시켜 수행할 수 있

다는 점이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강점이다. 즉, 머신러닝 기술들, 특히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들

은 접근할 수 있는 막대한 데이터 세트에 들어가 데이터 안의 패턴이나 숨겨진 규칙들을 찾

아 내기 위해 최대한 많은 것을 ‘학습한다’.

머신러닝 성능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도 쉽게 바뀔 수 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뇌’라고 보면 된다(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인공지능은 각각의 센서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

록 적절히 배치하고 연관된 정보들을 다시 모으는 등,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각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머신러닝은 센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계가 분석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아이폰의 ‘시리’를 들 수 있다. 시리는 마이크를 통

해 명령을 받고, 음성으로 답을 내보내거나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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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양한 머신러닝 접근법

을 ‘이해’해야 한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자율 주행차를 들 수 있다. 카메라, GPS 시스템, 

음파 탐지, 레이더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지만 이 모든 정보는 엑셀을 밟거나, 방향을 정

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등 정확한 반응을 만들어 내기 위해 수집될 뿐이다. 정보 처리 과정

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 낸다.

다양한 머신러닝 접근법

앞에서 언급했던 머신러닝은 새로운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나 분석해 놓은 데이터

를 이용해 거대한 데이터 세트에서 패턴을 추론하거나 예측하는 기법이 사용된다. 이는 많은 

기법을 아우르는 매우 일반적이고 넓은 정의다. 머신러닝 테크닉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

학습으로 나뉜다. 보통 강화학습이라 불리는 종류도 이에 포함된다. 

지도학습 

처음으로 살펴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종류는 지도학습이다. 지도학습은 이미 분류된 데이

터 세트에서 학습한 분류 방법으로 아직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 세트를 구분 짓는다. 레이블

이 씌워진 데이터 세트(labeled data set)는 이미 분류된 것이고, 레이블이 씌워지지 않은 데이

터 세트(unlabeled data set)는 분류되지 않은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레이블(label)은 각

각 별개로 나뉘어 있거나 연속적이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살펴보자. 

매일 수많은 이메일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것은 중요한 비즈니스 메일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원치 않는 메일이거나 스팸 메일일 수도 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이미 

스팸 분류를 마친 많은 양의 이메일을 활용한다. 알고리즘은 분류된 모든 데이터를 실행하면

서 이메일의 스팸 유무를 예측한다. 알고리즘은 각 예시를 평가한 후, 각 예시에 대한 예측값

을 내놓는다. 보통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에 알고리즘을 적용해 맨 처음 분류하면 대부분의 

이메일에 대한 스팸 유무를 잘못 예측한다. 그렇지만 알고리즘은 매번 알고리즘이 실행될 때

마다 예측값과 원하는 결과(분류 레이블)를 꾸준히 비교한다. 이 과정 속에서 알고리즘 자체의 

수행 능력과 정확도가 높아진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도학습과 같은 접근법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서 이메일의 스팸 유무를 판단하는 어떤 특징들을 학습하는 데 유용하다.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라고도 불리는) 이미 분류된 데이터들 사이에서 알고리즘의 실행이 멈춰 정

확도의 향상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분류되지 않은 새로운 이메일의 스팸 유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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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예시에서는 알고리즘이 새로 분류되지 않은 이메일을 예측하기 위해 분류된 데이터(스팸 

유무로 분류된 이메일들)에서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아본다. 이 과정을 단순히 스팸 유무로 나

누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일반화할 수도 있다. 쌓여 있는 이메일

을 개인적인 이메일, 일/비즈니스와 관련된 이메일, 스팸 메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

어를 실행하고 훈련시킬 수 있다.

구글의 무료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은 유저들에게 분류 레이블, 즉 다섯 개 카테고리를 선택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 중요: 사람 간의 대화가 담긴 메일

 ■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나 미디어 공유 사이트에서 공유된 메일

 ■ 프로모션: 마케팅, 판매, 세일 등에 관한 메일

 ■ 업데이트: 영수증, 은행 계좌, 청구서 등이 포함된 메일

 ■ 포럼: 온라인 그룹과 구독한 메일 리스트로부터 온 이메일

어떤 경우에는, 분류된 결과가 불연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분류하기 위한 데이터가 무제

한으로 많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결정돼 있는 건강에 관한 변수들을 사용해 예상 수

명을 예측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는, 결과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예상 수명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시간을 실수로 표현할 수 있다) 분류 문제보다 회귀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지도학습의 관점에서는 갖고 있는 데이터 세트, 즉 특징으로 구성된 정보들로 정의된 데이터 

세트에서 함수 f를 정의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메일 분류 예시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다른 메일보다 많은 빈도로 스팸 메일에서 발생하는 특정 단어들이 바로 특징(features)

이라고 할 수 있다. 성에 관련된 단어들이 사용됐다면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하고, ‘회의’, ‘비

즈니스’,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단어들이 사용됐다면 비즈니스 메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좀 

더 많은 양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면, 보내는 사람의 정보를 사용해 더 잘 분류할 수 있다. 

각 이메일은 여러 가지 특징으로 구성돼 있고, 이런 각각의 특징은 값을 갖고 있다(이 경우에

는, 이메일 내용 안에서 특정 단어의 사용 빈도를 확인할 수 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각각의 값

을 분류하도록 나눈 불연속적인 범위에 집어넣고, 회귀에는 실숫값들을 집어넣는다. 머신러

닝 알고리즘은 사람의 도움 없이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될지 그 예측값

을 만들어 낸다. 함수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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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특징 공간(space of features) → 클래스(불연속적인 값 혹은 실숫값)

또한 분류를 ‘데이터를 각각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각 예시

에서 특징을 결정하고 나면, 이메일 하나와 같은 데이터 세트의 샘플들은 특징 공간 내의 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으며, 다른 점은 다른 예시를 의미(이메일에서는 점 하나당 이메일 하나)한다. 

