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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자, 역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각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버전은 독자의 학습 시점이나 환경에 따라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에는 텐서플로를 설치 완료한 도커용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맥OS, 윈도우와 같은 환경에서 도커를 이용해 환경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이 책이 출간되는 2017년 7월 기준으로 텐서플로 최신 버전은 r1.2입니다. 이는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는 시점에서 최신 버전이었던 r0.9.0과 차이가 있어

서 r1.2를 비롯한 r1.0 이상인 버전의 텐서플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이 책의 소스코드에서 변경이 필요한 API에 대해 깃허

브 페이지(https://github.com/Jpub/TensorflowDeeplearning)에 ‘텐서플로 최신 버전 지원 가이드.pdf’ 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아울러 r1.2 버전이 설치

된 도커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Ctrl]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맥OS에서는 [Control]로 바꿔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  책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옮긴이나 출판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옮긴이: chinium@hanmail.net

 - 출판사: readers.jpu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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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viii

딥러닝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책은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딥러닝의 역사나 인공지능의 전망을 말하는 계몽서

는 아닙니다. 딥러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합성곱 신경망(CNN)’의 구조를 근본부

터 이해하는 것, 그리고 텐서플로를 이용해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이 책

의 목표입니다.

딥러닝이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신경망이 이미지를 인식했다”라고 구글이 발표

할 무렵부터입니다. 그후 DQN(Deep Q-Network)이라는 알고리즘이 비디오 게임 제어를 학

습하고, 나아가 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 시스템이 바둑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등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딥러닝의 해설 기사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수의 뉴런이 여러 층 결합된 ‘다층 신경망’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이 신경망 내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딥러닝 알고리즘은 어떤 원리로 학습하는 것인지를 ‘어떻

게 해서든 이해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여러분이 바로 이 책의 대상 독자입니다.

사실, 딥러닝의 기저에는 오래전부터 있던 머신러닝의 원리가 있습니다. 간단한 행렬 계산과 

기초적인 미분을 알면 그 구조를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책은 필기 문자를 

인식하도록 처리하는 합성곱 신경망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역할에 대해 신중하게 설명합니

다. 또한, 딥러닝의 학습 처리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를 이용해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를 통

해 각 요소의 동작 원리를 확인합니다. 레고 블록을 짜 맞추듯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

소를 늘려 감으로써 인식 정확도가 향상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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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ix

아울러 텐서플로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다양한 예제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해 봤지만 코드의 내용을 잘 몰라 응용을 하려 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

겠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딥러닝의 근본 원리, 텐서플로 코드 작성법을 

학습하면 다음 단계가 눈에 보일 것입니다. 딥러닝의 심오함과 재미를 맛보는 것은 결코 전

문가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 지적 탐구심이 넘치는 여러분이 딥러닝의 세계로 

한 발 내딛는 계기가 된다면 필자에게는 더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나카이 에츠지

텐서플.indb   9 2017. 6. 28.   오전 11:58



 감사의 글x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면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구상하게 된 것은 주식회사 KUNO의 이토 스구르(佐藤 傑) 님이 주최하는 ‘텐서플

로 연구회’에 참가했을 때입니다. 텐서플로를 이용해 누구나 간단하게 딥러닝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참가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다. 역사나 전망을 말하는 계몽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난해한 

해설서도 아닌, 딥러닝을 근본부터 이해하기 위한 일반인 대상의 입문서를 집필하고 싶다

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구체화하자는 제안을 하고, 책으로 펴내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준 마이나비 출

판의 이사 도모코(伊佐知子) 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이 책을 집필하

는 데 기술 정보를 제공해 준 구글의 사토 가즈노리(佐藤一憲) 님, 이와오 하루카(岩尾はるか) 

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필하는 도중에 필자의 소속 회사가 바뀌는 인생의 전기가 있었습니

다. 새로운 도전을 항상 긍정적으로 응원해 주는 아내 마리와 사랑스러운 딸 아유미에게

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빠가 이제부터는 검색 잘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

할게!”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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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xi

이 책의 내용과 읽는 방법

이 책은 딥러닝의 대표적인 예로 필기 문자를 인식하게 하는 ‘합성곱 신경망(CNN)’을 다루

며 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에서 이용되는 신경망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요소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역할을 차례대로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구글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공개하고 있는 ‘텐서플로’를 이용해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를 사용해서 

각 요소의 동작 원리를 확인합니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깃허브(GitHub)에 공개되어 

있으며, 다음의 URL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서: https://github.com/enakai00/jupyter_tfbook

 · 번역서: https://github.com/Jpub/TensorflowDeeplearning

텐서플로는 신경망 구성을 파이썬 코드로 표현하며,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해 신경망을 최

적화하는 처리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1장에서 설명하는 과정에 따라 

텐서플로 실행 환경을 준비한 다음, 실제로 코드를 실행해 가면서 책을 읽어 갈 것을 권장

합니다. 1장부터 차례로 읽어 가면서 머신러닝의 기본이 되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텐서플로

를 이용한 코드 작성법과 합성곱 신경망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이 책에서 다루는 합성곱 신경망은 텐서플로 공식 웹 사이트의 튜토리얼에 ‘Deep 

MNIST for Experts’로 소개된 것을 거의 그대로 다루었습니다. 이는 MNIST 데이터 세트라

는 필기 문자(숫자) 이미지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약 99%의 인식률을 달성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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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의 코드는 실행할 수 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이 코드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이 책은 위와 같이 느끼는 독자들에게도 최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이

해하는 데 필요한 수학 지식에 관해서는 책 뒤쪽의 부록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예제 코드 테스트 환경

이 책에 등장하는 예제 코드는 필자가 준비한 도커용 컨테이너 이미지와 주피터 노트북 파

일을 다운로드해서 실제로 실행하면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1.2절 ‘환경 준비’에서 CentOS 7에서의 준비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록 A ‘맥OS와 윈도우에서의 환경 준비 방법’에서 맥OS와 윈도우 환경에서의 방법도 

함께 소개하고 있으므로 사용하는 환경에 맞게 참고하기 바랍니다.

