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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06년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면서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하네스와 만났다. 우리는 같

은 학과였지만 연구 주제는 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기계 학습과 전기 공학의 합집합

을 활용하는 연구로 유명해졌다. 그는 특히 그의 연구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길 강

하게 염원했다. 졸업 후 그가 몸담은 회사와 프로젝트들에도 그러한 염원이 작용했으며, 그가 

다른 두 저자 홉슨과 콜과 만나게 된 것 역시 그러한 염원 덕분이었다. 다른 두 저자 역시 세

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들에 비슷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추천사를 쓰기로 한 것 역시 기계 학습을 좋은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 덕분

이었다. 기계 학습 연구에 대한 나의 여정 역시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강렬한 열

망을 따른 것이었다. 내가 생물 종 보호 최적화와 목표 개괄을 위한, 종 분포(species distribution) 

환경 자료의 다해상도 모형화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도 그런 열망 때문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기계 학습의 적용을 통해서 삶과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들에서 일하고 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 볼테르(?)

 이 경구가 볼테르의 것이든 아니면 벤 삼촌의 것이든, 예나 지금이나 이 말은 참이다. 그렇

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를 “자료(데이터)에 대한 큰 접근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 바꾸

어도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료를 가진 기업들이 그것을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길 희망

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이메일을 살펴보도록 허용하는 이유는 이메일을 작성할 때 도움

이 되는 문법 검사기를 그들이 좀 더 개선해 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SNS에 올린 글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광고를 선택하는 데 쓰인다. 우리의 전화기나 홈 자동화 기기는 우리

가 하는 말을(심지어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 말도) 계속해서 듣고 있다. IT 기업들은 심지어 뉴

스에 대한 우리의 선호도들을 감시해서, 우리의 관심사나 의견, 믿음에 맞는 광고나 콘텐츠를 

제시한다. 이 모든 강력한 기술의 핵심부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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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바로 자연어 처리(NLP)이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앞에서 언급한 시스템들의 내부 작

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스스로 알고리즘과 모형을 만들기 시작하는 데 필

요한 이론과 실무 지식도 배울 것이다. 이 책은 근본적인 컴퓨터 과학 개념들에 관한 논의를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접근 방식과 실천 방법으로 연결한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서술을 

통해 자연어 처리의 핵심 방법론들을 차례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독자는 TF-IDF 같은 오래되

고 검증된 기법들은 물론이고 심층 신경망 같은 좀 더 최근의 기법들도 만나게 된다.

 언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동질감을 구축하는 하나의 토대이다. 우리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감정도 공유한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세상 바깥의 지식을 획

득한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 경험을 주고받음으로써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NLP의 작동 방식을 확실히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언어

를 통해서 인류를 이해하게 될 영향력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낼 기회도 제공한다. NLP 

기술은 오·남용될 여지가 대단히 크지만, 좋은 목적으로 쓰일 여지 역시 그만큼 크다. 저자들

이 이 책을 통해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하는 데에는 우리 모두를 더욱 밝은 미래로 이끌고자 

하는 희망이 깔려 있다.

― ZenDesk의 선임 데이터 과학자·연구자 DR. 아원 그리피온Arwen Gri�o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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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세상을 놀라게 한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은 흔히 이미지 처리 분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좀 더 직접적으로 맞닿은 인공지능 응용 분야는 바로 이 

책이 다루는 자연어 처리(NLP)일 것입니다. word2vec이나 GloVe 등 주목받는 몇몇 기술에만 

치중하지 않고 정규 표현식 등 여전히 실용적인 가치가 큰 구식(?) 기법들도 충분히 다룬다는 

점에서, 기초를 즐겁게 배울 뿐만 아니라 익힌 것을 빨리 실무에 활용해 보고 싶은 독자들에

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서가 2019년 봄에 나왔기 때문에 2018년 후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ELMo나 BERT 등은 다루지 않지만, 그런 기술들과 이후에 나올 새로운 기술들

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제 본업인 번역과도 관련이 깊은 자연어 처리 분야의 훌륭한 책을 번역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권 개

발자가 영어권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그리고 대부분의 예제에 영어 문장들이 등장하는) 자연어 처

리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자연어 처리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기술들은 대부분 특정 언어에 국한되지 않는, 인류가 사용하는 대부분

의 자연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며, 한국어만의 특징에 초점을 두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

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책의 한국어 번역이 가치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번역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한국어 처리에 적용하는 데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번역하면서 수집·선별한 한국어 NLP 관련 참고자료 

목록을 권말 “참고자료” 섹션 끝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예제가 나옵니다. 예제가 풍부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골치 아픈(독자에게나 출판사에게나)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 책의 예제들이 

기반하는 상용/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은 계속 갱신될 것이며, 이 책이 나온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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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때문에 예제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예제를 만났다면 낙심하

지 말고, 오히려 NLP와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관한 심화 학습 또는 실무 적응력 강화의 기회

로 삼길 권합니다. 또한, 제 홈페이지(http://occamsrazr.net)에 이 책을 위한 페이지를 마련해 

두었으니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힘닿는 대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의 번역서 정

보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페이지를 통해서 이 책의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까

지 직접 제시해 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구나’

를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독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에서 발견한 오타·오역

과 책에 관한 의견 역시 그 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책을 제안해 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과 전체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해 

주신 이슬 과장님, 원서의 다채로운 조판 요소들을 잘 살려서 깔끔하게 책을 만들어주신 디

자이너 최병찬 과장님을 비롯해 이 책의 탄생에 기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들여다 봐도 발견하지 못한 여러 오타와 오역을 교정·교열 전문가로서 척척 잡아낸 아내 

오현숙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재미있게 읽으시길!

― 옮긴이 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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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경부터 자연어 처리와 챗봇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구글 검색은 처음에는 

그냥 입력된 단어 몇 개로부터 뭔가를 찾아내는 데 약간의 재주를 가진 하나의 색인 시스템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후 점점 더 똑똑해져서 이제는 자연어 문장으로 된 질의문도 잘 

알아듣는다. 그 사이에 스마트폰의 자동 완성 기능도 점점 더 정교하게 발전했다. 스마트폰용 

키보드가 제시한 단어가 여러분이 입력하려고 했던 바로 그 단어일 때가 많다.주1

 2014년 말에 선더 시비아Thunder Shiviah와 나(저자 홉슨 레인)는 한 Hack Oregon 프로젝트에서 

선거 캠페인 관련 자연어 텍스트에서 재무 자료를 채굴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우리는 정

치 자금 기부자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고자 했다. 우리가 보기에 정치인들은 캠페인 재무 자

료에서 기부자들의 신원을 애매모호한 말로 숨기려는 것 같았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

가 간단한 자연어 처리 기법으로 기부자들의 관계를 밝혀냈다는 점이 아니었다. 내가 가장 놀

란 것은, 내가 장황한 이메일을 보내고 몇 초 되지 않아서 선더가 간결하지만 적절한 답장을 

보낼 때가 많았다는 점이다. 선더의 비결은 바로 Gmail의 ‘스마트 답장(Smart Reply)’ 기능이었

다. 그 기능 덕분에 선더는 내 메일을 다 읽지 않고도 답장을 작성할 수 있었다.

 나는 이 마법 같은 기능에 깔린 기법들을 공부했다.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이 인상적인 자

연어 처리 기법들을 나도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겼다. 그리고 내가 참여한 거

의 모든 기계 학습 프로젝트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연어 처리와 연관된 것으로 보였다.

 이는 아마도 내가 언어를 좋아하고 인간의 지능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역할에 매혹을 느

끼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가 일하는 Sharp Labs의 상사이자 정보 이론가인 존 코왈스키John 

Kowalski와 함께 단어들에 ‘의미’라는 것이 과연 있는지 논쟁하면서 몇 시간을 보낸다. 자신감이 

주1   재미 삼아 스마트폰이 제시한 단어들을 연결해 문장을 만들어서 노는 게임들도 있다. “SwiftKey 게임”(https://blog.swiftkey.
com/swiftkey-game-winning-is/)과 “Middle Button Game”(https://www.reddit.com/r/ftm/comments/2zkwrs/middle_

button_game/)이 그런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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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으면서, 그리고 내 멘토mentor들과 멘티mentee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뭔가 새롭고 마

법적인 것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배운 요령 중 하나는 일단의 문서들을 훑으면서 “War”나 “Hunger” 같은 단어 다음에 

“Games”나 “III”가 나오는 횟수를 세어보는 것이다. 대량의 텍스트에서 그런 단어 조합 빈도를 

세다 보면 단어들의 ‘사슬’, 즉 문구나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어디에 등장할 것인지를 꽤 잘 추측

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이런 고전적인 자연어 처리 접근 방식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교수들과 상사들은 이것을 마르코프 연쇄(Markov chain)라고 부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냥 확률값들의 테이블, 그러니까 이전 단어에 기초한 각 단어의 출현 확률을 나열한 것일 뿐

이었다. 교수들은 그런 확률을 이전 단어를 조건으로 한 단어들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를 것

이다. 피터 노빅Peter Norvig이 구글에서 만든 철자 교정기(spelling corrector)는 이러한 접근 방식의 

규모가 잘 확장된다는 점과 많지 않은 파이썬 코드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주2 필

요한 것은 대량의 자연어 텍스트뿐이다. 이런 기법을 위키백과나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같은 

대량의 공개 텍스트에 적용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자 나는 크게 고무되었다.주3

 이후 나는 잠재 의미 분석(LSA)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대학교에서 배운 몇 가

지 선형대수 연산들에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을 

세고 선형대수를 이용해서 그런 단어들을 묶으면 ‘주제’가 된다. LSA는 문장 전체의, 심지어는 

긴 문서 전체의 의미를 하나의 벡터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리고 LSA를 검색 엔진에 적용하면, 

혹시 컴퓨터가 내 마음을 읽고 문서를 찾아내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내가 원했던 문서를 너

무나 잘 찾아내서 오히려 섬찟할 정도이다. 좋은 검색 엔진은 심지어 원하는 문서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로 검색해도 그 문서를 찾아낸다.

 이후 gensim이 word2vec의 파이썬 구현을 공개하면서 나는 개별 단어들에 대한 의미론적 

벡터 연산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나는 문서를 더 작은 조각들로 나누기만 하면 이

러한 신기한 신경망 산술이 예전의 LSA 기법과 동등해진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이는 내게 커

다란 깨달음이었다. 덕분에 나는 이 분야에 뭔가 기여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겼다. 나는 몇 

년 동안 위계적(hierarchical) 의미 벡터를 고민했다. 책은 장들로 이루어지고, 장은 문단들로, 문

단은 문장들로, 문장은 문구들로, 문구는 단어들로, 단어는 문자들로 이루어진다. 즉, 자연어 

텍스트에는 위계 구조가 있다. word2vec을 만든 토마스 미콜로프Tomas Mikolov는 이러한 위계 구

조의 두 층 사이의,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어와 10단어 문구 사이의 연결 관계에서 텍스트의 지

주2  피터 노빅의 “How to Write a Spelling Corrector”(http://www.norvig.com/spell-correct.html).

주3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자연어 서적들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독자라면 프로젝트 구텐베르크(http://www.gutenberg.org)
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전들의 저작권을 원래의 ‘사용 기한’보다 훨씬 길게 연장하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그들의 노력

(http://www.gutenbergnews.org/20150208/copyright-term-extensions-are-looming)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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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수십 년간 NLP 연구자들은 단어들에 친절함이나 감정

적 강도 같은 성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감정 점수 또는 감정 성분들을 더하고 빼면 

여러 단어 조합의 의미를 조합할 수 있다고 여겼다. 미콜로프는 그런 성분들을 사람이 일일이 

찾아서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심지어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 정의하지 않아도 단어의 의미를 

담은 벡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리고 그 덕분에 NLP가 한층 더 재미있어졌다.