머신 알고리즘 점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하이퍼 평면(고차원 공간에서의 평면)을 그려서 데이

터 점들을 분리시킨다. 같은 방법으로 일반 이메일과 스팸 이메일을 구별해 낸다. 

아래 그림은 단순히 두 가지 차원의 예시로 나눠지지만, 예시가 수백에서 수천 가지 차원이 

되면 매우 복잡해진다.

분류 문제는 입력 데이터들을 분리하는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다.

2장에서는 분류와 회귀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본다. 살펴볼 문제 중 하나는 0~9

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이미지 세트를 이용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각각의 이미지가 어떤 숫

자인지 분류한다. 이 예시를 위해 매우 고전적인 데이터 세트인 MNIST를 사용한다. 이 예시

에서는 28 × 28(=784)픽셀 이미지로 표현된 각각의 숫자를 십의 자리 숫자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784차원에 아홉 개의 하이퍼 공간을 그려야 한다.

MNIST 데이터 세트의 손글씨 숫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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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도학습 

두 번째로 살펴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비지도학습’이다. 이는 미리 데이터에 레이블을 입혀 

놓지 않고 알고리즘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맡겨 놓은 것이다. 비지도학습에서 가장 유명하고, 

간단한 사용 예시는 각각의 데이터를 부분 집합들로 나누는 기술인 ‘클러스터링’이다.

예를 들어 이전의 메일 스팸 유무 문제로 되돌아가면, 알고리즘은 모든 스팸 메일에서 나타나

는 공통적인 단어들을 확인해 공통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한다. 무작위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스팸 유무를 구분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알고리즘이 나눈 데이터들은 데

이터 세트의 각기 다른 클래스가 되고, 이것이 바로 부분 집합(모임)들이다. 클러스터링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군과는 유사성이 높아야 하고, 다른 군과는 유사성이 낮아야 한다. 클러스터링

은 얼마든지 많은 클래스로 나뉠 수 있다. k-평균(k-means)과 같은 클러스터링 이론 내의 중요 

아이디어는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해당하는 부분 집합의 바깥에 있는 각 요소와의 거리보다 가

까운 요소들로 k개의 군을 찾으려고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깝고 유사성이 높

은지 결정해야 하고, 각 점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등을 정의해야 한다. 

아래 예시에서는 세 개의 모임으로 분류된 모습을 보여 준다. 

주어진 데이터 세트의 점들을 반드시 범위가 존재하는 부분 집합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 아

래 그림과 같이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 집합을 만들어 나눌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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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클러스터링은 비지도학습의 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비지

도 학습을 매우 효율적으로 향상시켜서 딥러닝의 성공에도 도움을 주었다. 

새로운 데이터들은 매일 매우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비지도학습의 장점은 이미 분류된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것이

다. 제한적 볼츠만 머신(Restricted Boltzmann Machines, RBM)과 같은 비지도 딥러닝 방법이

나 테크닉들은 데이터에서 특징들을 추상화해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제한적 볼츠만 머신은 

MNIST 데이터 세트를 사용할 때 각 숫자의 선 모양이나 곡선을 탐지해 고유한 특징으로 추

상화한다. 비지도학습은 이미 존재하는 레이블을 매칭시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들

의 숨겨진 구조를 드러내 적절히 분류한다.

또 딥 빌리프 넷(deep belief net)과 같은 경우에는 비지도학습에 수정된 지도학습을 적용해 학

습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강화학습

세 번째로 살펴볼 머신러닝 기술은 강화학습이다. 강화학습은 수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반

영하고 향상시키면서 지도학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일반적인 강화학습의 응용 예로

는 기계에게 게임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움직임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분

류해 두지는 않았지만, 게임 결과나 게임 도중의 신호를 통한 피드백을 활용한다. 게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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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 올바른 숫자를 찾거나 메일의 스팸 유무를 판별한 것처럼 긍정적인 결과가 반영되고, 게

임에서 지면 더 ‘배워야’ 한다고 요청한다.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게임에서 이기는 것과 같은 성

공적인 결과로 만들어진 액션들을 재사용한다. 그렇지만 알고리즘이 새로운 영역과 맞닥뜨리

면 게임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액션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게임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해야 한다. 학습이 시작된 이후로 단순히 각각의 액션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의 상관관계를 평가하면서 행동을 상호 연계시킨다. 강화학습에서는 모

든 문제를 고려해서 목표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 놓고 보면 이상한 액션을 선택할 때도 

있다. 체스에서 더 나은 위치에 말을 놓기 위해 당장 유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말을 희생시키는 

액션을 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청소 로봇이 계속 방을 청소할 것인지, 충전소로 돌아가 충

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배터리가 다 되기 전에 

충전소를 찾았던 축적된 경험을 근거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강화학습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는 ‘보상’이다. 즉, 알고리즘이 받을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강화학습의 간단한 예로 고전 게임 틱-택-토(tic-tac-toe)를 들 수 있다. 이 예시에서 게임판의 

각 위치는 이전의 경험에 기반을 둔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값)과 연관돼 있다. 게임 

시작 시점에서는 어떤 위치에서든 이기거나 질 확률이 같기 때문에 각 상태의 확률값은 50%

다. 보통 기계는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높은 값을 갖고 있는 곳으로 위치를 옮기고, 만약 

게임에서 지면 다시 평가한다. 각 위치에서 이미 결정된 규칙보다는 가능한 결과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게임을 하는 동안 여러 상태에 대한 확률을 수정하며, 각 위치가 

높은 확률인지 낮은 확률인지에 대한 결괏값을 내놓는다. 

머신러닝에 꼭 필요한 것들

지금까지 몇 가지 머신러닝의 접근법에 대해 살펴보고, 넓은 범위에서 접근법을 세 가지로 나

눠 봤다. 고전 머신러닝 기법의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직면한 문제에서 데이터를 더 잘 이해

하는 것이다. 넓은 범위에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중요 관점들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학습자(Learner):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그 알고리즘의 ‘배우는 철학’을 의미한다. 다음 

단락에서 설명하겠지만, 여러 학습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법은 많이 존재

한다. 학습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각 문제에 더 적합한 특정 알고리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 관심을 가져야 할 원시(raw) 데이터 세트다. 비지도학습에서

는 아직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하고, 지도학습에서는 이미 분류해 놓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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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 학습자가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샘플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

이 중요하다. 