 · CentOS 7 → 1.2절 ‘환경 준비’

 · 맥OS → 부록 A

 · 윈도우 → 부록 A

도커 컨테이너에서
주피터를 실행

PC 브라우저에서
노트북을 제어

CentOS 7

CentOS에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상의 주피터를 이용하는 모습

또한, 도커용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지 않더라도 앞 페이지에서 소개한 깃허브 URL

에 접속하면 전체 예제 코드와 이를 실행했을 때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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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허브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조회하는 모습

예제 코드 보는 법

이 책에서 등장하는 예제 코드는 앞에서 소개하는 환경 구축 절차에 따라 다운로드한 노

트북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에서 예제 코드를 소개할 때는 과정 중간에 어떤 노트북 

파일을 이용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노트북 파일을 변경해서 실행할 때는 노트북 파일을 복사해서 이름을 바꾼 후에 실행

하게 되면, 원본을 남겨 둘 수 있으므로 이후 참조할 때 편리합니다.

제 1 장 텐서플로 입문 1.3  텐서플로 훑어보기34 35

다음과 같이 12개월 치의 데이터를 하나의 계산식으로 적을 수도 있다.

여기서 는 각각 다음 수식으로 정의된 벡터 혹은 행렬이다.

이때 이들 문자는 각기 역할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자. 먼저,  는 트레이닝 세트로서 주

어진 데이터로 구성된다. 텐서플로에서는 이처럼 트레이닝 세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

를 ‘Placeholder’라고 한다. 다음으로,  는 앞으로 최적화할 파라미터다. 이와 같은 변수를 

‘Variable’이라고 한다. 그리고  는 Placeholder와 Variable로부터 계산된 값이다. 텐서플로의 

고유 명칭은 아니지만, 이 책에서는 ‘계산값’이라고 하겠다.

이제 파라미터 최적화를 실시하려면 제곱 오차를 나타내는 식 1.6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

는 예측값  와 트레이닝 세트인 데이터  로 계산되는 값이다.  는 다음과 같이  월의 실제 

평균 기온   을 세로로 나열한 벡터다.

다만, 일반적인 행렬 연산만을 생각한다면 식 1.6을 행렬 형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

므로 약간의 변칙적인 방법을 써서 새로운 연산을 정의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벡

터   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연산을 정의한다.

식 1.23

식 1.24

식 1.25

 는 벡터의 각 성분을 제곱하는 것이고,  은 벡터의 각 성분의 합을 계산

하는 것이다. 이 두 연산을 이용하면 식 1.6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평균 기온을 예측하는 함수인 식 1.23과 여기에 포함된 파라미터를 최적화하

는 기준이 되는 오차 함수인 식 1.28을 행렬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텐서플

로의 기본 데이터 형식인 다차원 배열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텐서플로 코드로 변경할 수 있

게 된다.

한편, 식 1.23과 식 1.28은 각각 ‘머신러닝 모델의 3단계’ 중 ❶ 단계와 ❷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떠올리길 바란다. 식 1.28에는  와  이라는 새로운 연산

을 임의로 도입했으나, 이후에 설명하듯이 텐서플로에는 이에 해당하는 함수가 잘 준비되어 

있다.

1.3.2 텐서플로 코드를 이용한 표현

그러면 실제로 이를 텐서플로 코드로 표현해 보자.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모델

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준비하는 등 코드의 모듈화를 고려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하

기 위해 주피터의 노트북상에서 정의식을 직접 작성해 가겠다. 이에 해당하는 노트북은 

‘Chapter01/Least squares example.ipynb’이므로 실제로 노트북을 열고 코드를 실행하며 읽

어 가도록 하자. 한편, 노트북을 열고 나면 이전 실행 결과가 남아 있으므로 그림 1 - 22의 

메뉴에서 ‘Restart & Clear Output’을 실행해서 이전 실행 결과를 제거해 두는 것이 좋다.

식 1.26

식 1.27

식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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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노트북 파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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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면에서 예제 코드 왼쪽 위에 있는 [LSE-01]과 같은 표제는 다운로드한 노트북의 각 

코드에 달려 있는 표제에 해당합니다. 본문 중에는 일부 코드만 발췌해서 소개하기도 하므

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050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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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ensorFlowクイックツアー

 （1.26）

 （1.27）

　  は、ベクトルの各成分を2乗するもので、  は、ベクトルの各成分の
和を計算します。これらの演算を利用すると、（1.6）は、次のように表せます。

 （1.28）

　これで、平均気温を予測する関数（1.23）と、そこに含まれるパラメーターを最適化
する基準となる誤差関数（1.28）を行列形式で表現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言い換える
と、TensorFlowの基本データ形式である多次元配列で表現できたことになります。こ
れにより、これらをTensorFlowのコードに置き換えることが可能になります。
　なお、（1.23）と（1.28）は、それぞれ、「機械学習モデルの3ステップ」のステップ
①とステップ②に相当する点を思い出しておいてください。（1.28）では、  と  

 という新しい演算を勝手に導入しましたが、この後で説明するように、

TensorFlowには、これらに相当する関数がちゃんと用意されています。

1.3.2　TensorFlowのコードによる表現

　それでは、実際にこれらをTensorFlowのコードで表現してみましょう。本格的なプ
ログラムを作成する場合は、モデルを表すクラスを用意するなど、コードのモジュール
化を考慮する必要がありますが、ここでは、簡単にするために、Jupyterのノートブッ
ク上で、定義式を直接に書き下していきます。対応するノートブックは、「Chapter01/

Least squares expample.ipynb」に用意されています。実際にノートブックを開い
て、コードを実行しながら読み進めてください。なお、開いた直後のノートブックには、
以前の実行結果が残っているので、図1.22のメニューから「Restart & Clear Output」

実行して、以前の実行結果を消去しておくとよいでしょう。

01

　まずはじめに、必要なモジュールをインポートしておきます。ここでは、Tensor 

Flowの本体となるモジュールに加えて、数値計算ライブラリーのNumPyとグラフ描画
ライブラリーのmatplotlibをインポートしています。

［LSE-01］

1: import tensorflow as tf
2: import numpy as np
3: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02