 당시 선더는 그의 멘티인 콜 하워드를 내게 소개했다. 이후 누군가의 소개로 하네스 막스 

하프케와도 알게 되었고, 우리 셋은 NLP 분야를 ‘분할 정복’하기 시작했다. 콜과 하네스는 신

경망의 강력한 블랙박스 성격에 감명을 받았다.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그 블랙박스를 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공부했다. 심지어 콜은 신경망을 이용해서 챗봇들을 만들기까지 했으며, 

그 챗봇들은 내 NLP의 여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여정을 계속하면서 나는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새롭고 멋진 NLP 기법들을 계속 

발견했다. 또한, 뭔가 새로운 기법이 등장하면 거의 항상 파이썬 구현이 곧이어 뒤따랐다. 우

리에게 필요한 자료 집합과 미리 훈련된 모형에는 관련 파이썬 패키지가 포함된 경우가 많았

다. “그거 이미 패키지가 있어”는 나와 콜, 하네스가 일요일 오후 커피숍 Floyd’s에 모여 브레

인스토밍을 하거나, 바둑을 두거나, 스마트폰의 자동 완성 기능을 가지고 놀면서 자주 내뱉은 

불평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점점 더 실력을 쌓았고, 급기야는 Hack Oregon 프로젝트들에서 

강연을 하기에 이렀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상황이 좀 심각해졌다. Microsoft의 테이Tay와 기타 챗봇들이 설화舌禍

를 겪으면서, 자연어 챗봇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2016년에 나는 트

윗들로부터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트위터 봇을 검사하느라 바빴다. 하필 그때는 트위터 봇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사들이 차츰 등장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2015년

에 나는 자연어 텍스트에 관한 알고리즘의 ‘판정’에만 근거해서 경제 동향을 예측하고 대규모 

금융 거래를 촉발하는 데 쓰인 시스템을 알게 되었다.주4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알

고리즘들은 그 영향이 점점 증폭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냈다. 이런 알고리즘들은 이익을 

많이 내는 알고리즘들만 살아남는 ‘적자생존’에 따라 진화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런 이

익들은 민주주의의 구조적 토대를 희생하는 대가로 발생할 때가 많았다. 컴퓨터는 사람들에

게 영향을 주었고, 사람들은 컴퓨터의 영향력이 높아지도록 자연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훈련

했다. 이런 컴퓨터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통찰하에 통제되는 것은 자명하지만, 인간 역시 컴

퓨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그리 자명하지 않을 수 있다. 컴퓨터들이 점차 강해지는 피드백 

주4   Inc.지 기사 “The Most Important Social Media Company You’ve Never Heard Of”(https://www.inc.com/
magazine/201504/will-bourne/banjo-the-gods-eye-view.html).

지은이의 글 xxi



연쇄 반응으로 폭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연쇄 반응이 인간의 가치와 관심사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결과로 이어질지는 우리가 챗봇에 부여한 초기 

조건의 사소한 차이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이후 Manning Publications(원서 출판사)의 브라이언 소여Brian Sawyer가 저술을 제안했다. 나는 

내가 쓰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나는 콜

과 하네스와 함께 점점 더 빨리 개발되고 축적되는 NLP 알고리즘들과 자연어 자료를 따라잡

느라 노력해 왔으니, 주제와 공동 저자는 이미 결정된 셈이었다.

 정치와 경제에 관한 비정형 자연어 자료가 풍부해지면서 NLP는 모든 선거 캠페인 관리자

나 재정 관리자의 도구 상자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다. 봇(컴퓨터)이 작성한 글에 담긴 

감정이 또 다른 봇의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소 심란하다. 이 봇들은 서로

를 알지 못한다. 이들은 서로를 조작하기 위해 ‘대화’한다. 이들에게 전체로서의 인간과 사회

의 안녕은 부차적인 관심사이다. 이런 사태를 우리는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봇이 봇과 대화하는 루프의 한 예로, 2015년에 Banjo주5라는 핀테크fintech 스타트업이 급성

장한 일이 있다. Banjo의 NLP 봇(이하 그냥 Banjo)은 트윗들에서 주목할만한 뉴스거리를 찾아

서 트위터에 올린다. 그 봇은 주요 사건에 관한 기사를, 로이터 통신이나 CNN의 리포터가 기

사를 써서 올리기 30분에서 한 시간 전에 올리곤 했다. 그런데 Banjo가 그런 사건들을 검출하

는 데 사용한 트윗 중 다수는 Banjo의 ‘눈’에 들려고 다른 봇들이 리트윗하거나 ‘좋아요’를 표시

한 것들이었다. 게다가, 그 봇들이 ‘좋아요’를 표시하고 Banjo가 주목한 트윗들 자체도 기계 학

습 알고리즘의 제시, 추천, 측정에 근거해서 분석가들이 선택한 글들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 트윗 중 다수는 전적으로 NLP 엔진들이 작성했다.주6

 연예 오락 사업이나 광고, 재무 보고 내용 생성 분야에서 사람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

고도 해낼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NLP 봇들이 영화 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작

성하기도 한다.주7 비디오 게임과 가상 세계에는 사람과 대화하는 봇들이 있다. 때로는 봇들

이 서로 대화하기도 한다. 봇들이 나오는 비디오 게임에 관한 영화의 대사를 봇이 작성하고, 

그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긍정적인 영화평을 봇이 작성하는 등으로 이런 ‘연극 안의 연극’이 점

점 더 중첩될 것이다. 또한, 자연어 텍스트의 문체를 분석해서 그 문체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주5  Banjo 사이트(https://ban.jo/).

주6   2014년 트위터의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봇이 작성한 트윗은 전체의 8% 이상이다. 2015년 DARPA는 봇이 작성한 트윗들이 미

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자는 취지로, 봇이 작성한 트윗들을 검출하는 능력을 겨루는 공모전 “Twitter Bot Challenge”를 

진행했다(https://arxiv.org/ftp/arxiv/papers/1601/1601.05140.pdf).
주7  Five Thirty Eight의 기사 “Some Like It Bot”(http://fivethirtyeight.com/features/some-like-it-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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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P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원저자 판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주8

 이보다 덜 두드러진 방식으로 NLP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NLP는 효율적인 정

보 검색을 가능하게 하며, 특정 페이지들을 걸러내거나 추천함으로써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에 

영향을 미친다. 검색은 상업적으로 성공한 최초의 NLP 응용 분야이다. 그리고 검색 덕분에 

NLP 알고리즘들의 개발이 점점 빨라지며, 그런 알고리즘들은 검색 기술을 더욱 개선한다. 집

합적 두뇌력 향상을 유발하는 이러한 긍정적 순환 주기에 여러분이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책

은 웹 검색 엔진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자연어 색인화 기법과 예측 기법을 설명한다. 실제로 

우리 저자들은 이 책의 원고에 몇 가지 NLP 기법을 적용해서 용어집과 참고 문헌을 정리했다. 

그 덕분에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은 컴퓨터에 맡기고, 남는 시간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었

다.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도 이 책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

의 텍스트에 대한 여러분만의 자연어 검색 도구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이다.

 NLP 시스템들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정보를 찾고 소비하는 속도도 빨라졌다. 이제는 검색

창에 글자 몇 개만 입력해도 컴퓨터가 관련 검색 문구를 자동으로 제시해 준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다른 사람이 옆에서 나를 돕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섬찟한 기분이 들 정

도로 정확한 문구가 제시되기도 한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책을 쓰면서 우리 저자들은 다양

한 검색 엔진을 사용했다. 종종 검색 결과에 봇이 작성하거나 추천한 SNS 글이나 뉴스 기사가 

포함되기도 했는데, 그런 검색 결과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생각하다가 이 책에서 특정 NLP 

기법을 좀 더 잘 설명하는 방법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 응용하는 방법을 깨달은 경우도 있었다.

 NLP의 발전을 이끄는 요인은 무엇일까?

• 양과 질이 점점 증가하는 비정형 텍스트 자료?

• 연구자들의 착안을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하는 컴퓨터 계산 능력?

• 일상적인 언어로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주는 편리함?

물론 답은 세 가지 다이고, 이 세 가지 말고도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검색 엔진에서 “Why 

i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o important right now?” 또는 “지금 자연어 처리가 왜 중요한

가?”를 검색해 보면 다양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주9 또한 위키백과의 NLP 관련 항목

들에서도 좋은 이유들을 볼 수 있다.주10

주8   셰익스피어 같은 16세기 저자들의 문체를 NLP가 성공적으로 정량화한 사례가 있다(https://pdfs.semanticscholar.org/3973/
ff27eb173412ce532c8684b950f4cd9b0dc8.pdf).

주9   NLP에 관한 DuckDuckGo 검색 결과(https://duckduckgo.com/?q=Why+is+natural+language+processing+so+impor
tant+right+now).

주10   영어 위키백과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페이지(https://en.wikipedia.org/wiki/Natural_language_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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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다 더 심오한 이유들도 있다. 그중 하나는, NLP가 인공 일반 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또는 강 인공지능으로의 발전을 가속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지능과 비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가능하려면, 생각을 이산적인 의미 조각들로 분할해서 효율적으로 저장(기억)

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바로 그런 능력 덕분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지능

을 확장하고, 우리의 두뇌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집단 지능(collective intelligence)을 형성할 수 있다.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가 쓴 The Stuff of Thought(생각의 재료)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인간

이 실제로 언어로 생각한다는 것이다.주11 ‘내적 대화(inner dialog)’라는 표현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자연어가 사람과 기계 사이의 기본 의사소

통 프로토콜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생각, 뇌파, 전기 신호를 자연

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했다.주12 더 나아가서, 사피어-워프 가설(Sapir-Whorf hypothesis)

에 따르면 언어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주13 그리고 문화와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의 소통 매체가 자연어임은 확실하다.

 따라서, 만일 자연어가 사람의 두뇌에 유용한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컴퓨터가 사람의 두뇌를 모의 실행하거나 흉내 내게 만드는 것이라면, 자연어 처리는 당연히 

중요하다. 또한, 지능의 중요한 단서들이 자료의 구조 안에, 단어들 사이의 중첩된 연결 관계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여러분이 배울 것이 바로 그런 구조와 관계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런 구조와 관계를 이용해서 컴퓨터라는 고철 덩어리가 자연어 텍스트를 소화하고, 저

장하고, 조회하고 생성하게(때로는 마치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도 설명한다.

 자연어를 잘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

로,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아마 독자는 인공지능 통제 문제(AI Control Problem)를 제기하고 ‘우

호적 인공지능(friendly AI)’주14 개발을 주창하는 사람들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닉 보

스트롬Nick Bostrom주15, 케일럼 체이스Calum Chace주16, 일론 머스크Elon Musk주17 등은 인류의 미래가 인

간에게 우호적인 컴퓨터를 개발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

래에 자연어는 사람과 기계 사이의 중요한 연결 통로가 될 것이다.

 언젠가 우리가 직접(이를테면 뇌파를 통해서) 기계와 소통할 수 있게 되어도, 기계와 주고받

주11   영어 위키백과 “The Stuff of Thought” 페이지(https://en.wikipedia.org/wiki/The_Stuff_of_Thought).

주12   Wired지 기사 “We are Entering the Era of the Brain Machine Interface”(https://backchannel.com/we-are-entering-the-
era-of-the-brain-machine-interface-75a3a1a37fd3).

주13   영어 위키백과 “Linguistic relativity” 페이지(https://en.wikipedia.org/wiki/Linguistic_relativity).

주14   영어 위키백과 “AI Control Problem” 페이지(https://en.wikipedia.org/wiki/AI_control_problem).

주15   닉 보스트롬 홈페이지(http://nickbostrom.com/).

주16   케일럼 체이스의 글 “Surviving AI”(https://www.singularityweblog.com/calum-chace-on-surviving-ai/).

주17   포브스지 기사 “Why Elon Musk Spent $10 Million To Keep Artificial Intelligence Friendly”(http://www.forbes.com/sites/
ericmack/2015/01/15/elon-musk-puts-down-10-million-to-fight-skynet/#17f7ee7b4bd0).

 xxiv 지은이의 글



는 생각 자체는 여전히 자연어 단어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자연어와 기계어를 가르는 선

은 사람과 기계의 구분이 흐릿해지는 것만큼이나 흐릿해질 것이다. 사실 그 선은 이미 1985년

부터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다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사이보그 선언(Cyborg Manifesto)은주18 조

지 오웰주19 이 묘사한 ‘1984년’주20의 다음 해인 1985년에 발표되었다. 그 선언은 오웰의 디스토

피아적 예언을 좀 더 실감나게(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더 쉽게) 만들었다.