 ■ 표현법(Representation): 특징이라는 관점에서 데이터를 표현해 학습자가 배울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사용한 숫자 분류에서는 이미지의 픽셀을 의

미하는 값의 배열로 표현된다.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표현법을 잘 선택하

는 것이 중요하다.

 ■ 목표(Goal): 직면한 문제에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이유다. 이는 결과와 연관돼 있으며, 

학습자가 사용할 도구와 방법을 찾고, 방법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도와준다. 원치 않는 

이메일을 메일함에서 삭제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 목표가 스팸메일 탐지처럼 학습자

가 어떤 것을 학습할지를 결정한다. 

 ■ 타깃(Target): 학습을 마친 후 내놓는 최종 결과를 의미한다.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의 

분류일 수도 있고, 입력 데이터의 숨겨진 패턴이나 특징에 따라 표현된 것일 수도 있

다. 미래를 예측하는 시뮬레이터일 수도 있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 

강화학습에서는 규칙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숫자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완전

한 값이 아닌 타깃의 근삿값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수학적으로 정확한 

해답이 아닌 근삿값을 내놓을 뿐이다. 이전 단락에서 특징점(입력값)들을 각각의 클래스 범위 

안으로 집어넣는 함수를 정의했다. 이후에 더 살펴보겠지만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더라도 정확한 어떤 값이 아닌 범위로 근사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이론을 일반 근사 이론(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라고 한

다. 그렇지만 이 말은 문제에서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를 이미 갖고 있다. 또 학

습시킬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정확한 해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전 머신러닝 기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정제하고 이해하

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머신러닝 문제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컬렉션(Data collection):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도

학습에서는 알맞게 분류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된다.

 ■ 데이터 처리(Data Processing): 데이터를 정제하고(중복된 것이나 너무 연관된 특징을 지우고, 

빠진 데이터를 채우는 것도 이 과정이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정의하는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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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스트 케이스 생성(Creation of the test case): 보통은 데이터를 두 개 혹은 세 개로 나누

어 알고리즘을 훈련시킬 트레이닝 세트, 그리고 훈련시킨 후 정확도를 비교해 볼 테스

트 데이터 세트로 사용한다. 또한 확인용 데이터 세트도 만들어 수십 번의 트레이닝-

테스트 과정 이후, 결과에 만족하는지 최종 확인하기 위해 최종 테스트용(검증용)을 

만든다.

테스트와 검증 데이터 세트를 꼭 만들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머신

러닝 기법들은 원하는 결과의 근삿값만 찾을 수 있다. 보통은 이런 이유로 한정되고 제한된 

수의 변수들만 포함할 수 있고, 통제를 벗어나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유일한 데이터 세

트만이 존재하면, 모델은 데이터를 모두 ‘기억’하고 이미 기억된 데이터를 통해 정확도가 매우 

높은 값을 결과로 내놓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데이터 세트에서 재사용할 수는 없다. 이런 

능력들을 일반화하는 것이 머신러닝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를 위해 테스트 세트를 만

들고, 훈련 후에 모델을 조율한다. 최종 검증 데이터 세트는 모든 과정이 끝나고 선택된 알고

리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도 사용한다.

데이터 내에서 유효한 특징들을 추출하는 것의 중요성과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을 피해야 하

는 중요성을(좀 더 기술적인 관점으로는, 문자 그대로 ‘과적합’(Overfitting)라고 부르고, 앞으로도 이 책

에서 이렇게 부를 것이다) 이해하기 위해 만화 xkcd의 농담을 가져오자. 

“1996년까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면서 참전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긴 이름을 가진 후보를 상대로 승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1

이 예시에서 어떤 ‘규칙’은 전혀 무의미하지만 유효한 특징을 선택하는 것과 (십자말 게임에서 이

름이 가치 있는 것과 미국 대통령으로 뽑히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예측자로서 무작위로 특징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데이터로 예측하는 동안, 더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확인하지 

못했고, 미국 52개 선거구의 결과는 완전히 우연의 결과로 맞아떨어진 것이다(위의 십자말 게임

에서 이름의 점수가 높은 것과 선거에서 이긴 것과는 무관하지만, 대응시켜 비교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과적합이라 불리는 문제다. 갖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는 정확히 예측한 것이지만, 

이를 데이터 세트 이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과적합은 ‘노이즈

(어떤 의미도 갖고 있지 않은 정보)’도 말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모델을 최적화할 때 어

1  아직까지 100% 이해되지는 않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밥 돌런 상대방 후보에게 이겼는데, 빌 클린턴이 밥 돌런보다 십자말 게임

에서 더 점수가 높았다고 한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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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겪게 된다.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자. 공이 하늘로 치솟았다가(수직으로 치솟은 건 아니다) 다시 땅으로 떨

어지기까지의 궤적을 머신러닝을 사용해 예측한다고 가정해 보자. 학생 시절 배웠던 물리학

을 떠올려 보면 공의 궤적은 포물선을 그린다. 좋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수천 번의 공 던지

는 실험을 거치고 나면, 포물선을 그린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공을 확대해 보면 

주위의 미세한 바람으로 인한 작은 파동이 관찰되는데, 공의 궤적을 그려보아도 안정되고 깔

끔한 선이 아니라 계속 작은 떨림이 생긴 궤적을 그린다. 이것이 바로 ‘노이즈’다. 이 작은 움

직임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큰 그림에서 보는 것을 막아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

하게 한다. 달리 말하면, 과적합이 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땅에서 던진 공의 포물선 예측 모델의 좋은 예측 모델 vs. 나쁜(과적합이 된) 예측 모델

