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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인공지능 분야에 수많은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모 서점 사이트에서 ‘머신러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약 150권 정도의 책이 나왔습니다. 약 4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하면 단일 주

제로는 제법 많은 책이 출간된 것이며, 이는 그만큼 독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한 권의 책을 번역해 선보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보았습

니다. 

지금까지 출간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관련 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기초 개론 소개. 코드 없이 개론만 설명하거나 파이썬 기초와 넘파이, 사이파

이 등의 가벼운 라이브러리로 프로그래밍 방법을 배웁니다.

··  사이킷런, 텐서플로, 케라스, 파이토치 등을 이용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개발 기법 소개. 실무에 많

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의 사용 방법을 배웁니다.

··  예제 중심으로 배우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머신러닝 개발에 필요한 종합적

인 프로그래밍 방법을 배웁니다.

··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분석 방법을 배웁니다.

··  수학으로 접근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중고등학교 수학 기초와 함께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배웁

니다.

이 책은 그림과 간단한 코드를 소개하면서 머신러닝의 주요 ‘알고리즘’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위에 

나열한 다섯 가지 분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도 학습과 분류/회귀 문제, 비지도 학습과 차원 축소/클러스터링이라는 여섯 가지 기준 아래 사

전처럼 찾아볼 수 있는 17가지 알고리즘을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단독 혹은 조합

해서 머신러닝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함수나 메서드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10~20행 이내의 사이킷런 

코드로 구성해 부담 없이 코딩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그래프를 제시해 실제 알고리즘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바로 보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옮긴이 머리말

옮긴이 머리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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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 기초를 배우고 나서 알고리즘 중심으로 머신러닝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강력

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어판에서는 원서에서 특전 형태의 PDF로 제공하는 몇 가지 

수학 개론 설명과 주요 용어 사전을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의 번역을 제안하고 담당자로 고생하신 장성두 대표님, 이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도

록 다듬어 준 이인호 팀장님, 이 책을 먼저 읽고 더 좋은 책이 되도록 다양한 제안을 해준 여섯 

분의 베타리더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중민

xi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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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인공지능, 딥러닝 등은 201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해 현재는 IT에 큰 관심을 두지 않

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 있는 기술인 머신러닝도 매우 익

숙할 것입니다.

최근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이해와 비즈니스 활용 등은 데이터 과학자의 전유물이 아닌 상황이 되

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프로젝트 매니저 등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머신

러닝을 처음 배운다면 익숙하지 않은 수식이나 통계 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그림은 머릿속에 머신러닝을 형상화함으로써 이해를 돕습니다. 이 책은 머신러닝 전문가가 아

닌 사람들이 머신러닝을 이해하기 쉽도록 꼭 필요한 수식과 그림을 중심으로 각종 알고리즘의 특

징과 차이를 설명합니다. 또한, 이를 구현한 간단한 프로그램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머신러닝을 

배우려고 했지만 수식이나 통계 용어 때문에 배우기를 주저했다면 이 책을 꼭 읽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 코드는 파이썬으로 구현했습니다. 파이썬은 머신러닝과 통계 관련 

라이브러리가 많으므로 머신러닝을 배우기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소개하는 파이썬 코드를 직접 실행하면서 읽기 바랍니다.

아키바 신야

머리말

머리말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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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독자

이 책의 대상 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신러닝에 흥미를 느껴 공부를 시작한 분

··좀 더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알고 싶은 분

··수식이 부담스러워서 머신러닝 관련 책을 읽기 어려워하는 분

··문제에 따라 적절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싶은 분

단, 머신러닝의 수학적인 배경과 알고리즘을 최적화할 때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은 후 각종 참고문헌이나 다른 책을 더 읽어

보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했습니다.

1장은 머신러닝의 주요 개념을 설명합니다. 머신러닝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싶다면 1장을 꼭 읽

기 바랍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주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어느 정도 머신러닝을 이해하는 분, 자신

이 궁금했던 알고리즘만 공부하려는 분은 2장과 3장에서 순서와는 상관없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

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4장에서는 머신러닝의 평가 방법을 소개합니다. 머신러닝을 실제로 사용할 때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5장에서는 파이썬 개발 환경 구축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책에 대하여

xiii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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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는 머신러닝에 필요한 몇 가지 수학 지식과 이 책의 주요 용어를 소개합니다.

수식과 기호

이 책에서 다루는 수식과 기호를 소개합니다.