 NLP로 “세상을 구한다”라는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챗봇 

‘두뇌’의 여러 ‘두엽(lobe)’들을 만들고 연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런 식으로 챗봇의 두뇌를 

구축하다 보면, 인간과 기계 사이의 사회적 피드백 루프들에 관한 아주 사소한 ‘넛지nudge’역1들

이 기계와 사람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비의 작은 날갯

짓이 먼 곳에서 폭풍을 일으키듯이, 챗봇의 ‘이기심’ 매개변수의 소수점 이하 몇 자리 수치를 

조금만 조정해도 챗봇이 반사회적 발언을 일삼게 될 수 있다.주21 또한, 친절하고 이타적인 시스

템이 빠르게 충직한 지지자들을 모아서 근시안적인 봇들, 그러니까 봇 소유자의 금전적 이득

을 목표로 한 ‘목적함수’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봇이 만들어낸 혼란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친사회적이고 협동적인 봇들은 친사회적 행동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주22

 이상이 우리(이 책의 저자들)가 서로 알게 되고 이 책을 함께 쓰게 된 사정이다. 인터넷에서 

자연어를 이용한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친사회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준 지능적 행위자(컴퓨터)를 구축하고 지원하

는 데에도 우리의 집단 지능을 사용하고 있다.주23 이 책의 내용과 우리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

에 닿기를, 그리고 마치 밈meme처럼 챗봇들의 세계에 전파되어서 친사회적 NLP 시스템을 구축

하려는 열정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길 희망한다. 또한, 언젠가는 등장할 

초지능이 이 책에 녹아 있는 친사회적 윤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길 희망한다.

주18   영어 위키백과 “Cyborg Manifesto” 페이지(https://en.wikipedia.org/wiki/A_Cyborg_Manifesto).

주19   영어 위키백과 “George Orwell” 페이지(https://en.wikipedia.org/wiki/George_Orwell).

주20   영어 위키백과 “1984” 페이지(https://en.wikipedia.org/wiki/1984).
역1   nudge는 팔꿈치로 쿡쿡 찌른다는 뜻의 영어 단어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유발하는 암묵적인 개입이나 간섭, 암시 

등을 뜻한다.

주21   챗봇의 주된 도구는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을 흉내 내는 것이다. 사람은 이 점을 활용 또는 악용해서 봇이 친사회적 행동이

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게 만들 수 있다. Tech Rebublic의 기사 “Why Microsoft’s Tay AI Bot Went Wrong”(http://www.

techrepublic.com/article/why-microsofts-tay-ai-bot-went-wrong)을 참고하기 바란다.

주22   자율적 시스템이 목적함수에 기초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러시아워에 자율주행차들이 도로 상

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에서 볼 수 있다(https://www.enotrans.org/wp-content/uploads/AV-paper.pdf). 몇몇 연구

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주변의 차량 중 혼잡을 줄이고 좀 더 원활하고 안전한 흐름이 되도록 사람의 행동을 중재하

는 데 도움을 주는 차량은 10대 중 한 대밖에 되지 않는다.

주23   나는 2010에 토비 세가란(Toby Segaran)의 Programming Collective Intelligence(https://www.goodreads.com/book/show/1741472.
Programming_Collective_Intelligence; 번역서 명은 《집단지성 프로그래밍》)을 읽고 기계 학습의 모험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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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대
이

하여

이 책은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연어 텍스트를 처리하고 생성하는 데 관한 실천적인 지

침서이다. 이 책은 가상 비서(챗봇), 스팸 필터, 포럼 관리, 감정 분석, 지식 베이스 구축, 자연

어 텍스트 채굴(마이닝mining) 등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NLP 응용 분야를 떠받치는 뒷단

(backend) NLP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와 기법을 제공한다.

 이 책은 중급에서 고급 파이썬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책이다. 이 책은 수많은 모범관행

(best practice) 예제들과 최신 NLP 알고리즘들의 능력에 관한 통찰을 제공하므로, 이미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능력을 갖춘 독자라면 이 책을 즉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객체 지향적 파이썬 개발에 관한 지식이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이 책을 공부하는 데 그런 지식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다소 생소할 만한 주제에 관해서는 충분한 배경지식을 제공하며,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

고 싶은 독자를 위해 참고 문헌(출판물과 온라인 문서 모두)도 제시한다.

로드맵
파이썬과 자연어 처리를 처음 접하는 독자라면, 먼저 제1부를 모두 읽은 후 제3부의 여러 장

(chapter) 중 관심 있는 또는 실무에 필요한 주제를 다루는 장을 골라서 읽으면 된다. 심층 학습

에 기초한 새로운 NLP 기법들을 빠르게 익히고자 하는 독자는 제2부도 읽기 바란다. 제2부

는 단순하고 제한된 기능을 갖춘 신경망에서 시작해서 좀 더 복잡하고 다재다능한 신경망으

로 점차 논의 수준을 높이므로, 장들을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

 본문에 나오는 예제 코드를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컴퓨터

에서 실행해 보길 권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텍스트 문서들에 실행해 볼 만한 예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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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 문서들을 CSV나 텍스트 파일(문서당 한 줄씩으로 된)로 변환해서 NLPIA 패키지(부록 

A 참고)의 nlpia/src/nlpia/data/ 디렉터리에 넣기 바란다. 그런 다음에는 nlpia.data.loaders.

get_data() 함수로 그 텍스트 자료를 읽어 들여서 예제를 실행할 수 있다.

이 책의 구성
제1부의 장들은 자연어 텍스트를 컴퓨터가 검색하고 계산할 수 있는 수치들로 바꾸는 문제를 

다룬다. 자연어 텍스트를 단어들로 나누고, 세고, 합치는 과정을 거치면, 정보 검색이나 감정 

분석 같은 놀랄 만큼 유용한 NLP 응용이 가능해진다. 이런 기본 기법들을 익힌 후에는, 아주 

간단한 산술 연산을 루프를 이용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스팸 필터링 같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된다. 제2, 3, 4장에서 만드는 스팸 필터들은 전 세계의 이

메일 시스템을 무정부적 혼란과 침체에서 벗어나게 만든 실제 스팸 필터들과 다를 바 없다. 그 

장들에서 여러분은 1990년대 기술을 이용해서 스팸 검출 정확도가 90%를 넘는 스팸 필터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냥 단어 출현 횟수를 세고 그 횟수(빈도)들을 간단한 방법으로 활

용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유용한 일이 가능함을 알게 될 것이다.

 단어 빈도에 관한 수학이라니 다소 지루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재미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연어 텍스트에 관한 뭔가를 여러분보다도 더 잘(그리고 훨씬 빠르게) 판

단하는 알고리즘들을 배우게 된다. 관련 예제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언어가 우리의 사고(생각)

를 반영하며 우리의 사고를 강화한다는 관점을 처음으로 또는 다시금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

리고 단어와 사고의 고차원 벡터 표현을 배우면서 여러분의 두뇌는 자기 발견의 순환 루프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이 맞이할 발견과 깨달음의 파도는 이 책의 중간 부분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이 책

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제2부에서는 신경망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계산과 의사소통의 그

물을 탐험한다. 그물망으로 연결된 작은 논리 단위들의 네트워크 효과에서 발생하는 ‘지능’ 현

상 덕분에, 비유 질문, 텍스트 요약, 번역처럼 예전에는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여겼던 문제

를 컴퓨터가 풀 수 있다.

 독자가 어디선가 들어 봤을 word2vec 단어 벡터나 단어 내장(임베딩) 등도 이 책에서 이야

기하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책은 그 이상을 이야기한다. 단어, 문장, 문서들로부터 

서로 연결된 개념들의 그래프를 만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3차원을 넘어선 그런 고차원 

그래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2차원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만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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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문서와 단어를 무작위로 선택된 특성치들과 능력치들로 가

득한 던전 앤 드래곤(D&D) 캐릭터 시트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던전 앤 드래곤과 다른 점이라

면, 그런 수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류의 머릿속에서 진화하고 발전한 결과를 반영한다

는 점이다.

 단어들과 그 의미의 이러한 상호주관적 실재(intersubjective reality)를 이해하는 것은 이 책의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제3부의 확실한 토대이다. 제3부에서는 이전의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컴퓨터가 사람처럼 대화하고 질문에 대답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예제 코드에 관해
이 책에는 다양한 예제 코드가 등장한다. 예제 코드와 그것을 실행해서 나온 출력 모두, 

example code처럼 고정 폭 글꼴로 표시한다. 

 대부분의 예제 코드는 NLPIA 패키지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제한 때문에 실제 파이

썬 소스 코드와는 줄 바꿈이나 들여쓰기가 다른 경우가 많다. 드물지만 들여쓰기나 줄 바꿈

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호로 줄이 계속 이어짐을 표시했다. 소스 코드의 주석

들은 화살표와 함께 좀 더 보기 좋은 형태로 편집하거나, 본문에 따로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했다.

 이 책의 모든 예제 코드와 자료 파일을 GitHub https://github.com/totalgood/nlpia에서 내

려받을 수 있다. 부록 A도 참고하기 바란다.

표지 그림에 관해
이 책의 앞표지 그림은 벨사자르 아케Belsazar Hacquet의 Images and Descriptions of Southwestern 

and Eastern Wends, Illyrians, and Slavs 최근 판본(2008년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민속박물관 출간)

에서 전재한 것으로, 그림에 달린 설명은 “Woman from Kranjska Gora, Slovenia”(슬로베니아 

크란스카 고라의 여인)이다. 아케(1739-1815)는 오스트리아의 의사이자 과학자로, 오랫동안 율리

안알프스산맥(Julian Apls) 지역의 식물학과 지질학, 민속학을 연구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줄

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딴 율리안알프스산맥은 이탈리아 북서부에서 슬로베니아에 걸친 산악 

지대이다. 아케가 발표한 여러 과학 논문과 서적에는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딸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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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의 출판물들에 포함된 아주 다양한 그림들은 200여년 전 알프스 동부 지역의 독특함

과 개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때는 몇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두 마을의 주민들을 옷차림만

으로 구분할 수 있던,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계급이나 직업에 따라 서로 다른 옷을 입었던 시

절이었다. 이후 복식이 바뀌고, 그토록 다채롭던 지역별 복식 다양성도 사라졌다. 이제는 옷

차림만으로는 마을은커녕 어느 대륙에 사는 사람인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 오늘날 슬로

베니아 알프스 지역의 그림 같은 도시와 촌락에 사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슬로베니아의 다른 

지역 또는 유럽 다른 국가 주민들의 옷차림과 구별하기 힘들다.

 Manning(원서 출판사)은 IT 업계의 독창성과 진취성, 그리고 재미를 축하하는 뜻에서 두 

세기 전 여러 지역의 다채로운 생활상을 담은 이런 그림들을 이 책을 비롯한 여러 책의 앞표

지에 실어 현대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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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 잘하는 수학: TF-IDF 벡터

C H A P T E R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 의미 분석을 위한 단어와 용어의 빈도 세기 

■ 지프의 법칙을 이용한 단어 출현 확률 예측

■ 단어의 벡터 표현과 그 활용 방법

■ 역문서 빈도를 이용한 유관 문서 검색

■ 코사인 유사도와 오카피 BM25를 이용한 두 문서의 유사도 추정

제2장에서 우리는 문장에서 단어(토큰)들을 추출해서 빈도를 세고 분류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비슷한 토큰들을 어간이나 표제어로 통합하는 방법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그런 토큰

들로 뭔가 흥미로운 일을 해본다. 단어 용례에 관한 통계량을 얻거나 단순한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는 데는 토큰화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그보다 더 본격적인 응용을 위해서는 주어진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또는 말뭉치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단어의 ‘중요도’는 예를 들어 검색 엔진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들과 관련성이 깊은 문서

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단어의 중요도는 스팸 검출기가 비속어 하나나 스팸성 단어 몇 

개 때문에 주어진 이메일을 스팸으로 오판하지 않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긍정성’ 점수 또는 분류명이 부여된 다양한 단어들을 갖추고 있다면, 예를 들어 한 

트윗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사교적인지 측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한 문서에서 그런 단어들

이 등장한 횟수를 나머지 모든 문서의 해당 빈도와 비교함으로써 주어진 문서의 ‘긍정성’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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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단어들과 문서 안에서의 단어의 용도에 관한 좀 더 미묘한, 

덜 이분법적인 측도를 살펴본다. 이번 장에서 소개하는 접근 방식은 수십 년간 상용 검색 엔

진들과 스팸 필터들이 자연서 텍스트에서 특징(feature)들을 추출하는 주된 수단으로 쓰였다.