이것이 바로 테스트 데이터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나눠야 하는 이유다.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가 트레이닝 데이터로 생성된 결과와 비슷하지 않으면 모델이 과적합됐을 수도 있

다. 테스트 데이터는 과적합 여부를 쉽게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물론, 모델을 부적합

(underfitting)시키는 반대의 경우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예측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

터 내에서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려면 훨씬 위험도가 낮은 부적합보다 모델이 과적합되지 않

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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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유명한 기법 / 알고리즘의 간단한 소개

책의 도입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알고리즘은 ‘배우는 방법’에 따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

화학습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각각의 향상법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앞에

서 언급했던 것처럼 향상법에 따라서 서로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향상시킨다. 지

도학습 기법만 보더라도 적절한 특정 분류법이나 특정 회귀 방법에 따라 사용할 방법들이 많

다. 사실, 분류인지 회귀인지에 따라서도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물

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모든 머신러닝 기법을 소개하지만, 각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

명하지는 않는다. 관심 있는 독자들은 세바스티안 라치카(Sebastian Raschka)의 책(https://www.

packtpub.com/big-data-and-business-intelligence/python-machine-learning)을 참고하기 바란다. 2장

에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회귀 알고리즘, 선형 회귀, 결정 트리와 같은 고전적 분류 방법, 나이브 베이즈 분류, 서

포트 벡터 머신 등의 지도학습 머신러닝 알고리즘, k-평균과 같은 비지도학습 클러스터링 알

고리즘, 강화학습 기법, 크로스 엔트로피 기법 등과 같은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의 일면들을 

살펴본다. 이 장의 마지막에는 이 책에서 주로 다루게 될 뉴럴 네트워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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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에서 지역 부동산 매매 가격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집의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며, 기계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넷플릭스 등의 대기업에서도 

사용자들이 기존에 매긴 영화 평점들을 바탕으로 유저가 좋아할 만한 새로운 영화를 추천할 

때도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런 방법들은 아마존, 월마트와 같은 이

커머스의 거대 기업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그렇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해 이미 분류된 데이터가 필요하고, 분류 정확도를 높이려면 어떤 데이터 특징으

로 분류할지를 사람이 직접 기록해 놓아야 한다.

이미 정리된 데이터와 인식하기 위해 준비된 데이터가 없더라도 사람들은 상황이나 패턴을 

통해 빠르게 규칙을 추정해 낸다. 기계가 사람과 비슷한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프랭크 로젠블렛(Frank Rosenblatt)은 지금으로부터 50

여 년 전인 1957년에 퍼셉트론을 만들었다. 단세포 조직이 복잡한 다세포 조직이 되듯이 퍼

셉트론은 현재의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냈다. 또 인공 뉴런(퍼셉트론)의 동작 원리

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 레이어에 서로 다른 뉴런이 많이 엮여 있는 복잡한 딥러닝 네

트워크를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된다. 뉴럴 네트워크는 사람의 두뇌 기능들을 간단하게 관찰하

고 흉내 내 함축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낸다.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컴퓨터가 정확히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뉴런 한 개가 어

떻게 동작하는지는 잘 알고 있다. 인공 뉴럴 네트워크는 뇌에서 작동하는 동일한 기능을 흉

C H A P T E R  2

뉴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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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내 화학 신호나 전기 신호들을 숫자의 값들과 함수로 치환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발전

은 뉴럴 네트워크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가 두 번 이상 잊혀지고 난 이후인 지난 10년 동안 

이뤄졌다.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CPU(Central Processing Unit)가 아닌 GPU(Graphics Processing 

Unit)를 사용하는 더 빠른 컴퓨터의 등장과 더 나은 알고리즘, 뉴럴 네트워크 디자인의 발전 

그리고 막대한 양의 데이터 증가로 부활할 수 있었다. 이 책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하나씩 살

펴본다. 

2장에서는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 뉴런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또

한, 딥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용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쌓는 방법도 살펴본다. 

왜 뉴럴 네트워크인가?

뉴럴 네트워크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수십 년 동안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심

의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다른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성장했다. 개선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작업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미지넷(ImageNet)

은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1,600만 장의 데이터베이스에 버금갈 정도로 정확도가 높다. 

딥 뉴럴 네트워크가 소개되기 전에는 정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지만, 딥 뉴럴 네트

워크가 소개된 이후인 2010년에는 에러가 나올 확률이 40%, 2014년에는 7% 이하로 떨어졌

고, 그 이후로도 계속 떨어지고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일반인이 틀릴 확률은 

딥 뉴럴 네트워크보다는 낮은 5% 정도다. 2013년의 이미지넷 대회에서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성공에 힘입어 모든 참가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다. 또 딥 뉴럴 네트

워크는 데이터의 표현을 ‘학습’한다. 물체를 인식하는 것을 학습할 뿐 아니라 그 물체를 판별하

기 위한 특징도 학습한다. 그럼으로써 사람이 직접 분류하지 않아도 특징을 자동으로 확인하

고 자연스럽게 분류하면서 비지도학습에 성공적으로 사용됐다. 딥러닝과 딥 뉴럴 네트워크 등

은 애플의 시리를 비롯해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된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단어 인식에 관련된 에러가 25%나 감소

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예로는 다양한 종류의 필기체로 써진 숫자 샘플로 구성된 MNIST 

데이터를 사용한 이미지 인식을 들 수 있다.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숫자 인식의 정확도

는 이제 사람과 비견될 정도인 99.79%를 넘어섰다. 또한, 딥 뉴럴 알고리즘은 사람의 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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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하는 과정과 가장 비슷하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아직은 사람의 뇌에 비하면 엄청 단

순하고 극히 일부일 수 있지만, 어떤 알고리즘보다도 사람의 지능에 대한 초석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다양한 종류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고, 뉴럴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여러 개의 응용된 예시들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둔다.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1장에서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등 머신러닝의 세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고전적인 뉴럴 네트워크는 지도학습의 한 종류였다. 딥러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최근의 딥 뉴럴 네트워크가 비지도학습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장에서

는 이미 예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얕은 네트워크(shallow network)와 딥 뉴럴 네트워크의 주요 

차이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고전적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만 집중

해 지도학습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다. 다음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뉴럴 네트워크는 과연 무엇인가? 