　続いて、（1.24）の  に相当する変数を定義します。これは、トレーニングセットの
データを保存する「Placeholder」に相当するものなので、tf.placeholderクラスのイ
ンスタンスとして用意します。（*10）

［LSE-02］

1: x = tf.placeholder(tf.float32, [None, 5])

tf.float32について

　1つめの引数であるtf.float32は、行列の要素となる数値のデータ型を指定する

ものです。TensorFlowで使用する代表的なデータ型は、表1.1のようになります（*10）。

 の要素自体は整数ですが、この後で浮動小数点演算を行うため、ここでは、tf.float32

を指定しています。その後ろの[None, 5]は、行列のサイズを指定するもです。

（1.24）では、12×5行列になっていますが、12という値は、データ数に相当する点に

注意してください。パラメーターの最適化処理を行う際は、トレーニングセットのデー

タをすべてまとめて与えるのではなく、一部のデータのみをPlaceholderに入れて計算

*10　 完全なリストについては、「Tensor Ranks, Shapes, and Types」（https://www.tensorflow.org/ver 
sions/r0.9/resources/dims_types.html）を参照。

c01_tensorflow.indd   50-51 16/08/26   9:57

예제 코드 왼쪽 위의 표제

노트북 파일에서의 코드 표제 

한편, [LSE]와 같은 알파벳은 노트북 파일 이름의 머리글자를 따온 것입니다(‘Least squares 

example.ipynb’의 경우 [LSE-01]처럼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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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환(로아팩토리)

딥러닝을 단계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려는 저자의 노력이 많이 보이는 책입니다. Python, 

Numpy가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에는 코드와 수식 자체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세 가지로 

나눠 접근하는 방법과 딥러닝의 각 요소가 왜 사용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집중적으로 보

신 후 코드로 구현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반복해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개인적

으로는 만족하는 책이었습니다.

  박두현(Marvrus)

책 제목에는 ‘텐서플로’가 들어가 있지만, 내용은 머신러닝, 딥러닝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

는 책입니다. 텐서플로의 깊은 맛보다 모호했던 머신러닝, 딥러닝의 기본 개념이 무엇인지, 

왜 수학이 필요한지, 텐서플로는 어떻게 프로그래머의 짐을 덜어 주는지를 알 수 있게 한 

책이었습니다. 책의 분량은 가벼웠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모호

했던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개념을 베타리딩하면서 잡을 수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또한, 

“머신러닝은 곧 수학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말이 무슨 의미인

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유형진(데브구루)

알파고의 근간이 된 합성곱 신경망(CNN)을 구글이 제공하는 텐서플로 라이브러리를 이용

해 문자를 인식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처리 구조에서 레이어를 확장

해 나가면서 CNN의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부록에 수학적 배경 지식을 몇 가지 넣어 놓

긴 했지만, 자신의 수학적 배경이 탄탄하지 못하다면 보는 데 어려움을 느낄지도 모르겠습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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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리더 후기xvi

니다. 그래도 책을 끝까지 읽으면 CNN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

다. 이 책은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게 편집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베타리더가 된 덕분

에 CNN의 전체적인 구조에 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네요.

  이철혁(스노우)

가장 대표적인 공개 데이터 세트인 MNIST를 이용하여 CNN을 만들어 보는 내용에 특화된 

책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입문서나 개괄서가 넘쳐나는 시기에 선택과 집중을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처리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인 CNN을 만들기 위한 기본부터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CNN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싶다면 꼭 읽어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

쉬운 점은 합성곱 필터의 결과로 나온 특징 맵에 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았고, 책의 

말미에 대표적인 네트워크인 알렉스넷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했더라면 하는 점입니다.

  차준성

딥러닝의 3단계 과정을 핵심 골격으로 하고 거기에 살을 덧붙여 가는 방식은 입문자들이 딥

러닝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량이 많지 않다 보니 간단한 설명만

으로 넘어간 부분이 다소 아쉬웠고, 수학적인 배경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충분한 학습 

효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도커를 이용함으로써 실습 환경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점은 

좋았습니다. 

  최승호(Naver)

‘텐서플로에 대한 입문을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책입니

다. 편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고품질의 책이라는 생각이 읽자마자 들었습니다. 딥러닝 

입문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편, 입문서임에도 수학적 배경 지식을 요구한다

는 점이 저를 더욱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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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을  시 작 하 며 . . .

텐서플로(TensorFlow)는 구글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공개하고 있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 라이브러리다.1 특히, 딥러닝(deep learning)에 적용할 것을 고려해서 구조

를 갖추고 있으며, 이 분야에 관한 구글 내부의 연구 및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에도 

이용되고 있다. 이 책의 주제는 텐서플로를 이용해서 딥러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텐서플로 공

식 웹사이트에 있는 ‘텐서플로 튜토리얼(TensorFlow Tutorials)’2 그림 1 - 1)에는 텐서플로의 다

양한 이용 사례가 예제 코드와 함께 소개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그림 1 - 2의 CNN을 이용

한 필기 문자(숫자) 분류 처리다. 딥러닝 전문 서적이나 해설 기사를 보면 이와 비슷한(혹은 

이를 더 복잡하게 한)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과연 어떤 구조이고, 어떤 원리로 필

기 문자를 분류할 수 있는지 수학적인 원리를 포함해서 그 구조를 근본부터 이해한 다음, 

이를 실현하는 텐서플로 코드를 작성해 내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그림 1 - 1  텐서플로 튜토리얼(TensorFlow Tutorials)

1  주 텐서플로 공식 사이트: https://www.tensor�ow.org/
2  주 텐서플로 튜토리얼: https://www.tensor�ow.org/tutorials

텐서플.indb   2 2017. 6. 28.   오전 11:58



… … … … …
풀링 계층

입력 화면

합성곱
필터

풀링 계층합성곱
필터

합성곱
필터 풀링 계층

풀링 계층합성곱
필터

전 결합층

드롭아웃 계층

소프트맥스 함수

그림 1 - 2  필기 문자(숫자) 분류 처리를 하는 CNN

이 장에서는 사전 준비로 딥러닝과 텐서플로의 개요를 소개한 뒤 텐서플로 코드를 실행하

기 위한 환경을 준비한다. 또한, 머신러닝의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최소 제곱법’ 문제를 

예로 들어 텐서플로의 기본적인 코드 작성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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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텐서플로 입문4

딥러닝은 넓은 의미로 머신러닝 중 ‘신경망(neural network)’이라는 모델의 일종이다. 여기서는 

딥러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머신러닝에서 ‘모델’의 역할과 일반적인 신경망의 구조를 

먼저 설명한다. 그러고 나서 일반적인 신경망과는 다른 딥러닝만의 특징과 딥러닝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텐서플로의 역할을 설명한다.