 우리의 NLP 여정의 다음 단계는 제2장에서 얻은 단어들을 그냥 단어 출현 횟수를 나타내

는 정수나 특정 단어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이진 ‘비트 벡터’ 형태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

라 주어진 응용에 의미가 있는 어떤 연속된 값들로 바꾸는 것이다. 즉, 이번 장에서는 단어들

을 이산 공간이 아니라 연속 공간에서 표현한다. 단어들을 연속 공간에서 표현하면 좀 더 다

양한 수학 도구들로 단어 표현들을 다룰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단어의 중요도 또는 단어의 

정보 내용을 반영한 수치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전자, 즉 단어의 중요도를 

반영하는 수치 표현에 초점을 둔다. 단어의 정보 내용을 수치로 표현함으로써 단어의 의미를 

수량화하는 방법은 제4장에서 이야기한다.

 이번 장에는 다음 세 가지 단어 중요도 표현 방법을 그 표현력 순으로 살펴본다.

• 단어 모음―단어 빈도(출현 횟수)들의 벡터

• n-그램 모음―2-그램(두 단어 쌍), 3-그램(세 단어 쌍) 등의 빈도들의 벡터

• TF-IDF 벡터―단어의 중요도를 좀 더 잘 표현하는 단어 점수 벡터

중요  TF-IDF는 term frequency times inverse document frequency, 즉 용어 빈도에 역문서 빈도를 곱

한 값이다. 여기서 용어 빈도는 한 문서 안에 단어가 출현한 횟수로, 제2장의 토큰화에서 이미 배운 

개념이다. 역문서 빈도는 단어의 빈도를 그 단어가 출현한 문서의 개수로 나눈 것이다.

이 기법들은 그 자체로 따로 적용할 수도 있고 NLP 파이프라인의 일부로서 적용할 수도 있다. 

빈도(도수)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모두 통계적 모형에 해당한다. 이후의 장들에서 단어 

관계와 패턴, 비선형성을 좀 더 깊게 파악하는 다양한 고급 표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얕은” NLP 모형도, 스팸 필터링이나 감정 분석 같은 여러 실용적인 응용 프

로그램에 사용하기에 충분히 강력하고 유용하다.

3.1 단어 모음
제2장에서 우리는 텍스트로부터 우리의 첫 번째 벡터 공간 모형을 만들어냈다. 각 단어의 원

핫 부호화 벡터로 표현하고, 그 벡터들을 모두 비트별 논리합(OR)으로(또는, 절단된 sum으로) 

결합해서 텍스트를 표현하는 하나의 벡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이진 단어 모음(bag of words) 

CHAPTER 3  말 잘하는 수학: TF-IDF 벡터86



벡터를 Pandas의 DataFrame 같은 자료 구조에 담으면 문서 검색을 위한 훌륭한 색인이 된다.

 제2장에서는 또한 주어진 텍스트에서 단어가 출현한 횟수, 즉 단어 빈도로 이루어진 좀 더 

유용한 벡터 표현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단어 빈도 벡터는 자주 출현한 단어일수록 그 문서의 

의미에 더 많이 기여한다는 가정을 깔고 있다. 예를 들어 “cats”나 “gravity”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 문서보다는 “wing”(날개)과 “rudder”(방향키)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 문서가 비행기나 

항공 산업과 관련된 문제와 연관이 클 것이다. 그리고 “good”이나 “best”, “joy”, “fantastic”처럼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문서에는 긍정적 ‘감정’이 담겨 있을 가능성

이 크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규칙들에만 의존하는 알고리즘은 얼마든지 문서의 의미나 감정

을 오해해서 엉뚱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 단어 출현 횟수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예제 하나를 살펴보자.

>>> from nltk.tokenize import TreebankWordTokenizer
>>> sentence = """The faster Harry got to the store, the faster Harry,
...     the faster, would get home."""
>>> tokenizer = TreebankWordTokenizer()
>>> tokens = tokenizer.tokenize(sentence.lower())
>>> tokens
['the',
 'faster',
 'harry',
 'got',
 'to',
 'the',
 'store',
 ',',
 'the',
 'faster',
 'harry',
 ',',
 'the',
 'faster',
 ',',
 'would',
 'get',
 'home',
 '.']

이 코드는 주어진 문장에 있는 고유한 단어들의 목록을 출력한다. 파이썬 사전 자료 구조

(dict)는 이런 목적에 아주 적합하다. 그리고 제2장에서도 보았지만, 파이썬 모듈 Counter를 

이용하면 각 토큰의 빈도도 간단하게 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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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collections import Counter
>>> bag_of_words = Counter(tokens)
>>> bag_of_words
Counter({'the': 4,
         'faster': 3,
         'harry': 2,
         'got': 1,
         'to': 1,
         'store': 1,
         ',': 3,
         'would': 1,
         'get': 1,
         'home': 1,
         '.': 1})

토큰들의 순서가 뒤죽박죽인데, 이는 파이썬 사전이 키들을 알파벳순으로 정렬하지 않기 때

문이다. 키들의 순서는 저장, 갱신, 조회에 최적화될 뿐, 일관된 출력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따

라서 원래의 문장에 있던 단어들의 순서에 관한 정보는 모두 사라진다.

참고  collections.Counter 객체는 순서 없는 컬렉션(unordered collection)이다. 이런 자료 구조

를 자루(bag; 또는 가방)나 중복집합(multiset; 또는 다중집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자의 플랫폼

과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는 Counter 출력의 토큰들이 뭔가 의미 있는 순서로, 이를테면 알파벳순

이나 문장의 출현 순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파이썬 표준 사전 자료 구조 dict와 마찬가지로, 

Counter의 토큰(키)들이 어떤 특정한 순서로 나타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짧은 문장에서는 순서 없는 단어 모음도 문장의 원래 의도에 관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유지한다. 그리고 이런 단어 모음의 정보로도 스팸 검출, 감정(긍정, 행복 등) 분석 같은 상당히 

강력한 일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풍자나 냉소 같은 미묘한 의도를 검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어 모음은 단어들이 뒤죽박죽 담겨 있는 하나의 자루(bag)일 뿐이지만, 그래도 문장의 의미

에 관한 정보가 꽤 많이 들어 있다. 자루 안의 단어들을 어떤 의미 있는 순서로 정렬하면 단

어들을 고찰하기가 좀 더 쉬워질 것이다. 그럼 단어들을 그 빈도순으로 정렬해 보자. 다행히 

Counter 객체에는 이런 용도에 딱 맞는 most_common()이라는 메서드가 있다.

>>> bag_of_words.most_common(4) 
[('the', 4), (',', 3), ('faster', 3), ('harry', 2)]

기본적으로 most_common()은 모든 토큰을 

그 빈도순으로(자주 출현한 것부터) 나열한다. 

여기서는 인수로 4를 지정해서 최상위 네 개만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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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단어가 한 문서에 출현한 횟수를 용어 빈도(term frequency; 또는 용어 도수)라고 부르고, 흔

히 TF로 줄여서 표기한다. 응용에 따라서는 단어 출현 횟수를 해당 문서에 있는 모든 단어의 

수로 나누어서 정규화하기도 한다.주1

 앞의 결과에서 보듯이, 이 예제 문장에 가장 자주 출현한 네 토큰은 “the”, “,”, “harry,”, 

“faster”이다. 그런데 정관사 “the”와 문장 부호 “,”는 이 문장의 의도에 관한 정보를 그리 많이 

담고 있지 않다. 그리고 문서들에는 이런 별 정보 없는 토큰들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이번 장

의 여러 예제에서는 이런 토큰들을 비롯한 여러 표준 영어 불용어들과 문장 부호들을 무시한

다. 불용어와 문장 부호를 항상 무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번 장의 경우에는 이들

을 제외하는 것이 예제를 간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예의 경우 이들을 제외하면 

“harry”와 “faster”가 가장 자주 등장한 토큰들이다.

 다음은 Counter 객체(bag_of_words 변수)에서 “harry”의 용어 빈도를 조회해서 전체 토큰 

수로 정규화하는 예이다.

>>> times_harry_appears = bag_of_words['harry']
>>> num_unique_words = len(bag_of_words) 원 문장에 있는 고유한 토큰의 수.

>>> tf = times_harry_appears / num_unique_words
>>> round(tf, 4)
0.1818

 여기서 잠깐 정규화된 용어 빈도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자. 이 책에 자주 등장하는 이 용

어는 단어 출현 횟수를 문서의 길이로 “길들인” 것이다. 단어 빈도를 왜 길들여야 할까? 예를 

들어 “dog”라는 단어가 문서 A에는 3회 등장하고 문서 B는 100회 등장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dog”는 문서 B에 더 중요한 단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만일 문서 A가 

단어 30개로 된 이메일 메시지이고 문서 B는 길고 긴 《전쟁과 평화》(영문판을 기준으로 약 58만 

단어)라면 앞의 추측을 취소하고 싶을 것이다. 다음은 단어 빈도뿐만 아니라 단어가 포함된 문

서의 길이도 고려해서 단어의 중요도를 추정하는 공식들이다.

TF(“dog,” documentA) = 3/30 = .1

TF(“dog,” documentB) = 100/580000 = .00017

이러한 수치들은 단어 “dog”를 기준으로 두 문서의 특징을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이처럼 단

순한 단어 출현 횟수가 아니라 그것을 문서의 길이로 나눈 ‘정규화된 용어 빈도’로 문서를 표

주1  이런 정규화된 빈도는 사실 하나의 확률이므로, 빈도라고 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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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면 말뭉치 안에서의 문서의 특징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정규화된 용어 빈도는 

주어진 단어가 그 문서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해 준다. 앞의 예제 문장의 경

우, 비교적 짧은 문장인데도 “Harry”가 두 번, “faster”가 세 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그 문장에

서 해리(아마도 주인공 이름)의 속도가 대단히 중요함을 말해 준다. 다소 작위적이긴 하지만, 이 

예는 주어진 단어의 존재 또는 부재만 말해 주는 이진값(비트)보다 단어의 출현 횟수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럼 좀 더 긴 문장을 시험해 보자. 

다음은 연鳶(kite)에 관한 영어 위키백과 페이지의 처음 몇 문단이다.

A kite is traditionally a tethered heavier-than-air craft with wing surfaces that react against the 

air to create lift and drag. A kite consists of wings, tethers, and anchors. Kites often have a 

bridle to guide the face of the kite at the correct angle so the wind can lift it. A kite’s wing also 

may be so designed so a bridle is not needed; when kiting a sailplane for launch, the tether 

meets the wing at a single point. A kite may have fixed or moving anchors. Untraditionally 

in technical kiting, a kite consists of tether-set-coupled wing sets; even in technical kiting, 

though, a wing in the system is still often called the kite.

The lift that sustains the kite in flight is generated when air flows around the kite’s surface, 

producing low pressure above and high pressure below the wings. The interaction with the 

wind also generates horizontal drag along the direction of the wind. The resultant force vector 

from the lift and drag force components is opposed by the tension of one or more of the lines 

or tethers to which the kite is attached. The anchor point of the kite line may be static or 

moving (such as the towing of a kite by a running person, boat, free-falling anchors as in paragliders and 

fugitive parakites or vehicle).

The same principles of fluid flow apply in liquids and kites are also used under water.

A hybrid tethered craft comprising both a lighter-than-air balloon as well as a kite lifting 

surface is called a kytoon.

Kites have a long and varied history and many different types are flown individually and at 

festivals worldwide. Kites may be flown for recreation, art or other practical uses. Sport kites 

can be flown in aerial ballet, sometimes as part of a competition. Power kites are multi-line 

steerable kites designed to generate large forces which can be used to power activities such as 

kite surfing, kite landboarding, kite fishing, kite buggying and a new trend snow kiting. Even 

Man-lifting kites have been made.