뉴럴 네트워크를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 처리에서의 수학 모델로 설명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3장을 읽어보면 좀 더 확실해질 것이다. 뉴럴 네트워

크는 고정된 프로그램이 아니며,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나 입력값들을 의미하는 모델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물의 독립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뉴럴 네트워크의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 레이어의 개수, 각 레이어에서의 뉴런의 개수와 뉴런과의 연결

성에 따른 종류(피드 포워드, 순환, 여러 개 또는 하나의 레이어 등)를 의미한다. 

 ■ 학습: 학습되는 동안 공통적으로 정의된 것들을 의미한다. 역전파(back-propagation)나 

에너지 단위의 학습을 사용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각 뉴런 사이의 웨이트를 결정하는 

방법 등을 의미한다.

 ■ 활성화 함수: 각각의 뉴런, 즉 뉴런 내부의 상태에서 통과된 활성값을 사용하는 함수

다. 뉴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률적으로, 선형적으로 등) 보여 주고, 어떤 조건하에서 

뉴런이 활성화되거나 실행되는지 보여 준다. 또 이 함수의 결괏값은 이웃 뉴런으로 통

과할 입력값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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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연구자들은 활성화 함수를 아키텍처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게 보는 게 쉬울 

수도 있지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 두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나

누어서 살펴보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인공 뉴런도 생물 뇌의 동작을 흉내 내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생물의 뇌가 훨씬 더 복잡한 모델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은 아니다. 이

후에 살펴보겠지만 인공 뉴럴 네트워크는 여전히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인공 뉴

럴 네트워크는 사실 입력값을 원하는 어떤 범위로 근사시켜 결괏값을 내놓도록 만드는 어떤 

함수일 뿐이다. 

아래의 가정을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뉴럴 네트워크를 개발한다. 

 ■ 단순한 그룹보다 더 작은, 가장 단순한 형태인 뉴런에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 

 ■ 뉴런은 연결 링크를 통해 다른 뉴런들과 연결하고 신호를 교환한다.

 ■ 뉴런의 연결 링크는 더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다. 이 연결 관계의 강도가 정보를 처

리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 각 뉴런은 다른 뉴런에서 들어오는 모든 연결을 결정하는 내부 상태를 갖고 있다. 

 ■ 각 뉴런은 내부 상태를 계산하고, 결과 신호를 결정하는 각기 다른 활성화 함수를 갖

고 있다. 

‘뉴런과 레이어’ 섹션에서는 뉴런이 어떻게 동작하고, 다른 뉴런들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에 대

해 자세히 알아본다. 

뉴런과 레이어

뉴런은 입력값을 넣으면 미리 결정된 규칙에 따라 다른 결괏값을 내놓도록 처리하는 유닛이다. 

수상돌기

시냅스 간격

세포체

축삭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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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워런 맥클럭(Warren McCullock)과 월더 핏츠(Walter Pitts)는 생물 뉴런의 기능을 서술

한 논문
1

(A Logical Calculus of the Ideas Immanent in Nervous Activity)을 발표했다. 생물 뉴런은 

수상돌기(dendrites), 세포체(soma, cell body), 축삭돌기(axons), 시냅스 간격(synaptic gaps)으로 

구성돼 있다. 인공 뉴런에서도 이름만 바뀔 뿐 모두 동일하게 존재한다. 

수상돌기는 다른 뉴런에서 보내는 입력값들을 받아 세포체로 전달한다. 이 전달된 입력값은 

세포체에서 처리되고 합쳐진다. 입력값이 한계점을 넘어서면, 뉴런은 결괏값 하나를 ‘발화’하

고, 축삭돌기를 통해 전기 신호로 전송된다. 보내는 뉴런의 축삭돌기와 전달받는 뉴런의 수

상돌기 사이에는 빈도수에 따라 전달되는 충격을 화학 신호로 조정하는 시냅스 간격이 존재

한다. 인공 뉴런은 이 충격 빈도수를 숫자상의 웨이트로 만든다. 빈도수가 높거나 충격 강도

가 높으면, 웨이트도 높아진다. 생물 뉴런과 인공 뉴런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표는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매우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는 일치한다).

생물학적인 뉴런

수상돌기

세포체

축삭돌기

시냅스 간격

인공뉴런

입력값 연결

활성화와 활성화 함수

결괏값에서의 연결

웨이트

생물 뉴런과 인공 뉴런을 대응시킨 대략적인 도표

인공 뉴런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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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웨이트

활성

출력값

활성화 함수

인공 뉴런

이 그림의 중앙에 입력값(활성)을 받아 결과를 만드는 내부의 상태(활성화 함수)를 가진 뉴런 혹은 구조체를 갖고 있다. 

다른 뉴런에서 온 입력값들은 웨이트(시냅스 간격)의 강도에 따라 조정된다. 

뉴런 I, 뉴런 하나의 입력값 xi, 결괏값 사이의 값인 wi로 만든 식, α(x) = ∑i wi xi는 하나의 

뉴런에서 간단한 활성값을 만든다. 1장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소개했을 때 바이어스도 함께 

소개했다. 만약 바이어스를 포함시켜 사용하려면 기존의 식을 α(x) = ∑i wi xi + b와 같이 수

정할 수 있다. 바이어스는 웨이트가 정의한 하이퍼 평면에 데이터가 분포하도록 바꿔 주므로 

원시 데이터로 만든 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대신, 그 이름을 사용한다). 활성값들은 뉴런 내

부의 상태값으로 표현해야 한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활성값은 벡터 w와 벡터 x의 벡터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벡터 x는 <w, 

x> = 0일 경우, 웨이트 벡터 w의 수직이어야 하며, 그래서 모든 벡터 x는 <w, x> = 0에서  

Rn 안의 하이퍼 평면을 정의한다(n은 x의 차원이다). 