1.1.1 머신러닝의 개념

머신러닝은 데이터의 속에 있는 ‘수학적인 구조’를 컴퓨터로 계산해서 발견해 내는 구조다. 

말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그림 1 - 3의 데이터를 보

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를 특정 도시의 올해 1년간 월별 평균 기온이라고 하자. 이 데이

터를 기반으로 내년 이후의 월별 평균 기온을 예측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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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그림 1 - 3  월별 평균 기온 데이터

가장 간단한 답은 올해 평균 기온과 동일한 수치로 예측하는 것이지만, 좀 더 연구해 볼 여

지가 있어 보인다. 이 그래프에서는 월별 평균 기온이 직선으로 삐뚤삐뚤하게 연결되어 있

는데, 기후변화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월별 평균 기온은 본질적으로 완만한 곡선으로 변화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완만한 변화에 대해 월별로 무작위적인 노이즈(noise)가 더해져 

이렇게 직선처럼 변화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1.1 딥러닝과 텐서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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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딥러닝과 텐서플로 5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고 그림 1 - 4와 같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려 보았다. 내년 

이후의 평균 기온을 이 곡선상의 값으로 예측한다면 정확도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이후의 기온에도 노이즈가 더해져 이 곡선의 상하로 벗어날 우려가 있지

만, 확률적으로는 이 곡선 부근에 분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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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4  완만한 곡선으로 예측한 평균 기온

이처럼 주어진 데이터의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원리’를 

생각하는 것을 ‘데이터의 모델화’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낸 구조가 바로 데이터의 ‘모

델’인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모델은 일반적으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1 - 4의 곡선이 

다음과 같은 4차 함수로 표현된다고 가정해 보겠다.

�

 가 각각의 월을 나타내며, 식 1.1로 계산된  가 해당 월의 예상 평균 기온

이라고 하자. 각 항의 계수 ~ 의 값을 잘 조절하면 그림 1 - 4와 같은 ‘그럴듯한’ 곡선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계수의 값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려면 또 하나의 지표가 필요하다. 과연 무엇을 근거

로 이 곡선을 ‘그럴듯한’ 곡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는 식 1.1에서 예상되는 값과 실제 

데이터의 오차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그림 1 - 3의 기초 데이터값을 ( 은 월

의 평균 기온)라고 하자. 이때 식 1.1에 를 대입해서 얻은 예상 평균 기온을 

라고 하고 다음 값을 계산한다.

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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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텐서플로 입문6

이는 일반적으로 제곱 오차라고 하는데, 월별 예측값과 실제 데이터 차이의 제곱을 더한 값

이다. 전체를 2로 나누는 것은 계산 상황에 따른 것이며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이 값이 가

능한 한 작아지도록 계수  ~ 를 조정함으로써 그럴듯한 곡선을 얻을 수 있다. 식 1.2는 

계수  ~ 의 함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오차 함수(error function)라고 한다.

실제로 계산하는 예는 ‘1.3 텐서플로 훑어보기’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❶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지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식(식 1.1)을 생각한다

❷ 식에 포함된 파라미터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오차 함수(식 1.2)를 준비한다

❸ 오차 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값을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파라미터값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얻어진 식(결정된  ~ 의 값을 식 

1.1에 대입한 것)을 이용해 내년 이후의 평균 기온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얼마나 정

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지는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만일 예측의 정밀도가 좋지 않았다면 처

음에 생각한 식 1.1, 즉 데이터의 ‘모델’이 그리 적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미지의 데이터에 

대한 예측 정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더욱 최적의 모델, 즉 예측용 식을 발견하는 것이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데이터 과학자가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은 어느 부분에 등장할까? 머신

러닝에서 컴퓨터의 역할은 ❸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앞의 예에서 오차 함수(식 1.2)에 포함된 

데이터는 과거 1년, 즉 12개월 치(12개) 데이터만 존재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머신러닝은 보

다 대량의 데이터(이른바 ‘빅데이터’)에 대해 오차 함수를 최소화하는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정해진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동으로 계산하는 것이 머신러닝에서 컴퓨터(즉 ‘머

신’)가 하는 역할이며, 이 책에서 설명하는 텐서플로의 주요 업무다.

흔히 생각하기로 머신러닝 또는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 

딥러닝을 포함해서 현시점의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의 속에 있는 모델, 즉 데이터를 설명하

는 식 그 자체는 사람이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컴퓨터의 주요 역할은 

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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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딥러닝과 텐서플로 7

그 식에 포함된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한편, 앞서 ❶ ~ ❸ 의 단계는 이 책 전체를 통해 여러 번 등장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이를 

‘머신러닝 모델의 3단계’라고 하겠다.

1.1.2 신경망의 필요성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신경망에 관해 설명하겠다. 앞에서와는 약간 

다른 예제로 데이터의 분류 문제를 생각해 보겠다.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를 판정

하는 간단한 예비 검사가 있고, 검사 결과는 두 종류의 수치  로 주어진다고 하자. 이 

두 가지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확률을 구한 다음, 확률이 어느 정

도 높은 환자는 정밀 검사로 전환한다고 가정한다.

그림 1 - 5는 지금까지 예비 검사를 받은 환자의 검사 결과와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산포도)다. 이 예비 검사의 정밀도를 조사하기 위해 모든 환자에 

대해 예비 검사와 정밀 검사를 모두 수행해서 얻어진 데이터라고 가정한다. 이 데이터를 기

반으로 새로운 검사 결과  에 대해 감염 확률  를 계산하는 식을 구하는 것이 여러

분에게 주어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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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5  예비 검사의 결과와 실제 감염 상황을 나타낸 데이터

이 예에서는 그림 1 - 6과 같이 직선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직선의 오른쪽 위 영역은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 왼쪽 아래 영역은 감염되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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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텐서플로 입문8

확률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이 경계를 나타내는 직선을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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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1 ,x2)<0

f(x1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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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향으로
의 값이 증가한다.