―영어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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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PIA 패키지에 이 텍스트가 들어 있다. 그럼 이 텍스트를 불러와서 용어 빈도를 계산해 보자.

>>> from collections import Counter
>>> from nltk.tokenize import TreebankWordTokenizer
>>> tokenizer = TreebankWordTokenizer()
>>> from nlpia.data.loaders import kite_text 
>>> tokens = tokenizer.tokenize(kite_text.lower())
>>> token_counts = Counter(tokens)
>>> token_counts
Counter({'the': 26, 'a': 20, 'kite': 16, ',': 15, ...})

참고  TreebankWordTokenizer는 ‘kite.’처럼 마침표가 포함된 토큰들을 산출한다. 이 토큰 생성기는 

주어진 입력 문자열이 하나의 문장이라고(즉, 사용자가 문서를 미리 개별 문장들로 분할해서 한 문

장씩 공급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문자열의 제일 끝에 있는 문장 부호만 무시한다. 문장 분할은 까

다로운 과제이며, 이 책에서는 제11장에 가서야 논의한다. TreebankWordTokenizer와는 달리 spaCy

의 파서는 문장 분할과 토큰화를(그리고 기타 여러 처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 정확하

다.주2 따라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는 이 책의 간단한 예제들이 사용하는 NLKT 구성요소들 대신 

spaCy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런데 빈도 분석 결과를 보면 상위 토큰 중에 불용어와 문장 부호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위키백과 페이지가 관사 “the”, “a”나 접속사 “and” 등의 불용어에 관한 글일 가능성은 낮

으므로, 불용어들을 제거하기로 하자.

>>> import nltk
>>> nltk.download('stopwords', quiet=True)
True
>>> stopwords = nltk.corpus.stopwords.words('english')
>>> tokens = [x for x in tokens if x not in stopwords]
>>> kite_counts = Counter(tokens)
>>> kite_counts
Counter({'kite': 16,
         'traditionally': 1,
         'tethered': 2,
         'heavier-than-air': 1,
         'craft': 2,
         'wing': 5,
         'surfaces': 1,
         'react': 1,
         'air': 2,
         ...,
         'made': 1})}

주2  spaCy 개발팀, “spaCy 101: Everything you need to know”. 웹 https://spacy.io/usage/spacy-101#annotations-token

kite_text는 본문에 나온 

“A kite is traditionally ...” 
텍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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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출현 횟수만 봐도 이 문서에 관해 뭔가를 짐작할 수 있다. kite(연), wing(날개), lift(양

력)는 모두 이 문서에 중요한 단어들이다. 이 문서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글 같은 

어떤 지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문서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해도, 이 용어 빈도들로부터 이 문

서가 “flight”나 “lift”와 관련된 문서, 아마도 “kites”를 설명하는 문서임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말뭉치의 여러 문서에 대해 이런 빈도 분석을 실행하면 더욱 흥미로운 추론이 가능하다. 

다른 여러 문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용어 빈도들이 나온다면, 해당 말뭉치의 모든 문서가 연이

나 연날리기에 관한 문서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마 모든 문서가 “string”(연줄)과 “wind”

(바람)를 자주 언급할 것이며, 따라서 모든 문서에서 용어 빈도 TF("string")와 TF("wind")가 높

게 나올 것이다. 그럼 이런 수치들을 수학 연산에 좀 더 적합한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3.2 벡터화
앞에서 우리는 텍스트를 기본적인 수준에서 수치들로 변환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런데 앞에

서는 그 수치들을 그냥 하나의 사전 자료 구조에 담아두었다. 그 자료 구조로는 이 수치들을 

수학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 이번에는 한 수준 더 올라가서, 문서를 표현하는 

단어 빈도들을 벡터로 만들어보자. 파이썬에서는 벡터를 하나의 목록(list)으로 표현하지만, 일

반적으로 벡터는 수치 성분들의 순서 있는 컬렉션 또는 배열이다. 다음은 사전 자료 구조에 

담긴 용어 빈도들로 하나의 정규화된 용어 빈도 벡터를 만드는 예이다.

>>> document_vector = []
>>> doc_length = len(tokens)
>>> for key, value in kite_counts.most_common():
...     document_vector.append(value / doc_length)
>>> document_vector
[0.07207207207207207,
 0.06756756756756757,
 0.036036036036036036,
 ...,
 0.0045045045045045045]

이 벡터에 대해 여러 수학 연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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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자료 구조의 처리 속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높일 수 있다.주3 지금은 벡터 표현 자체를 익히는 것

이 중요하지만, 좀 더 본격적인 응용 단계로 넘어가면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진다.

연산 대상이 하나인 수학 연산은 큰 의미가 없다. 문서 하나에 대한 벡터 하나로는 부족하다. 

이 문제(?)는 여러 문서를 토큰화해서 여러 개의 벡터를 만들면 해결이 된다. 그런데 그런 각 

벡터의 수치(성분)들은 모든 벡터에 대해 일관된 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

로 말하면, 그 벡터들에 대해 어떤 수학 연산을 수행하려면 그 벡터들이 모두 공통의 공간 안

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즉, 문서 표현 벡터들은 그 원점이 같아야 하며, 각 차원(축)의 축척 

또는 ‘단위’도 같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각 용어 빈도를 그대로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

니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용어 빈도를 문서의 길이(총 단어 수)로 나눈 ‘정규화된 용어 빈도’를 

성분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벡터의 길이 또는 차원을 표준화해야 한다.

 또한, 한 문서에 대한 벡터의 각 성분이 다른 문서에 대한 벡터의 각 성분과 같은 단어에 

대한 수치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그런데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

메일 메시지 하나에 모두 등장할 리는 없다. 문서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다른데도 그런 조건

을 만족할 수 있을까? 해결책은 간단하다.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이라도 벡터 안에 해당 성분

을 두되, 값을 0으로 하면 그만이다. 이메일 메시지의 단어들과 《전쟁과 평화》의 단어들의 중

복 없는 합집합은 두 문서로 이루어진 말뭉치의 어휘를 형성한다. 그런 어휘를 어휘집(lexicon) 

또는 어휘 사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럼 《전쟁과 평화》보다 짧은 문서 몇 개를 시험해 보자. 

우선, 우리의 주인공 해리에 관한 세 문서로 말뭉치를 만든다. 첫 ‘문서’는 이전에 나왔던 것이

고, 새로운 문서 두 개를 추가한다.

>>> docs = ["The faster Harry got to the store, the faster and faster Harry
 would get home."]

>>> docs.append("Harry is hairy and faster than Jill.")
>>> docs.append("Jill is not as hairy as Harry.")

팁  이 말뭉치는 NLPIA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텍스트 문자열을 직접 입력하고 싶지 않은 

독자라면 from nlpia.data.loaders import harry_docs as docs로 불러오면 된다.

그럼 세 문서로 된 이 말뭉치의 어휘집을 살펴보자.

>>> doc_tokens = []
>>> for doc in docs:
...     doc_tokens += [sorted(tokenizer.tokenize(doc.lower()))]

주3  NumPy 문서화(http://numpy.org/doc)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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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doc_tokens[0])
17
>>> all_doc_tokens = sum(doc_tokens, [])
>>> len(all_doc_tokens)
33
>>> lexicon = sorted(set(all_doc_tokens))
>>> len(lexicon)
18
>>> lexicon
[',',
 '.',
 'and',
 'as',
 'faster',
 'get',
 'got',
 'hairy',
 'harry',
 'home',
 'is',
 'jill',
 'not',
 'store',
 'than',
 'the',
 'to',
 'would']

어휘의 토큰이 총 18개이므로, 세 문서를 표현하는 각 벡터의 성분도 반드시 18개이어야 한다. 주

어진 문서에 어휘집의 단어 18개가 모두 등장하지는 않더라도, 그 문서를 표현하는 벡터의 길이

는 항상 어휘집의 단어 수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벡터의 한 성분의 위치(첨자)는 어휘집 안에서의 

그 성분에 대응되는 토큰(단어)의 위치와 일치해야 한다. 문서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에 해당하는 

성분의 값은 0이다. 이런 관례 덕분에 한 말뭉치의 문서에 대한 벡터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 공간

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다음은 그러한 벡터 공간의 원점에 해당하는, 모든 성분이 0인 벡터이다.

>>> from collections import OrderedDict
>>> zero_vector = OrderedDict((token, 0) for token in lexicon)
>>> zero_vector
OrderedDict([(',', 0),
             ('.', 0),
             ('and', 0),
             ('as', 0),
             ('faster', 0),
             ('get', 0),
             ('got', 0),
             ('hairy', 0),
             ('harr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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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0),
             ('is', 0),
             ('jill', 0),
             ('not', 0),
             ('store', 0),
             ('than', 0),
             ('the', 0),
             ('to', 0),
             ('would', 0)])

이제 말뭉치의 문서마다 이 기준 벡터를 복사해서 각 성분을 해당 용어 빈도로 갱신해서 세 

문서의 벡터들을 생성한다.

>>> import copy
>>> doc_vectors = []
>>> for doc in docs:
...     vec = copy.copy(zero_vector) 
...     tokens = tokenizer.tokenize(doc.lower())
...     token_counts = Counter(tokens)
...     for key, value in token_counts.items():
...         vec[key] = value / len(lexicon)
...     doc_vectors.append(vec)

이렇게 해서 문서당 하나씩 세 개의 벡터가 생겼다. 이 벡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이 문

서 표현 용어 빈도 벡터는 말 그대로 벡터이므로, 벡터에 적용되는 갖가지 수학 연산을 적용

할 수 있다. 따라서, NLP는 잠시 잊고 벡터와 벡터 공간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주4

3.2.1 벡터 공간

벡터는 선형대수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벡터는 순서 있는 수치 목록인데, 이 수치들은 벡

터 공간에서 그 벡터의 위치를 말해 주는 좌표성분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서 하

나의 벡터는 공간의 한 장소(위치)를 서술한다. 또는, 벡터로 방향이나 속력, 두 위치 사이의 거

리를 나타낼 수도 있다. 벡터 공간(vector space)은 그 공간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벡

터의 집합이다. 벡터의 성분 개수는 해당 벡터 공간의 차원 수이다. 따라서 성분이 두 개인 벡

터는 2차원 벡터 공간에 놓이고, 성분이 세 개인 벡터는 3차원 벡터 공간에 놓인다.

 그래프를 그리는 데 사용하는 모눈종이나 픽셀들이 격자 형태로 배치된 디지털 이미지를 

상상하면 2차원 벡터 공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2차원 벡터의 x, y 좌표를 뒤

집으면, 벡터 계산 과정을 뒤집지 않아도 선형대수 문제의 답이 뒤집힌다. 모눈종이와 이미지

주4  선형대수와 벡터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는 부록 C를 보기 바란다.

copy.copy()는 주어진 벡터(zero_vector)
를 복사해서 그 벡터와는 독립적인 벡터를 

생성한다. 주어진 벡터의 메모리 장소에 대

한 참조(포인터)를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벡터를 생성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존 벡터를 그냥 참조하는 벡터를 만들면 

루프의 각 반복에서 그냥 zero_vector의  

성분들이 갱신되므로, 문서마다 기준 벡터

로 시작한다는 의도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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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x축과 y축이 서로 수직인 직선적 유클리드 공간의 예이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 이야기하는 

벡터들은 모두 직교좌표계 공간, 즉 공간의 모든 축이 직선이고 서로 직교하는 유클리드 공간

에 존재한다.

 지도나 지구본의 위도와 경도는 어떨까? 지도 위의 한 위치는 위도와 경도라는 두 성분으

로 서술되므로, 지도도 2차원 벡터 공간이다. 그러나 하나의 위도 경도 쌍은 지구의 울퉁불퉁

한 표면을 근사(approximation)한 구면의 한 위치를 나타낸다. 즉, 위도 경도 벡터 공간은 직교

좌표계가 아니다. 2차원 위도 경도 벡터 공간 같은 비유클리드 공간에서는 두 점의 거리(유사

도)를 계산하기가 좀 더 까다롭다. 위도 경도 좌표를 이용해서 서울과 뉴욕의 거리를 계산한

다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주5

 그림 3.1은 2차원 벡터 (5, 5), (3, 2), (-1, 1)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이런 표

시 방식에서 벡터의 머리(뾰족한 화살표 끝)는 벡터 공간에서 벡터가 나타내는 위치에 해당한다. 