그래서 <w, x> > 0을 만족하는 모든 벡터는 w가 정의한 하이퍼 평면 쪽에 위치한다. 이 규

칙에 따르면, 하나의 뉴런은 입력값이 특정 역치값을 넘거나 기하학적으로 웨이트 벡터가 정

의한 하이퍼 평면의 한 부분에 존재할 경우에 활성화되는 선형 분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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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뉴런은 선형 분류기다.

뉴럴 네트워크는 뉴런의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렇지만 모든 뉴런은 숫자들과는 관계

없이 전통적인 네트워크의 레이어 안에서 정렬된다. 초기 조건으로 입력한 데이터 세트가 입

력 레이어가 된다. 예를 들어, 흑백의 이미지를 입력값으로 넣으면 입력 레이어는 흑백의 진

한 정도를 의미하는 값과 입력 뉴런에서의 픽셀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력 레이어 

내의 뉴런은 다른 뉴런과 달리 결괏값이 언제나 동일하고, 그 입력값 자체 내부의 값과 같기 

때문에 입력 레이어는 보통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1-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는 레이어 하

나를 가진 간단한 뉴럴 레이어이며, 입력 레이어 옆에 바로 결괏값이 존재한다. 각각의 입력 

뉴런과 인공 시냅스 간격에 의해 조정되고 난 후, 각각의 결괏값과의 연결 관계를 선으로 그

리면, 인공 시냅스 간격은 입력 뉴런 xi에서 결과 뉴런 yi로 연결된 웨이트 wij를 의미하게 된

다. 보통 각각의 결과 뉴런은 분류된 클래스 하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MNIST 데이터 세

트에서 각각의 뉴런은 숫자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1-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된 이미지

가 어떤 숫자인지 예측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사실, 결괏값들의 모임은 이미지가 얼마나 주

어진 클래스로 표현되는지 측정된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 뉴런 중에 가장 높은 

값을 가진 뉴런이 그 뉴럴 네트워크의 예측을 표현한다. 

꼭 알아 둬야 할 점은 같은 레이어에 있는 뉴런은 절대로 자기들끼리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어지는 다음 레이어 내의 각 뉴런에 모두 연결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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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웨이트

1-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예시: 맨 왼쪽의 뉴런들은 총합이 1인 바이어스 b가 포함된 입력 뉴런이다.  

중간의 열은 각 연결의 웨이트 값, 오른쪽은 주어진 웨이트 w를 통해 나온 결괏값이다. 

위의 그림에서 살펴본 요소들은 뉴럴 네트워크를 정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레이어

끼리 연결되지 않으면 각각의 모든 뉴런은 인접한 레이어의 뉴런들로만 연결된다. 그림에서는 

웨이트가 뉴런들의 연결 관계를 직접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뉴런들을 연결하는 선이 웨

이트를 의미한다. 1은 값이 1인 뉴런으로, 위에서 소개한 바이어스와 동일한 값이 1인 바이어

스 유닛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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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에 비해 딥 뉴럴 네트워크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기반 지식 없이 데이터 안의 독립체에 대한 

정확한 특징을 학습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이다.

개념상으로 뉴럴 네트워크는 원시 데이터를 직접 읽고 중간의 숨겨진 표현법을 통해 입력 레

이어를 매핑시켜 원하는 결괏값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은 최종 매

핑에 집중한다. 또 이미 학습을 마치고 난 것에 ‘특징 엔지니어링’ 작업을 추가로 수행한다. 

특징 엔지니어링은 데이터를 컴퓨터가 표현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반 지식을 사용하는 과

정이기 때문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이자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연구자 중 한 명인 앤

드류 얀-탁 응(Andrew Yan-Tak Ng)은 기존 머신러닝이 실생활 문제를 풀기 위해 적용될 때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올바른 특징 표현을 찾는 것이다.

적절한 특징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요

하다.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특징들을 조정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 앤드류 응, 머신러닝과 뇌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공지능, 스탠포드 대학교

C H A P T E R  4

비지도 특징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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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CHAPTER 4 비지도 특징 학습

예를 들어, 동물인지, 차인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은 몇몇 카테고리로 그림들을 분류한다고 

가정해 보자. 원시 데이터는 이미지 안 픽셀의 매트릭스가 된다. 만약 이 픽셀들을 직접 로지

스틱 회귀나 결정 트리에 집어넣으면, 각각의 모든 이미지가 주어진 훈련 샘플에서 동작하도

록 규칙(혹은 적절한 웨이트)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지만 같은 그림에서 매우 사소한 부분의 

다른 점들을 일반화하려면 엄청나게 힘들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결정 트리에 명도를 

결정짓는 다섯 가지 중요한 픽셀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오직 흑색 톤과 백색 톤으로만 보여 준다

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두 가지 동물과 차량으로만 그룹 지어 분류한다고 

가정해 보자. 같은 그림 안에서조차도 잘라지고, 변형되고, 회전되고, 색깔이 바뀌면 이미 만

들어 놓은 규칙들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마 모델들은 무작위로 분류된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고려한 특징들이 너무 불충분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

음과 같이 자동차의 특징들을 먼저 추출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도 있다.

 ■ 그림 안에서 바퀴 같은 것들이 대칭 구조를 이루는가?

 ■ 핸들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가?

 ■ 머리나 다리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가?

 ■ 얼굴에 두 개의 눈을 갖고 있는가?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 규칙이 꽤 쉽고 덜 다듬어져 있다. 