감염 확률

그림 1 - 6  직선을 이용한 분류와 감염 확률로의 변환

평면상의 직선은 라는 형식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여기서는  과  로 이루어진 

관계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이와 같은 형식을 사용한다. 이 형식의 장점은  이 

경계가 될 뿐만 아니라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의 값이  를 향해 증가(감소)해 가

는 성질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따라서 0부터 1을 향해 부드럽게 값이 변화하는 함수 를 준비하고 여기에  의 

값을 대입하면, 검사 결과  로부터 감염 확률  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

다.1 그림 1 - 6의 아랫부분은 수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  주 머신러닝의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와 같이 0부터 1까지 완만하게 값이 변화하는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

(sigmoid function)’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변형된 형태의 함수가 있다.

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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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딥러닝과 텐서플로 9

이는 ‘머신러닝 모델의 3단계’에서 ❶단계에 해당한다. 이후에는 식 1.4에 포함된 파라미터인 

 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오차 함수를 준비하고(❷단계), 이를 최소화하도록 파

라미터를 결정하는(❸단계) 흐름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계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2장 분류 알고리즘의 기초’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 모델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데이터를 직선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다. 예를 들면, 주어진 데이터가 그림 1 - 7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

자.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하게 직선으로 분류할 수 없고, 그림에 나타냈듯이 구부러진 

직선 혹은 곡선을 이용해서 분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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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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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7  보다 복잡한 데이터 배치의 예

단순하게 생각하면 식 1.3에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을 보다 복잡한 수식으로 치환해서 구부

러진 직선이나 곡선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실의 머신러닝에서 이용하는 데이터는 그림 1 - 7과 같이 평면에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단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번 예에서 검사 결과의 수치가 두 종류가 아니라 모

두 20종류라고 해보자.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려면 20차원 공간의 그래프가 필요하다. 물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기는 불가능하며 머릿속으로 상상하기도 곤란하다.

“그렇게 감춰진 데이터의 특성을 자동으로 발견해 내는 게 ‘머신러닝’ 아니었나?!”

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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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텐서플로 입문10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은데, 안타깝게도 현재의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는 데이터의 모델, 즉 ❶ 단계에서 준비해야만 하는 식 자체는 사람이 생각해 내야 한다. 다

만 그런 와중에도 가능한 한 유연성이 높은, 다양한 데이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식’을 생각

해 내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신경망은 이러한 식 중의 한 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신경망을 ‘수식’이라고 해도 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 ‘함수’ 또는 프로그램 코드에서의 ‘서

브루틴(subroutine)’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식 1.3은  라는 두 개의 값을 입력하면 

 라는 하나의 값을 출력하는 함수이고, 그 값이 크고 작음에 따라 감염 확률이 높

거나 낮다는 것을 뜻한다. 머신러닝의 모델에서는 입력 데이터에 대해 해당 모델의 특징을 

나타내는 값을 출력해 주는 함수를 준비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 1.3과 같이 하나의 단순한 수식으로 결과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수식을 조합한 함수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경망(neural 

network)이다. 신경망은 딥러닝의 핵심이 되는 구조이므로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

겠다.

먼저, 그림 1 - 8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식 1.4를 신경망 

형태로 그린 것이다. 왼쪽부터  라는 두 값을 입력하면 내부에서   값이 계

산되고, 이를 시그모이드 함수   로 0~1의 값으로 변환한 것이 변수   로 출력된다. 이는 

신경망을 구성하는 최소의 유닛으로, 뉴런(neuron) 또는 노드(node)라고 한다.

x1

x2

z = ¾(f (x1,x2))

f (x1 ,x2) = w0 +w1x1 +w2x2

그림 1 - 8  단일 노드로 된 신경망

그리고 이러한 노드를 다층으로 중첩함으로써 더욱 복잡한 신경망이 얻어진다. 그림 1 - 9는 

2계층 노드로 된 신경망의 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간단한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첫 번째 계층의 두 노드에는  와  라는 1차 함수가 부여되어 있는데, 

각각의 계수값은 서로 다르다. 이들을 시그모이드 함수  로 변환한 값의 쌍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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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딥러닝과 텐서플로 11

다시 두 번째 계층의 노드로 입력해서 최종적인 출력값  가 얻어지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2

x1

x2

z1 = ¾(f1(x1,x2))

z2 = ¾(f2(x1,x2))

z = ¾(f (z1,z2))

f1(x1 ,x2) = w10 + w11x1 + w12x2

f2(x1 ,x2) = w20 + w21x1 + w22x2

f (z1,z2) = w0 + w1z1 + w2z2

그림 1 - 9  2계층 노드로 된 신경망

이 신경망에는  라는 총 9개의 파라미터가 포함되

어 있다. 이 값들을 조정함으로써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더 복잡한 경계선을 표현할 수 있

으리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의    값이 감염 확률   를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가 되는 부분이 경계선에 해당한다.

사실, 이러한 파라미터값을 잘 조정해서  가 되는 부분을 그리면 그림 1 - 10의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각  에 의한   의 값을 색의 농담으로 나타낸 것으로, 오른쪽 

위 영역이   에 해당한다. 그림 1 - 7의 오른쪽 예를 보면 이것만으로는 아직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방법으로는 노드의 수를 증가시킨, 더 복잡한 신경망을 이용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주 여기서는 중간 계층의 노드로부터 나온 출력을 시그모이드 함수   로 추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드시 시

그모이드 함수일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을 경계로 값이 증가하는 특정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
를 사용한다. 활성화 함수의 선택에 대해서는 ‘3.1.1 단층 신경망을 이용한 이항 분류기’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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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0  2계층 신경망에 의한 분할 예

이때 노드를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다. 하나는 계층의 수를 늘려 신경망을 

다층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계층에 포함된 노드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또는 

이를 조합해서 그림 1 - 11과 같은 신경망을 구성할 수도 있다.