즉, 이 그림에서 세 개의 벡터 머리들은 앞에서 언급한 세 좌표쌍에 해당한다. 벡터의 꼬리는 

항상 원점 (0, 0)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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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1)

(3, 2)

(5, 5)

2 6

1

2

3

4

5

6
2차원 공간의 벡터들

345 345345

그림 3.1 2차원 벡터

 3차원 벡터 공간은 어떨까?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3차원 세상의 위치나 속도를 좌표성분 

x, y, z로 이루어진 3차원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지구 표면의 장소들을 곡면공간의 위

도-경도-고도 쌍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역시 3차원 벡터이다.

주5  다행히 GeoPy(https://geopy.readthedocs.io) 같은 패키지를 이용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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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면 차원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5차원 벡터나 10차원 벡터, 5,000차원 

벡터도 가능하다. 차원이 어떻든 선형대수의 벡터 연산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물론 차원

이 높으면 계산에 시간이 더 걸린다. 또한 소위 ‘차원의 저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제13장으로 미루기로 하겠다.주6

 자연어 문서의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의 차원 수는 전체 말뭉치에 등장하는 고유한(중복

되지 않는) 단어들의 개수와 같다. TF(용어 빈도) 벡터나 TF-IDF 벡터를 다룰 때는 이 고유 단

어 수를 대문자 “K”로 표기할 때가 많다. 그리고 이 고유 단어 수는 말뭉치의 어휘(vocabulary) 

크기이기도 하므로, 학술 논문에서는 이를 흔히 “|V|”로 표기한다. 정리하자면, 말뭉치의 모든 

문서는 K 차원 벡터 공간의 K 차원 벡터들로 표현된다. 앞에 나온 해리와 질에 관한 3문서 말

뭉치의 경우 K = 18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은 3차원

까지이고, 3차원조차도 지면(2차원 종이)에 표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2차원 벡터만 

고려하기로 한다. 그림 3.2는 18차원 해리와 질 벡터 공간을 2차원으로 단순화한 것이다. 더 

높은 차원이라도 이하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억하기 바란다. 단지 차원

이 높으면 시각화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문서를 하나의 공간을 기준으로 한 벡터로 표현하면 문서들의 유사도를 수치로 계산할 수 

있다. 직교좌표계에서 두 벡터의 거리는 한 벡터에서 다른 한 벡터를 빼서 만든 벡터의 길이이

다. 즉, 두 벡터의 거리는 한 벡터의 머리(화살표 끝)에서 다른 벡터의 머리까지의 거리이다. 이

런 거리를 2-노름norm 거리라고 부른다. 단어 출현 횟수 벡터, 즉 용어 빈도(TF) 벡터들은 이런 

식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가까운(거리가 짧은) 두 벡터는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문서의 벡터 

표현들이 비슷하면 두 문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벡터 거리의 정의에 의해, 두 벡

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비슷할수록, 그리고 두 벡터의 길이가 비슷할수록 두 벡터의 거리가 줄

어든다. 비슷한 길이의 두 문서에서 얻은 용어 빈도 벡터들은 길이가 비슷할 것이며, 따라서 

두 벡터의 거리가 짧게 나온다. 문제는, 두 문서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그 두 문서가 비슷하다

고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두 문서가 비슷한 단어들을 비슷한 빈

주6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차원의 저주란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대수 연산의 계산량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

다. 차원 수가 10이나 20을 넘기면 간단한 작업, 이를테면 어떤 ‘기준’ 벡터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일단의 벡터들을 정렬하

는 작업(근사 최근접 이웃 검색)도 비현실적이 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영어 위키백과 “Curse of Dimensionality” 페이지

(https://en.wikipedia.org/wiki/Curse_of_dimensionality)나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의 강연 Squashing Hyperspace(http://bit.

ly/2u0Gkoo)를 참고하기 바란다. 파이썬 Annoy 패키지(https://github.com/spotify/annoy)를 사용해 보거나 구글 학술 검색

에서 “high dimensional approximate nearest neighbors”를 검색하는 것도(https://scholar.google.com/scholar?q=high+dimens

ional+approximate+nearest+neighbor)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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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용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야 두 문서가 비슷한 정보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좀 더 확신 있게 추정할 수 있다.

2차원 공간의 용어 빈도(TF) 벡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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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의 TF

0.20

0.15

0.10

0.05

0.00
–0.05

–0.05

0.00 0.05 0.10

doc_0 ~(0.1,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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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차원 용어 빈도 벡터

 거리 대신 각도에 기초해서 두 벡터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그림 3.3은 두 벡터 사

이의 각도 θ의 코사인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유사성 측도를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라

고 부른다. 이 코사인 유사도는 다음과 같은 유클리드 내적 공식에서 유도할 수 있다.

  A ⋅ B = |A| |B| * cos Θ

이를 코사인 유사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이 나온다.

  |A| |B |

이 공식을 이용하면 삼각함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코사인 유사도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역1 또한, 코사인 유사도는 -1에서 +1까지인데, 이는 대부분의 기계 학습 문제에서 편하게 

다룰 수 있는 범위이다.7

역1   두 벡터의 내적은 삼각함수 없이 사칙연산(성분별 곱셈과 덧셈만, 나눗셈)만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잠시 후의 목록 3.1과 부록 

C를 참고하기 바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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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공간의 용어 빈도(TF) 벡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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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차원 벡터 각도(θ)

앞의 내적 공식을 파이썬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a.dot(b) == np.linalg.norm(a) * np.linalg.norm(b) / np.cos(theta)

다음은 이 관계식에 기초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함수이다.

목록 3.1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파이썬 함수

>>> import math
>>> def cosine_sim(vec1, vec2):
...     """ 두 문서 표현 벡터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함수."""
...     vec1 = [val for val in vec1.values()]
...     vec2 = [val for val in vec2.values()]
...
...     dot_prod = 0
...     for i, v in enumerate(vec1):
...         dot_prod += v * vec2[i]
...
...     mag_1 = math.sqrt(sum([x**2 for x in vec1]))
...     mag_2 = math.sqrt(sum([x**2 for x in vec2]))
...
...     return dot_prod / (mag_1 * mag_2)

이 함수는 우선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한다. 두 벡터의 내적은 같은 위치의 두 성분을 곱해서 모

두 더한 것과 같다. 함수는 for 루프로 성분별 곱들을 합산해서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한다. 그

런 다음에는 이 내적을 두 벡터의 노름(길이)의 곱으로 나누어서 정규화한다. 한 벡터의 노름

은 벡터의 꼬리에서 머리까지의 유클리드 거리인데, 이는 곧 벡터의 각 성분의 제곱을 모두 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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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제곱근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구한 정규화된 내적(normalized dot product)이 바로 앞에서 

말한 -1에서 +1 범위의 코사인 유사도이다.

 두 벡터의 내적은 더 짧은 벡터를 더 긴 벡터에 수직으로 투영해서 나온 벡터의 길이이기

도 하므로,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내적은 큰 양수가 되고 반대 방향을 가리킬수

록 큰 음수가 된다. 코사인 유사도는 그러한 내적을 두 벡터의 길이에 맞게 정규화한 것이므

로(이는 곧 두 벡터를 미리 길이가 1인 단위 벡터로 정규화한 후 내적을 구한 것과 같다), 코사인 유사도

가 1이라는 것은 두 벡터가 모든 차원에서 완전히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뜻이다. 길이(크기)

가 다를 수는 있지만 방향은 정확히 일치한다. NLP에서 두 문서 표현 벡터의 코사인 유사도

가 1에 가깝다는 것은 두 벡터가 비슷한 단어들을 비슷한 빈도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벡터들의 코사인 유사도가 1에 가까운 두 문서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코사인 유사도가 0이라는 것은 두 벡터에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기하학적으로 두 

벡터는 직교한다. 즉, 두 벡터는 모든 차원에서 서로 수직이다. NLP의 경우 두 문서에 공통으

로 출현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으면 해당 TF 벡터들의 코사인 유사도가 0이 된다. 그런 경우 두 

문서는 서로 완전히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므로, 주제나 내용이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같은 주제를 다른 단어들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코사인 유사도가 -1이라는 것은 두 벡터가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는 뜻이다. 단순

한 단어 횟수(용어 빈도) 벡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심지어 정규화된 TF 벡터(잠시 후에 

이야기한다)들로도 불가능하다. TF 벡터들은 벡터 공간의 같은 ‘사분면’에 있다. 코사인 유사도

가 음수가 되려면 두 벡터 중 하나가 다른 사분면에 있어야 하는데, TF 벡터는 모든 성분(단어 

출현 횟수)이 반드시 0 또는 양수이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번 장의 자연어 문서 표현 벡터들에서는 코사인 유사도가 음수인 경우가 생기지 않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살펴볼 단어의 개념이나 문서의 주제를 표현하는 벡터들에서는 음수 코

사인 유사도가 나올 수 있다. 개념이나 주제의 경우에는 “상반되는” 개념이나 주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적의 적은 친구  코사인 유사도의 계산 방식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바로, 두 벡

터와 코사인 유사도가 -1인 또 다른 벡터가 존재한다면, 원래의 두 벡터는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다. 

어떤 한 벡터와 정확히 반대 방향인 두 벡터는 서로 같은 방향일 수밖에 없다. 단, 두 TF 벡터가 같

은 방향이라고 해서 그 벡터들이 표현하는 두 문서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문서의 길이가 다를 수 있

으며, 단어 순서들도 다를 수 있다.

나중에 문서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벡터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일단 지금은 단어 출현 

횟수에 기초한 벡터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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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 신경망의 역사 

■ 뉴런과 퍼셉트론

■ 역전파

■ 신경망을 제어하는 매개변수들

■ 케라스를 이용한 기본적인 신경망 구현

지난 몇 년간 신경망이 제공하는 가능성에 많은 사람이 열광했다. 얼마 전에는 신경망이 입력 

자료를 분류하고 식별하는 능력이 주목받았고, 좀 더 최근에는 특정 구조의 신경망이 독창적

인 내용을 생성해 내는 능력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현재 크고 작은 기업들이 이미지 캡션 

달기에서부터 자동차의 자율주행, 위성 사진에서 태양광 패널 찾기, CCTV 동영상에서 얼굴 

인식하기 같은 다양한 과제에 신경망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행히 NLP에도 신경망을 활

용할 여지가 많다. 심층 신경망에 관한 과대광고나 미신이 많지만, 로봇이 인류를 지배할 날은 

조회 수를 올리려는 낚시성 기사가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멀 것이다. 그렇지만 신경망이 상당

히 강력한 도구인 것은 사실이며, NLP 챗봇 파이프라인에 신경망을 도입해서 입력 텍스트를 

분류하거나, 문서를 요약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심지어는 NLP 파이프라인이 새로운 소

설을 쓰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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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장은 신경망(neural network), 좀 더 정확히는 인공 신경망을 전혀 모르는 독자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장에서 NLP에 국한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의 장들을 제대

로 이해하려면 신경망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경

망의 기초에 익숙한 독자라면 이번 장의 용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 될 것이다. 신경망 

학습의 기반 알고리즘인 역전파(backpropagation)에 깔린 수학은 이 책의 범위 바깥의 주제이므

로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대신 신경망을 NLP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팁  Manning Publications(원서 출판사)는 심층 학습에 관한 훌륭한 책을 두 권 출판했다.역1

•  프랑수아 숄레François Chollet의 Deep Learning with Python(Manning, 2017). 케라스 패키지 작성자 

본인이 심층 학습의 멋진 세계를 깊숙이 탐색하는 책이다.

•  앤드루 트래스크Andrew Trask의 Grokking Deep Learning(Manning, 2017). 다양한 심층 학습 모형과 

실천 관행을 개괄하는 책이다.