바퀴 ∨ 핸들 ⇒ 차량

눈 ∨ 다리 ⇒ 동물

이 적절한 특징들을 추출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핸들바를 어떻게 탐지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림에서의 통계적인 속성을 인지하도록 미리 만들

어 둔 특징으로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 서로 다른 사분면 내에 놓여진 여러 방향의 

모서리들을 픽셀이 아닌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강건하고 주요한 특징들은 이전에 추출한 특징들에 대한 위계를 만들 수 있다. 첫 단계에

서 모서리를 추출하고 나면 ‘모서리 벡터’를 생성한다. 그리고 빛, 거울, 엎어진 물과 같은 것

보다 각 물체의 요소들인 눈, 코, 입 등을 인식하기 위해 생성한 모서리 벡터들을 결합시킨

다. 그러고 나면, 이 물체의 부분에 대한 결과를 물체 모델에 결합시킨다. 눈 둘, 코 하나, 입 

하나가 얼굴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오토바이의 두 바퀴, 의자, 핸들 바를 가진 형태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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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오토인코더

한다. 이 모든 과정의 탐지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픽셀 ⇒ 모서리 ⇒ 두 바퀴 + 좌석 + 핸들 바 ⇒ 오토바이 ⇒ 차량

픽셀 ⇒ 모서리 ⇒ 두 눈 + 코 + 입 ⇒ 얼굴 ⇒ 동물

재귀적으로 흩어진 특징들을 적용시키면 높은 레벨의 특징들을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더 깊은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필요한 이유다. 뉴럴 네트워크 하나는 요소 하나가 표현된 

것과 그 요소 하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학습시킬 수 있지만, 이들의 정보를 서로 결합해 

시작부터 끝까지의 작업 흐름을 만들지 못한다.

딥러닝의 매력은 계층 구조를 따르는 것 이외에도 많다. 훈련이 끝날 때까지 분류되지 않은

(unlabeled) 데이터만을 사용했다. 하나하나 분류한(labeled) 예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역엔지

니어링(reverse-engineering)을 통해 숨어 있는 구조를 학습시킨다. 지도학습은 마지막 분류 단

계에서만 자동차인지, 동물인지 등을 분류한다. 이전의 모든 단계는 비지도학습 단계를 따른 

것이다. 

이어지는 5장, ‘이미지 인식’의 이미지 안에서 특정 특징들을 추출하는 방법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4장에서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시계열, 문자 그리고 일반적인 속성 벡터 등)에서도 대표적

인 특징들을 학습하는 일반적인 접근법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지도학습에서 가장 강력하고 많이 사용하는 아키텍처 중 오토인

코더와 제한적 볼츠만 머신에 대해 살펴본다. 

오토인코더

오코인코더는 비지도학습에 사용되는 대칭적인 네트워크로, 결과 유닛이 다시 입력 유닛에 

연결되는 네트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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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인코더는 H2O 트레이닝 책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https://github.com/h2oai/h2o-training-book/blob/master/hands-on_training/images/autoencoder.png)

종속된 타깃값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입력값을 재구성하는 것이 오토인코더의 

목표이기 때문에 결과 레이어와 입력 레이어의 크기는 항상 같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인코딩 레이어 를 압축 필터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즉, 입력 벡터 X

를 더 압축된 표현 (코드인) c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인코딩 레이어 이 있고, 재구성 레이

어 을 사용하여 X'으로 재구성해서 되살린다. 

비용 함수는 재구성을 위한 에러이고, 이 에러는 네트워크에게 최소한의 정보 손실만을 갖고 

트레이닝 데이터의 가장 효율적이고 간결한 표현을 찾도록 요구한다. 입력된 형태가 숫자라

면, 비용 함수는 평균 제곱 오차가 된다. 

입력 데이터가 숫자 형태가 아니라면 다항 분포(multinomial distribution)나 여러 벡터 형태로 

표현되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 재구성할 수 있다. 

위에서 입력 벡터의 차원은 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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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중앙 레이어(코드)는 데이터의 압축된 표현을 의미한다. m < n인 경우, 이 중앙 레

이어는 효율적으로 n차원 배열을 더 작은 m차원 배열 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주

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사용해서 차원 축소를 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PCA는 입력 매트릭스를 직교 행렬(컴포넌트라 불림, orthogonal axes)로 나눈다. 이 경우는 직교 

행렬의 기존 점들에서 투사된 기존 매트릭스의 근삿값에서 재구성한다. 이 중요성에 따라 재

구성을 마치고 다시 정렬하면, 데이터 상위 레벨의 특징들로 구성된 상위 m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다변수 가우시안 분산(multivariate gaussian distribution)에서는 데이터 내의 최대 분산

을 설명하는 두 개의 직교하는 좌표와 같은 구성 요소 위에 각 점의 위치들을 표현할 수 있다. 

다변수(이종 변수)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산점도로서 중심은 (1, 3)이다. 표준편차 3은 (0.866, 0.6) 방향을 따라 

존재하고, 1은 직교 방향에 존재한다. 방향은 표본 집단과 연관된 기본 요소(principal components, PC)를 의미한다. 

니코 구아로(Nicoguaro)의 개인 연구(위키피디아 커먼스의 CC BY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PCA 분석은 데이터를 선형 변환만 시키기 때문에 비선형 등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불

충분한 점들도 존재한다. 

오토인코더에서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면 선형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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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명한 예시는 1997년 미셀(MITCHELL T. M)이 쓴 『머신러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여덟 개의 상호 독점적인 레이블을 이진수로 인코딩한 여덟 개의 분류 객체를 갖고 

있다. 네트워크는 간단한 세 개의 노드로만 압축된 표현을 학습한다. 

입력
입력 숨어 있는 

값

출력 출력

미첼의 오토인코더 예시

올바른 활성화 함수에 적용하려면 학습하기 쉽고 간결한 이진 표현으로 구성된 3비트로 되

어 있어야 한다.  

히든 레이어 하나로는 데이터 전체의 복잡성과 분산을 대표하기에 불충분하다. 히든 레이어

를 추가해 더 깊은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입력값과 히든 레이어 사이의 복잡한 연관 관계까지

도 학습할 수 있다. 그러면 네트워크의 드러나지 않은 특징을 학습할 수 있고, 이 특징을 바

탕으로 사소하지만 중요한 요소들까지 반영해 표현할 수 있다.