・
・
・

・
・

・
・
・

・
・

・
・
・

・
・

1계층 내의 노드 수를 늘린다

노드의 계층을 늘린다

x2

x1

그림 1 - 11  보다 복잡한 다층 신경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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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딥러닝과 텐서플로 13

다만, 여기서 신경망의 난해함이 드러난다. 원칙적으로는 노드의 수를 늘려가면 아무리 복

잡한 경계선이라도 그릴 수 있다.3 그러나 아무렇게나 노드를 늘려가면 파라미터의 수가 방

대해져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❸ 단계의 계산이 곤란해진다. 이는 현실적인 시간 내에 계

산이 끝나지 않는다는 컴퓨터의 성능 문제와 더불어, 최적인 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그 자

체를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머신러닝을 통해 신경망에 도전한다는 것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실제로 계산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신경망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의 특성을 감으로 찾아낸다”라는 어려움은 신경망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런 어려움에 계속 도전해 오면서 등장한 것이 ‘딥러닝(deep learning)’이

라는 특별한 형태의 신경망을 이용한 방법이다.

1.1.3 딥러닝의 특징

딥러닝은 ‘심층학습’이라고도 하며, 용어만 보면 뭔가 심오한 이론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

나 기본적으로는 앞서 그림 1 - 11과 같은 다층 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단순히 계층을 증가시켜 복잡화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에 맞게 각각의 노

드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거나 노드 간의 연결 방식을 다양하게 연구한 것이다. 무조건 노

드를 증가시켜 복잡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 노드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특정 의도를 갖고 구

성한 신경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1 - 9에 나타낸 신경망에서 각각의 노드는 단순한 1차 함수와 시그모이드 

함수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 이를테면 최초 입력이 단순한 수치의 쌍인   가 아니라 

이미지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 갈 수 있을까?

그림 1 - 2에 나타낸 합성곱 신경망(CNN)에서 첫 번째 계층 노드에는 1차 함수가 아닌 ‘합성곱 

필터(convolution filter)’라는 함수를 적용하고 있다.

합성곱 필터란, 딥러닝만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 아니라 포토샵(Photoshop)과 같은 이미

3  주 수학적으로는 1계층으로 된 신경망이라도 노드 수를 늘려가면 (일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아무리 복잡한 함

수라도 표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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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텐서플로 입문14

지 처리 소프트웨어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이미지 필터의 일종이다. 사진에서 물체의 윤곽

을 추출해서 선으로만 그린 그림처럼 변환하는 필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이미지에 나타난 물체의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된다.

또는 그 뒤에 있는 풀링 계층(pooling layer)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미지의 해상도를 낮추는 처

리를 한다. 이는 이미지의 세밀한 부분을 지우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물체의 본질적인 특

징만을 추출하고자 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전처리를 한 데이터를 뒤쪽에 있

는 노드가 좀 더 분석해서 이미지의 물체가 무엇인지를 판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노드 간 연결 방식을 연구한 특수한 예로 순환 신경망(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이 

있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데, 단어가 나열된 문장을 입력 데이터로 하는 자

연어 처리에 응용하는 경우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그다음에 나타

날 단어를 확률과 함께 예측하는 형태의 신경망을 생각해 보자(그림 1 - 12).

This is

중간 계층 중간 계층

a

중간 계층

is : 32%
was : 18%

・・・

a : 41%
the : 25%

・・・

pen : 62%
pencil : 7%

・・・

그림 1 - 12  RNN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예

이는 특정 문장이 흔히 보는 자연스러운 문장인지 뭔가 어색한 부자연스러운 문장인지를 

판정하는 데 이용된다. 예를 들면, ‘This is a pen’이라는 네 개의 단어를 차례로 입력해서 

‘This’ 뒤에 ‘is’가 올 확률, ‘is’ 뒤에 ‘a’가 올 확률을 차례로 구한다. 전부 높은 확률이 나오면 

이는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

여기서 처음에 ‘This’를 입력하고 다음에 ‘is’를 입력할 때 앞서 ‘This’를 입력했을 때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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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딥러닝과 텐서플로 15

계층의 출력값도 더해서 입력한다. 이전의 중간 계층에서는 “최초의 단어가 ‘This’였다”라

는 정보가 특정한 형태로 남아 있을 것이므로 ‘is’만을 입력해서 예측하는 것보다 더욱 자연

스러운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때 중간 계층에는 “이전에 ‘This’가 

오고 지금은 ‘is’가 있다”라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만일 그렇다

면 다음은 그 중간 계층의 정보와 ‘a’를 입력함으로써 ‘This is a’에 이어질 단어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처음부터 ‘This is a’라는 세 개의 단어를 입력하는 신경망을 준비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

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세 단어까지만 입력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 - 12의 구조에

서는 과거의 입력값 정보가 중간 계층에 축적되어 감에 따라 보다 긴 단어열을 바탕으로 판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전 중간 계층의 값을 다음 입력에 재이용하는 신경망이 RNN이다. 물론, 현실에서

는 이 정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전에 입력한 단어 정보는 중간 계층에서 서서히 사라

지게 되므로 노드 간 연결 방식을 좀 더 연구해서 과거의 정보를 가능한 한 오래 축적하는 

등의 테크닉이 이용된다.