5.1 신경망의 구성요소
지난 10년 사이 컴퓨터의 계산 능력과 저장 용량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오래된 기술이 다시

금 전성기를 맞았다. 1950년대에 프랭크 로젠블랫Frank Rosenblatt이 처음 제안한 퍼셉트론perceptron

은주1 자료에서 패턴을 찾는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담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퍼셉트론은 생명체의 뉴런neuron 세포가 작동하는 방식을 컴퓨터로 흉내 내는 

것이다. 전기 신호가 수상돌기(dendrite)들을 통해서 뉴런 세포에 전달되면서 세포핵에 전하가 

축적된다. 전하가 특정 수준 이상이 되면 뉴런 세포가 발화(firing)하며, 그러면 전기 신호가 축

삭돌기(axon)를 통해서 이웃 뉴런 세포에 전달된다. 그런데 수상돌기들이 모두 똑같지는 않다. 

뉴런 세포는 특정 수상돌기의 신호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수상돌기마다 세포핵에 

전달되는 전하가 다를 수 있다.

역1   번역서는 각각 《케라스 창시자에게 배우는 딥러닝》(박해선 역, 길벗)과 《그로킹 딥러닝》(박상현 역, 한빛미디어)이다. 한편, 본

서를 낸 제이펍도 다양한 심층 학습(딥러닝) 서적을 출판했는데, 그중 옮긴이가 번역한 책으로는 《심층 학습》(이안 굿펠로 외, 

2018)과 《신경망과 심층 학습》(차루 아가르왈, 2019)이 있다.

주1   F. Rosenblatt, “The perceptron―a perceiving and recognizing automaton.” Report 85-460-1, Cornell Aeronautical Laboratory,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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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돌기

세포핵

축삭돌기

그림 5.1 뉴런 세포

 뉴런 구성요소들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제어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이 책의 범위를 넘

는 주제이므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다. 우리의 목적에서 중요한 것은 뉴런 세포의 발화 여

부가 뉴런 세포에 들어온 전기 신호의 총량에 의존하며, 각 수상돌기를 통해 들어오는 전기 

신호의 세기는 그 수상돌기에 부여된 가중치(weight; 또는 가중값)에 비례한다는 가정이다. 생명

체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가중치들이 동적으로 변경되며, 

이에 의해 학습이 일어난다. 퍼셉트론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흉내 낸다.

5.1.1 퍼셉트론

로젠블랫의 원래 프로젝트는 컴퓨터에게 이미지를 식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원래

의 퍼셉트론은 요즘처럼 범용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것이 아니라, 광 수용기(photo-

receptor) 소자와 가변 저항(potentiometer)을 조합한 물리적 장치였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서 그

런 구현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다. 로젠블랫의 의도는 이미지에서 특징들 각각에 일종의 중

요도로서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미지의 특징은 이미지의 작은 영역이다.

 격자 형태로 배열된 광 수용기들에 이미지를 노출하면 각 광 수용기는 이미지의 작은 영역 

하나만 볼 수 있다. 각 광 수용기에 도달한 이미지 영역의 밝기는 앞에서 말한 ‘수상돌기’에 들

어온 전기 신호의 세기에 해당한다.

 각 광 수용기(수상돌기)에는 가중치에 해당하는 가변 저항이 달려 있다. 입력 신호가 충분

히 세면 가변 저항은 그 신호를 ‘세포’의 ‘세포핵’으로 전달한다. 모든 가변 저항이 전달한 신호

들의 세기가 특정 문턱값(threshold)을 넘기면 퍼셉트론 자체가 ‘발화’해서 축삭돌기를 통해 전

기 신호를 외부로 전달한다. 이는 주어진 이미지가 퍼셉트론이 기대하던 이미지에 부합함을 

뜻한다. 만일 퍼셉트론이 발화하지 않으면 그 이미지는 기대하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이다. 이런 식으로 퍼셉트론은 주어진 이미지가 특정 부류의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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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디지털 퍼셉트론

앞에서 말한 생물학과 전류의 비유가 신경망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그럼 그런 비유

를 걷어버리고, 퍼셉트론에 깔린 인공 신경망의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신경망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자료 집합의 한 견본(example)을 신경망 알고

리즘에 입력해서 알고리즘이 그 견본에 관해 어떤 값을 산출하는지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진 분류의 경우 신경망 알고리즘은 주어진 견본이 특정 부류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뜻하는, 

‘예’ 또는 ‘아니요’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한다. 이런 식으로 신경망을 활용하려면 먼저 하나의 

견본이 어떤 특징(feature)들로 구성되는지를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 차차 알게 되겠지만, 적절

한 특징들을 선택하는 것은 기계 학습 시스템의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주

택 가격 예측 같은 “보통의” 기계 학습 문제라면 평방미터당 가격, 최종 판매가, 우편번호 같

은 것이 특징이 될 것이다. 또는, Iris 자료 집합을주2 이용해서 어떤 붓꽃의 구체적인 품종을 

예측하는 경우에는 꽃잎 길이, 꽃잎 너비,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등이 특징이 될 것이다.

 로젠블랫의 실험에서는 이미지의 작은 영역의 빛의 세기가 특징이었다. 그런 영역을 요즘 

어법에 맞게 픽셀pixel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하나의 광 수용기는 하나의 픽셀에 해당한다. 이 

특징들 각각에 가중치(weight)를 부여해야 한다. 그 가중치들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뉴런에 입력 신호가 어느 정도나 전달되는지를 결정하는 비율에 해당한다

고 생각하면 충분하다. 선형회귀에 익숙한 독자라면 아마 이 가중치들이 어디에서 비롯한 것

인지 알 것이다.주3

팁  일반적으로 개별 특징은 xi처럼 소문자와 아래 첨자로 표기한다. 여기서 아래 첨자 i는 이것이 i
번째 특징임을 뜻한다. 그리고 그런 특징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견본은 X처럼 대문자로 표기한다. 다

음에서 보듯이 견본은 특징들의 벡터이다.

  X = [x1, x2, ..., xi, ..., xn]

각 특징에 부여된 가중치 역시 wi처럼 소문자와 아래 첨자로 표기한다. 여기서 i는 이것이 i번째 특징 

xi의 가중치라는 뜻이다. 가중치들을 통칭할 때는 다음과 같이 벡터 W로 표기한다.

  W = [w1, w2, ..., wi, ..., wn]

 각 특징(xi)과 해당 가중치(wi)의 곱을 모두 합한 것이 퍼셉트론에 들어오는 입력값이다. 이

는 곧 견본 벡터와 가중치 벡터의 일차결합이다.

주2   Iris 자료 집합은 초보자에게 기계 학습을 소개할 때 자주 쓰이는 자료 집합이다. scikit-learn도 이 자료 집합을 제공한다

(http://scikit-learn.org/stable/auto_examples/datasets/plot_iris_dataset.html).
주3   한 뉴런에 대한 입력의 가중치들은 수학적으로 다변량 선형회귀 또는 로지스틱 선형회귀의 기울기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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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 w1) + (x2 * w2) + ... + (xi * wi) + ...

뉴런(퍼셉트론)이 발화하려면 이 값이 특정 문턱값보다 커야 한다. 그러면 뉴런은 1을 출력하

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출력한다.

 이처럼 입력에 기초해서 뉴런의 출력을 결정하는 함수를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라

고 부른다. 문턱값에 기초한 활성화 함수는 간단한 계단함수(step function)에 해당한다. 그림 

5.2는 이상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x

y

t0

1
sum(W * X ) + wb

1

x0

x1

x2

wb

w1

w0

w2

활성화 함수

t = 문턱값

치우침 단위

0 또는 1

그림 5.2 기본적인 퍼셉트론

5.1.3 치우침 단위

그런데 그림 5.2에는 치우침 단위(bias unit)역2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무엇일까? 치우침 단위는 

‘예’ 또는 ‘최대’에 해당하는 고정된 값(이를테면 1)을 뉴런에 입력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특징

들처럼 이 단위에도 가중치가 있으며, 그 가중치 역시 다른 가중치들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훈련된다. 신경망에 관한 문헌들이 이 치우침 단위를 표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

다. 한 방식은, 입력 견본의 특징이 n개라고 할 때 치우침 단위에 해당하는 1을 추가해서 입력 

견본을 하나의 n+1차원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때 성분 1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견본에서 일관된 위치기만 하면 된다. 또 다른 방식은 입력에서는 치우침 단위를 생략하고 대

신 관련 계산 공식에 하나의 치우침 항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냥 입력 견본 

벡터와 가중치 벡터의 일차결합(내적)을 계산할 때 거기에 1을 더한다. 이 두 방식은 같은 개념

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만, 신경망 초보자는 혼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런 두 가지 방

식이 있음을 미리 알아두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3

역2   bias를 흔히 편향이라고 번역하지만, 통계학의 맥락에서 쓰이는(이를테면 신경망 모형의 예측 오차와 관련한) ‘편향’과 구분하

기 위해 여기서는 ‘치우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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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치우침 항을 두는 이유는 모든 특징(성분)이 0인 입력(영벡터)에 대해 뉴런이 안정적으

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입력 영벡터에 대해 0을 출력하도록 신경망을 훈련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치우침 항이 없으면 뉴런은 학습하고자 하는 모든 가

중치에 대해 0 × 가중치 = 0을 출력할 것이다. 치우침 항을 두면 이런 문제가 사라진다. 그리

고 영벡터에 대해 뉴런이 실제로 0을 출력해야 하는 경우라도, 적절한 자료로 뉴런을 훈련하

면 치우침 단위에 대한 가중치가 감소해서 내적이 문턱값보다 작아지게(따라서 0이 출력되게) 만

들 수 있다.

 그림 5.3은 심층 학습에 쓰이는 인공 뉴런의 입·출력을 여러분의 뇌에 있는 생물학적 뉴런

이 주고받는 신호에 비유해서 깔끔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잠깐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 자

체가 상당히 심층적이다. 지금 여러분이 생물학적 뉴런들을 이용해서 자연어 처리에 관한 책

을 읽으면서 심층 학습을 배우고 있다.주4

++

y
z

Xb = 1

X0 

...

Xn 

입력 활성화 출력

수상돌기

축삭돌기

그림 5.3 퍼셉트론과 생물학적 뉴런

 퍼셉트론을 수학적으로 다룰 때는 출력을 f(x)로 표기한다. 퍼셉트론의 출력은 식 5.1의 문

턱값 활성화 함수로 정의된다.

n

f(x ) = 1 if      xiwi > Σ
i=0

n

f(x ) = 1 if      xiwi > Σ
i=0

n

f(x ) = 1 if      xiwi > Σ
i=0

n

f(x ) = 1 if      xiwi > Σ
i=0

n

f(x ) = 1 if      xiwi > Σ
i=0

 else 0   

문턱값이면;

그렇지 않으면.

만일

식 5.1 문턱값 활성화 함수 

주4   학계에서는 마치 컴퓨터가 자연어 텍스트를 정말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산출하는 자연어 처리 과제를 가리켜 자연

어 이해(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NLU)라고 부른다. 제6장의 word2vec 내장이 자연어 이해 과제의 한 예이다. 그리고 

질의응답과 독해도 컴퓨터가 자연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연어 이해 해법에는 신경망이 관여

할 때가 아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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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입력 벡터 X와 가중치 벡터 W의 성분별 곱의 합은 다름 아닌 두 벡터의 내적이다. 이는 신경망

의 발전에서 선형대수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리고 다수의 벡터와 다수의 벡

터의 내적을 행렬과 행렬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신경망의 이러한 행렬 곱셈 구조는 퍼셉트론이 

발표되고 몇 십년 후에 GPU가 신경망을 극히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에도 결정

적인 역할을 했다. GPU(그래픽 처리 장치)들은 이런 선형대수 연산들에 고도로 최적화되어 있다.

 우리의 퍼셉트론은 아직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뭔가 상당히 중요

한 성과를 거두었다. 자료를 입력했을 때 그에 대한 출력을 산출하는 하나의 ‘모형(model)’을 정

의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한 걸음이다. 아직은 가중치들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서 모형이 

틀린(즉,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출력을 낼 때가 많지만, 가중치들이 제대로 설정되면 상황

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가중치들을 제대로 설정하는 과정이 바로 신경망의 학습이다.