딥 오토인코더는 다섯 개 이상의 얕은 레이어로 만들어진 대칭적이고 연달아 이어지는 네트

워크 두 개로 구성돼 있다.

딥 오토인코더는 새롭고, 숨어 있는 정보들을 학습할 수 있으며, 그 전에 배운 것들과 결합해 

각각의 히든 레벨을 원시 데이터의 대표성을 계층적으로 압축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검증된 특징으로 설명되는 입력 네트워크의 인코딩된 네트워크의 어떤 히든 레이어에

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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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코드

출력

디코더

인코더

3개의 완전히 연결된 히든 레이어로 구성된 대칭 아키텍처 

(https://en.wikipedia.org/wiki/Autoencoder#/media/File:Autoencoder_structure.png) 

네트워크 디자인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나 많은 히든 레이어를 만들어야 하고, 레이어마다 몇 개의 뉴런을 넣어야 하는가? 또 

어떤 활성화 함수와 비용 함수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다.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연속적으로 실행해 보거나 일반적인 그리

드 검색을 통한 경험적인 접근법이 유효할 뿐이다. 각 레이어의 깊이와 크기는 단순하게 조율

된 파라미터로 정의된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려고 한다. 

오토인코더는 이런 문제들을 꽤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오토인코더에서는 많은 사례가 있

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정의할 수 있다. 각 변화에서는 고려해야 할 

규칙들이 존재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과 레이어의 크기는 입력 레이어와 완전히 동일해야 한다.

 ■ 네트워크는 거의 대칭적인 구조를 가진다. 비대칭적인 네트워크는 인코더와 디코더에

서 다양한 복잡성을 만들어 낸다. 특별한 이유 없이 비대칭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

은 별다른 이점이 없다. 그렇지만 인코딩과 디코딩 네트워크 안에서 같은 웨이트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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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지, 다른 웨이트로 사용할지는 결정해야 한다. 

 ■ 히든 레이어는 인코딩 범위 내에서 입력 레이어보다 작은데, 이런 경우를 ‘완성되지 않

은 오토인코더(undercomplete autoencoder)’라고 부른다. 여러 층의 인코더들은 점진적으

로 대표성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히든 레이어는 일반적으로 바로 직전 것의 절반 정도 

크기를 갖는다. 만약 입력 레이어가 100개의 노드로 구성돼 있다면, 적절한 아키텍처

는 100-40-20-40-100의 크기로 구성돼 있다. 입력 레이어보다 더 많은 개수의 노드

를 갖고 있다면 압축을 하지 않게 되며, 이는 학습할 만한 흥미 있는 주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오토인코더의 정규화 테크닉’ 섹션에서는 이런 제약들이 희박

한 오토인코더인 경우에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다. 

 ■ 중간 레이어(코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효율적인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특징 감소의 

경우,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로 같거나 작도록 유지시켜야 한다. 오토인코더를 쌓는 

경우에는 중간 레이어들이 다음 인코더의 입력 레이어를 대표하기 때문에 중간 레이어

의 개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 이진 입력값인 경우에는 결괏값의 활성화 함수와 크로스 엔트로피로 시그모이드를 

사용해야 한다. 혹은 좀 더 확실하도록 손실 함수(loss function)로 베르누이 크로스 엔

트로피(Bernoulli cross entropy)를 사용해야 한다. 

 ■ 실수 입력값의 경우에는 결괏값으로 선형 활성화 함수(ReLU나 소프트맥스)를 사용하

고, 손실 함수로 제곱 평균 오차(MSE)를 사용해야 한다. 

 ■ 입력 데이터(x)와 결괏값 u의 데이터 타입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일반적인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주어진 u, P(x/u)를 사용해 찾고자 하는 x에 대한 확률 변수를 찾는다. 

2. u와 히든 레이어 h(x)와의 관계를 찾는다. 

3. X→c, φ:c→X ′를 찾는다. 

 ■ (하나 이상의 히든 레이어를 갖고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 동일한 활성화 함수로 

모든 레이어에 동일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 인코더와 디코더 간의 복잡함 사이에서

도 균형을 잃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 네트워크의 전체에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면, PCA의 실행으로 근사시켜 버린다. 

 ■ 데이터가 이진이라 하더라도 (평균 0과 일정한 표준편차) 가우시안 범위로 바꾸는 것이 

편리하다. 그리고 입력값들을 0과 1 사이에 전부 놓아 두는 것이 좋다. 분류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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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 변수로 원 핫 인코딩(one-hot encoding)
1

을 사용해 표현할 수 있다.

 ■ 활성화 함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 

 □ ReLU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뉴럴 네트워크에서 초기 세팅으로 사용한다. 주어

진 위상에 따른 오토인코더들은 대칭적인 활성화 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

이 있다. 그리고 ReLU는 과적합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드롭아웃과 같은 정규화 

기법을 함께 사용하게 된다. 

 □ 만약 데이터가 이진이고, [0, 1] 사이에 들어가 있다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

는 것이 좋다. 만약 입력된 분류 데이터에 원 핫 인코딩을 사용한다면 ReLU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경사 하강법의 경우, 최적화 계산 방법으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tanh)가 

좋다. 데이터가 0 주변의 중앙에 모이면, 그 미분값은 매우 높다. 경사 하강에

서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효율적인 역전파법(Efficient back-

propagation)」이라는 논문에 잘 설명돼 있다.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http://yann.

lecun.com/exdb/publis/pdf/lecun-98b.pdf).

1 해당하는 하나의 값을 1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0인 벡터. 예를 들면, [0,0,0,0,1,0,0]과 같다. -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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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U

시그모이드

TanH

딥 뉴럴 네트워크에 따라 공통으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가 다르다. 

오토인코더의 정규화 테크닉

3장에서는 다양한 정규화 형태에 대해 살펴봤다. 오토인코더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유명한 

방법들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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