이러한 예로부터 알 수 있듯이 딥러닝의 이면에는 주어진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될지를 생각

하면서 최적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는 방대한 시행착오가 감춰져 있다. 또한, 이는 어디까지

나 ‘머신러닝 모델의 3단계’ 중 ❶ 단계라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모

델이라도 실제로 계산을 할 수 없다면 활용할 수 없다. 그 이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각의 네트워크에 대해 효율적으로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의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이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자들이 매일 새로운 결과를 산출해 내는 세계

이며, 이 책과 같은 입문서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책의 목표는 이미지 분류 처

리라는 특정 문제에 대해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증된 모델인 CNN의 내부를 이

해하는 것이다. CNN에서 각각의 노드에는 특별한 역할이 있으므로 각 계층의 노드 구조

를 순서에 따라 차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향후 딥러닝의 세계에서 신경망의 구성 패턴 및 이용 사례는 상당한 기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CNN의 구조를 기본부터 이해함으로써 앞으로의 딥러닝 발전을 뒤쫓기 위

한 준비를 해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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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텐서플로를 이용한 파라미터 최적화

지금까지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개념과 신경망, 딥러닝의 개요를 설명했다. 주어진 데이터의 

속에 있는 구조를 특정 수식으로 모델화하는 것이 머신러닝의 출발점, 즉 ‘머신러닝 모델의 

3단계’에서 ❶ 단계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식에 포함되는 파라미터를 조정

해서 주어진 데이터에 적합하게 맞춰 가는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는 ‘1.1.1 머신러닝의 개념’에서 이용한 평균 기온 예측의 예를 사용해서 그다음 단계

에 대한 진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텐서플로의 구조를 이해하는 포인트가 되므로 

수식을 사용해 정확하게 설명하겠으나, 세세한 계산 내용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다. 실제

로는 여기서 설명하는 계산은 텐서플로가 자동적으로 수행한다. 먼저, 각각의 수식이 무엇

을 나타내고 있는지 수식의 ‘의미’를 파악해 두기 바란다.

이 예에서는 파라미터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식 1.2의 오차 함수  를 준비했

다. ‘머신러닝 모델의 3단계’에서 ❷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식 1.1에 포함되는 파라미

터   ~  의 값을 변경하면 오차 함수  의 값도 변화하므로 이는 파라미터   ~  의 함

수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이 함수를 수식으로 표현하겠다.

식 1.1과 식 1.2를 다시 한 번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식 1.6에 포함된  은  월(  )의 기온을 식 1.5로 예측한 결과를 나타낸다. 즉, 식 

1.5에   을 대입한 것이  이다.

마지막에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  로 다시 쓴 부분에서는 임의의  에 대해  이 

되는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 식 1.7을 식 1.6에 대입하면 다음 식이 얻어진다.

식 1.5

식 1.6

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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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8에는 다양한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미지의 파라미터는  ~  뿐이라는 점에 주의

하기 바란다.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  에 포함되는  과  은 루프를 돌리기 위한 로컬 

변수로 볼 수 있으며,  은 그림 1 - 3에 주어진 월별 평균 기온의 구체적인 관측값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오차 함수 E의 구체적인 모양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음은 ❸ 단계로서 식 1.8의 

값을 최소로 하는  ~  를 결정한다. 기호가 많아서 복잡하게 보이지만,  ~  의 함수

로 보면 2차 함수에 불과하다. 수학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종이와 연필만으로 답을 찾을 수

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식 1.8을  ~  각각으로 편미분한 값을 0으로 하는 다음

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다.

편미분이란, 복수의 변수를 갖는 함수에 대해 특정한 하나의 변수로 미분하는 것을 말한

다. 변수가 하나인 함수  의 최댓값/최솟값을 구할 때 미분계수를 0으로 하는 다음 

방정식을 풀었는데, 본질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다.

실제로 식 1.8을  ~  로 편미분하는 작업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숙제로 남겨 두

고, 여기서는 식 1.9의 조건으로  가 최소가 되는 이유를 그림을 통해 설명하겠다. 먼저, 

1변수 함수  의 경우 그 미분계수  　　　는 점  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가 최대/최소가 되는 점에서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0이 되므로 식 1.10이 성립한다. 다

만, 엄밀하게는 그림 1 - 13과 같이 최대, 최소, 극대, 극소, 정류점(변곡점) 등 몇 군데서 식 

1.10이 성립한다. 이를테면  가 최솟값만을 갖는(그 밖에 극댓값 등은 갖지 않는) 함수라고 

알고 있다면 식 1.10으로 결정되는  가  를 최소로 하는 값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식 1.8

식 1.9

식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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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 f (x)

y

최솟값

정류값

극댓값

극솟값

그림 1 - 13  그래프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한편,  와 같은 다변수 함수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 다음 2변수 함수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다.

이 경우 편미분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나열한 벡터를 다음 기호로 나타내며 함수   의 ‘기울기 벡터(gradient 

vector)’라고 한다.

1변수 함수의 미분계수  　　　 는 그래프의 기울기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기울기 벡터에도 도형에서의 의미가 있다. 먼저,  를 좌표로 하는 평면을 생각하고, 

 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 1 - 14와 같이 절구 모양의 도형이 된다. 기울기 벡터 

 는 절구 벽면을 올라가는 방향과 일치하고, 그 크기  는 벽을 오르

는 기울기와 일치한다. 절구 벽면의 기울기가 클수록 기울기 벡터도 길어지는 것이다.

식 1.11

식 1.12

식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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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

h

y = h(x1,x2)

x1

x2

y

그림 1 - 14  2변수 함수의 기울기 벡터

따라서 임의의 점  에서 출발해서 기울기 벡터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면 절구의 

벽면을 내려감과 동시에 기울기 벡터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이 예의 경우, 최종적으로 

원점  에 도달했을 때  는 최소가 되고, 기울기 벡터의 크기도 0이 된다. 즉, 

 를 최소로 하는  는  라는 조건으로 정해진다.

이는 또한  를 최소로 하는  를 구하는 알고리즘이기도 하다. 현재의 위치를 

벡터 표기로  로 해서 새로운 위치를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4

이를 여러 번 반복해 가면 그림 1 - 15와 같이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점점 원점에 가까워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재 파라미터의 값에 대해 기울기 벡터를 계산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알고리즘을 일반적으로 ‘경사 하강법(gradient descent)’이라고 

한다. “함수의 그래프가 그리는 비탈길을 내려간다”라는 뜻이다. 이 예의 경우 엄밀히 말하

면 무한대로 수정을 반복해야만 원점에 도달할 수 있는데, 현실의 문제에서는 충분히 원점

에 가까워졌을 때 계산을 중단하고, 그 시점의 값을 근사적인 최적해로 채택한다.

4  주 이 책에서는  와 같은 문자로 성분을 가로로 나열한 가로 벡터를 나타내는 경우와 세로로 나열한 세로 벡터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방향을 나타내는지는 정의식에서 판별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표기 여건상 가로 

벡터   에 전치 기호   를 붙여 세로 벡터를 표현한다.