팁  모든 신경망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퍼셉트론은 좀 더 일

반적인 뉴런의 한 특수 사례이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논의 수준에서는 그냥 뉴런이 곧 퍼셉트론이

라고 생각해도 된다.

파이썬의 뉴런

앞에서 설명한 뉴런의 출력을 파이썬으로 계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그냥 두 벡터의 성분

들을 각각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러나 다음처럼 NumPy의 dot 함수를 이용해서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 import numpy as np

>>> example_input = [1, .2, .1, .05, .2]
>>> example_weights = [.2, .12, .4, .6, .90]

>>> input_vector = np.array(example_input)
>>> weights = np.array(example_weights)
>>> bias_weight = .2

>>> activation_level = np.dot(input_vector, weights) +\
...     (bias_weight * 1)  
>>> activation_level
0.674

이제 문턱값을 적용해서 활성화 함수의 결과와 비교하면 뉴런의 최종 출력을 산출할 수 있다. 

문턱값은 0.5로 한다.

마지막의 곱하기 1(* 1)은 그냥 bias_weight가 다른 

모든 가중치처럼 입력 성분(특징)에 곱해지는 하나의 

가중치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단, 곱해지는 입력 

특징이 항상 1이라는 점이 다른 가중치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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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shold = 0.5
>>> if activation_level >= threshold:
...    perceptron_output = 1
... else:
...    perceptron_output = 0
>>> perceptron_output
1

주어진 입력 견본(example_input)과 가중치 집합(example_weights)에 대해 이 퍼셉트론은 1을 

출력한다. 여기서는 가중치들을 미리 고정시켰지만, 신경망 학습에서는 자료 견본과 그에 대

한 ‘정답’의 쌍들로 이루어진 훈련 집합으로 신경망을 훈련해서 가중치들을 동적으로 갱신한

다. 그러한 훈련 과정을 거친 후에는 퍼셉트론에 새로운 입력을 제시해서 그 입력에 대한 답을 

추측하게 한다. 그러한 추측을 예측(predi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퍼셉트론의 훈련

앞에서 우리는 자료에 기초한 예측으로 가는 기본적인 ‘무대’를 설치했다. 이 무대에서 벌어지

는 주된 공연이 바로 기계 학습이다. 앞의 예제에서는 그냥 임의로 정한 가중치들로 퍼셉트론

의 출력을 계산했다. 그러나 신경망의 핵심은 그러한 가중치들을 신경망이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견본의 예측 결과에 기초해서 가중치들을 바람직한 값 쪽

으로 “슬쩍 밀어 옮기는” 수단이 필요하다.

 퍼셉트론은 주어진 입력에 대한 추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또는 얼마나 틀렸는지)에 대한 함

수에 기초해서 가중치들을 증가하거나 감소함으로써 학습한다. 그런데 학습을 시작하려면 가

중치들의 초깃값을 정해야 한다. 가중치들을 초기화하는 간단한 방법은 그냥 난수를 사용하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정규 분포에서 추출한 0에 가까운 난수들로 가중치들을 초기화한

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중치들이 모두(치우침 가중치도 포함해서) 0이면 출력도 0이 된다. 

그러나 가중치들을 0에 가까운 다양한 값들로 초기화하면, 뉴런에 너무 큰 능력을 주는 경로

를 만들지 않고도 옳은 쪽 또는 그른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생긴다.

 그 발판이 곧 학습의 출발점이다. 학습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여러 견본이 신경망 시스템에 

입력되며, 그럴 때마다 뉴런의 출력이 정답인지 아닌지에 기초해서 가중치들이 조금씩 갱신된

다. 견본이 충분히 많다면(그리고 그 밖의 여러 조건이 적절하다면) 출력의 오차가 점차 0으로 수렴

한다. 오차가 0이 되면(또는 0에 충분히 가까우면) 시스템은 학습을 마친 것이다.

 이 과정의(그리고 신경망 학습 전체의) 핵심은, 각 가중치를 해당 특징이 오차에 기여하는 정

도에 근거해서 갱신한다는 것이다. 큰 특징은 내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만일 오차

가 크게 나왔다면 작은 특징보다 큰 특징의 책임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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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example_input 견본에 대해 뉴런이 0을 출력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은 그에 맞

게 가중치들을 갱신하는 코드이다.

>>> expected_output = 0
>>> new_weights = []
>>> for i, x in enumerate(example_input):
...     new_weights.append(weights[i] + (expected_output -\
...         perceptron_output) * x)  
>>> weights = np.array(new_weights)

>>> example_weights  원래의 가중치들.

[0.2, 0.12, 0.4, 0.6, 0.9]
>>> weights   새 가중치들.

[-0.8  -0.08  0.3   0.55  0.7]

이러한 과정을 다른 여러 입력 견본과 정답의 쌍들로 반복하면 퍼셉트론은 이전에 본 적이 없

는 입력에 대해서도 정확한 결과를 예측한다(물론 다른 여러 조건이 적절하다고 할 때).

컴퓨터에게 논리 가르치기

앞의 예는 가중치 갱신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해당 수치들에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 이번에는 이를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보자. 간단한 장난감 문제이긴 하지만, 분류명(‘정

답’)이 붙은 견본들만으로 컴퓨터에게 어떤 개념을 가르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다.

 이 예제의 목적은 컴퓨터가 논리합(logical OR)의 개념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들 알

겠지만, 논리합은 주어진 두 피연산자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고,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인 

연산이다.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입력 견본을 우리가 직접 나열할 수 있다(실

제 응용에서는 이런 일이 극히 드물다). 견본들(sample_data)은 각각 두 개의 피연산자로 구성되며, 

분류명(expected_results)들은 해당 두 피연산자의 논리합 결과이다.

목록 5.1 논리합(OR) 문제의 설정

>>> sample_data = [[0, 0],  # 거짓, 거짓

...                [0, 1],  # 거짓, 참

...                [1, 0],  # 참, 거짓

...                [1, 1]]  # 참, 참

>>> expected_results = [0,  # (거짓 OR 거짓)은 거짓

...                     1,  # (거짓 OR 참  )은 참

...                     1,  # (참   OR 거짓)은 참

...                     1]  # (참   OR 참  )은 참

>>> activation_threshold = 0.5

예를 들어 첫 특징에 대한 새 가중치는 

new_weight = .2 + (0 - 1) * 1 = -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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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과정에는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하다. 우선, 내적은 앞에서처럼 NumPy로 구하면 된다. 그

리고 가중치들을 초기화하는 데는 random 패키지를 사용한다.

>>> from random import random
>>> import numpy as np

>>> weights = np.random.random(2)/1000  # 0보다 크고 .001보다 작은 무작위 부동소수점

>>> weights
[5.62332144e-04 7.69468028e-05]

또한 치우침 가중치도 설정해야 한다.

>>> bias_weight = np.random.random() / 1000
>>> bias_weight
0.0009984699077277136

일단은 초기 가중치들(난수로 설정한)로 예제의 견본들을 예측해 보자.

목록 5.2 퍼셉트론 무작위 추측

>>> for idx, sample in enumerate(sample_data):
...     input_vector = np.array(sample)
...     activation_level = np.dot(input_vector, weights) +\
...         (bias_weight * 1)
...     if activation_level > activation_threshold:
...         perceptron_output = 1
...     else:
...         perceptron_output = 0
...     print('Predicted {}'.format(perceptron_output))
...     print('Expected: {}'.format(expected_results[idx]))
...     print()
Predicted 0
Expected: 0

Predicted 0
Expected: 1

Predicted 0
Expected: 1

Predicted 0
Expected: 1

무작위 가중치들이 뉴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네 가지 추측 중 세 개가 틀리

고 하나만 맞았다. 이 뉴런은 아직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다.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서, 견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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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그냥 1과 0을 출력하는 대신 예측 결과에 따라 가중치들을 갱신하는 과정을 반복하

게 하자.

목록 5.3 퍼셉트론 학습

>>> for iteration_num in range(5):
...     correct_answers = 0
...     for idx, sample in enumerate(sample_data):
...         input_vector = np.array(sample)
...         weights = np.array(weights)
...         activation_level = np.dot(input_vector, weights) +\
...             (bias_weight * 1)
...         if activation_level > activation_threshold:
...             perceptron_output = 1
...         else:
...             perceptron_output = 0
...         if perceptron_output == expected_results[idx]:
...             correct_answers += 1
...         new_weights = []
...         for i, x in enumerate(sample):  
...             new_weights.append(weights[i] + (expected_results[idx] -\
...                 perceptron_output) * x)
...         bias_weight = bias_weight + ((expected_results[idx] -\
...             perceptron_output) * 1)  
...         weights = np.array(new_weights)
...     print('{} correct answers out of 4, for iteration {}'\
...         .format(correct_answers, iteration_num))
3 correct answers out of 4, for iteration 0
2 correct answers out of 4, for iteration 1
3 correct answers out of 4, for iteration 2
4 correct answers out of 4, for iteration 3
4 correct answers out of 4, for iteration 4

다행히 우리의 퍼셉트론이 아주 훌륭한 학생임이 밝혀졌다. 내부 루프에서 가중치들을 갱신

한 덕분에, 퍼셉트론은 자료 집합으로부터 논리합 개념을 배운다. 첫 반복에서도 퍼셉트론은 

총 네 질문 중 무작위 추측의 하나보다 두 개나 많은 세 개를 맞추었다.

 두 번째 반복에서는 이상하게도 정답 수가 줄었는데, 이는 가중치들이 너무 크게 갱신되

어서 정답 영역을 벗어난 탓이다. 다행히 세 번째 방법에서는 다시 정답 영역으로 돌아갔으며, 

네 번째 반복에서는 두 특징과 결과 사이의 관계(논리합)를 완전히 터득했다. 이제는 각 견본에 

대한 오차가 0이므로, 갱신 과정을 반복해도 가중치들이 더 개선되지는 않는다.

이 루프에서 마법이 벌어진다. 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지만, 이처럼 평범한 루프가 코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루프는 현재 입력 견본의 각 특징(xi)의 크기에 비례해서 해당 가중치를 갱신한다. 입력 특징이 작거나 

0이면 오차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가중치가 조금만 변한다. 반대로, 입력 특징이 크면 가중치도 크게 변한다.

치우침 가중치(bias_weight)도 다른 입력 

특징 가중치들과 같은 방식으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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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앞에서 말한 수렴(convergence) 상태이다. 모형의 오차 함수가 최솟값에 도달하거

나 적어도 어떤 고정된 값을 유지할 때, 그 모형을 가리켜 “수렴했다” 또는 “수렴 상태에 도달

했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아무리 반복해도 수렴에 도달하지 못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신경

망이 자료 집합에 존재하는 관계들을 만족하는 최적의 가중치들 주변을 왕복하는 진동 상태

에 빠지기도 한다. §5.3에서는 신경망이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중치들에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 또는 손실함수(loss function)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다음 걸음

이상의 기본적인 퍼셉트론에는 본질적인 결함이 있다. 만일 자료가 선형 분리가능(linearly 

separable)이 아니면, 다른 말로 해서 서로 다른 부류의 자료점들을 직선(선형)으로 분리할 수 없

으면(그림 5.4 참고), 모형은 절대로 수렴하지 않는다. 즉, 모형은 최적의 가중치들을 배우지 못

하며, 따라서 목표변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퍼셉트론에 관한 초기 실험들은 오직 주어진 예제 이미지들과 그 부류들만으로 이미지들

을 분류하는 방법을 퍼셉트론이 배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성과에 대한 초기의 

흥분은 민스키Minsky와 패퍼트Papert의 비판에 의해 바로 사그라들었다. 퍼셉트론에 관한 그들의 

책주5에서 민스키와 패퍼트는 퍼셉트론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류 작업의 종류가 극히 제한적

임을 보였다. 그들은 자료점들을 이산적인 그룹들로 선형 분리할 수 없으면 퍼셉트론은 입력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함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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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선형 분리가능(linearly separable) 자료

주5  M. Minsky, S. Papert, Perceptrons: An Introduction to Computational Geometry, MIT Press,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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