식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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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①
②

③

x1

x2

그림 1 - 15  경사 하강법으로 최솟값에 가까워지는 모습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분량이다. 단순히 식 1.14로 파라미터

를 수정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최솟값이 되는 경우를 지나쳐 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

어, 이와 동일한 방법을 다음의 두 가지 예에 적용해 보겠다.

먼저, 각각의 기울기 벡터는 다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들에 대해 식 1.14를 적용하면서 이동해 가는 모습을 나타내면 그림 1 - 16과 같이 된다. 

 의 경우 기울기 벡터만큼 이동하면 원점을 지나쳐 가지만, 그렇더라도 원점 주위

를 왕복하면서 서서히 원점에 가까워져 간다. 반면,  의 경우에는 기울기 벡터가 

너무 커서 반대로 원점에서 멀어져 간다.

식 1.15

식 1.16

식 1.17

식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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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①

②

③

x1

x2

x1

x2

파라미터가 수렴

파라미터가 발산

그림 1 - 16  경사 하강법에 의한 두 종류의 이동 예

일반적으로 경사 하강법에 의해 최솟값에 제대로 근접해 가는 것을 “파라미터가 수렴한다”, 

혹은 반대로 최솟값에서 멀어져 무한히 먼 곳으로 가는 것을 “파라미터가 발산한다”라고 

한다. 실제로 경사 하강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단순히 기울기 벡터만큼 이동하는 것이 아니

라 이동량을 적당히 줄여 가면서 파라미터가 발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을 0.01이나 0.001처럼 작은 값으로 해서 다음 수식으로 파라미터를 갱

신해 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을 ‘학습률’이라고 한다. 이는 한 번의 갱신으로 파라미터를 얼마나 많이 수정

하는지를 결정하는 값이 된다. 학습률이 낮으면 최솟값에 도달하기까지 파라미터를 더 많

이 갱신할 필요가 있으므로 파라미터의 최적화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 반면, 학습률이 너무 

높으면 파라미터가 발산해서 제대로 최적화할 수 없다.

구체적인 학습률 값은 문제에 따라 잘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머신러닝의 실질적

인 테크닉에 해당한다. 소박하게 시작한다면 처음에는 작은 값으로 시도해서 파라미터 수

렴에 시간이 걸리면 값을 크게 해보는 등의 시행착오를 통해 수행한다.

혹은 그림 1 - 13과 같이 여러 곳에 극솟값을 갖는 경우에는 실제 최솟값 이외의 위치(극솟

값)에 파라미터가 수렴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피해서 실제 최솟값에 도달하기 위한 연구도 

식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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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게 된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확률적 경사 하강법

이나 미니 배치(mini-batch)와 같은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2.3.4 미니 배치

와 확률적 경사 하강법’에서 설명한다.

지금까지 2변수 함수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는데,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같은 방

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식 1.8의 제곱 오차  를 최소로 하는 파라미

터   ~  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이를 나열한 벡터를   로 하고, 

적당한 값에서 출발해서 다음 수식으로 파라미터를 갱신해 간다.

여기서 기울기 벡터   는 다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식 1.20에서 파라미터를 갱신할 때마다 그 점에서의 기울기 벡터의 값을 식 1.21로 다

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식 1.8의 예에서는 종이와 연필로 편미분을 계산해서 기울기 

벡터의 함수형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파라미터를 갱신할 때마다 매번 

식 1.21의 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는 이와 같은 계산을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바로 머신러

닝 혹은 딥러닝에서 텐서플로의 역할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평균 기온을 예측하는 문제에

서 텐서플로를 이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해 간다.

❶ 평균 기온을 예측하는 모델이 되는 식 1.7을 코드로 기술한다

❷  식 1.7에 포함된 파라미터의 평가 기준이 되는 오차 함수 식 1.8을 코드로 기술한다

❸  그림 1 - 3에 나타낸 12개월 평균 기온 데이터를 이용해 오차 함수를 최소로 하는 파라미터

를 결정한다

이는 정확히 ‘머신러닝 모델의 3단계’와 일치한다. 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텐서플로가 자동

으로 수행해 주지만, 실제 코드 내에서는 경사 하강법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나 학습률을 

식 1.20

식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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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것이다. 또한, ❸ 에서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의 집합을 ‘트

레이닝 세트’라고 한다. 트레이닝 세트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이용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데이터를 투입해 가면서 파라미터를 최적화해 가는 식의 테크

닉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실전적 테크닉은 이후에 이 책 전체에 걸쳐 설명해 가도록 하고, 여기서는 일반

적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와 텐서플로의 차이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위에서 설명한 ❶ ~

❸ 의 처리를 프로그램 코드로 실행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라이브러리와 텐서플로 간에 

큰 차이는 없다. 텐서플로가 다른 점은 딥러닝에서 이용되는 대규모 신경망에 대해 ❸ 의 계

산 처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딥러닝의 세계에서는 그림 1 - 2의 CNN 예에서와같이 합성곱 필터(convolution filter)나 풀링 

계층(pooling layer)과 같은 특수한 함수가 등장한다. 나아가 이러한 것들이 여러 계층에 결

합해 간다. 이들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간주해서 그 편미분을 계산하는 것은 간단한 작업

이 아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신경망에 대해 편미분을 계산하고 기울기 벡터를 결정하며, 

혹은 결정한 기울기 벡터를 이용해 경사 하강법으로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식의 알고리즘

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텐서플로의 최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합성곱 필터나 풀링 계층에 해당하는 함수도 미리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함수를 조

합함으로써 복잡한 신경망에 대응하는 수식에 대해서도 비교적 간결한 코드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처리할 때는 서버에 탑재된 GPU를 이용해 식 계산을 고속으로 

처리하거나 복수의 서버를 이용해 병렬 계산 처리를 하는 등의 기능도 갖춰져 있다. GPU 

이용 방법이나 병렬 계산 처리에 관한 설명은 이 책이 다루는 범위 밖이지만, 텐서플로를 

실용 레벨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특히 유용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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