 ● 벡터

벡터는 굵은 글씨의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벡터의 i번째 요소는 xi처럼 표기합니다.

x

x

x

x

1

2

3

= f p

x

x

x

x

1

2

3

= f px

 ●  행렬

행렬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또한, 행렬의 i행 j열 요소는 wij처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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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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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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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p

 ●  시그마

어떤 규칙으로 나열되는 값의 전체 합은 시그마(∑)로 표기합니다. 다음 식은 n개 요소(x1, x2, …, 

xn)의 전체 합을 나타냅니다.

x i
i

n

1=

!

샘플 코드

 ● 샘플 코드 실행 환경

이 책의 각 장에서 소개하는 샘플 코드는 다음 실행 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파이썬 3.7.x

··사이킷런(scikit-learn) 0.21.3

해당 환경 이외에서도 동작할 수 있지만, 버전 차이가 심하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하여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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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플 프로그램 내려받기

이 책의 샘플 코드는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샘플 코드: https://github.com/Jpub/MLBook

 ● 주의할 점

샘플 코드는 앞에서 소개한 실행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이를 실무 

환경에 운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기 바

랍니다.

문의하기

이 책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다음 사항에 따라 문의하기 바랍니다.

 ● 문의하기 전

정오표 페이지(제이펍 출판사의 이 책 소개 페이지에서 링크 제공)를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알려진 오탈

자와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 문의 방법

이 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이메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제이펍 출판사: readers.jpub@gmail.com

··옮긴이: xcode.ko@gmail.com

답변은 이메일로 드립니다. 답변은 가능한 한 바로 드리겠지만, 문의 내용에 따라 며칠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할 때 주의할 점

이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벗어나거나, 질문의 내용을 알기 어렵거나, 독자 고유의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질문 등에는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 바랍니다.

xv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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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마이크로소프트 MVP)

이 책은 사이킷런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의 입문용 서적입니다. 머신러닝의 필수 내용을 체계적

으로 분류해 놓았고 바로 실습할 수 있는 예제를 제공하고 있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관한 기

본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구글 콜랩 등에서 직접 따라 

해본다면 하드웨어나 머신러닝에 관한 지식이 없어도 인공지능 학습의 시작점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삼성SDS)

저자는 독자들이 어떻게 하면 머신러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며, 읽다 보면 머릿속에 머신러닝에 대한 분류 및 개념

이 자연스레 생기게 됩니다. 또한, 파이썬 예제를 통해 실전을 위한 준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

니다. 정말 ‘머신러닝에 대한 도감’ 그 자체였습니다.

 송헌(규슈대 대학원)

책 제목에 알맞게 정말 많은 주제를 콤팩트하게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깊거나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기술들이 있구나’ 정도로 읽으시고 자세한 내용은 다른 참고문헌을 찾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파이썬을 알고 있는 독자라면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입문서입니다. 

 신성기(투비소프트)

머신러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고, 샘플을 따라 여러 가지를 해봤

지만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개발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알고리즘

을 선택할 때나 비교할 때 꺼내 보기에 좋습니다. 번역 품질도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입문서의 

한계인 줄은 알지만 알고리즘을 좀 더 깊게 다루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베타리더 후기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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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셉(지나가던 IT인)

정말 찾아보기 쉽게 정리된 깔끔한 머신러닝 책이었습니다. ‘도감’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지도 학

습, 비지도 학습 각각에 대한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의 개념과 장단점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

엇보다도 예제가 사이킷런으로 간결하게 구성되어서 가볍게 돌려보고 이해하기가 좋았습니다. 편

집도, 내용도, 번역도 다 훌륭했으며 심지어 오타도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에 머신러닝 입문자에게 

추천해줄 만한 책으로 즐거운 베타리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현수(무스마 기술연구소)

입문서는 두껍고 빽빽한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으면 자칫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 자료가 풍부하고 각 장의 길이도 짧을뿐더러 문장도 쉬워서 머신

러닝의 필수 알고리즘을 두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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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vii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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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머신러닝 기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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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봄, 딥마인드DeepMind에서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등장은 프로 바

둑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정상의 프로 바둑 기사들이 알파고에 큰 차이로 졌기 때문입

니다. 알파고는 최신 머신러닝(기계 학습)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했으므로 많은 사람이 인공지

능에 큰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과 딥러닝 등이 IT 관련 뉴스의 주요 화제입니다. 이 장에서는 인공지능과 딥러

닝 등의 기반인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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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머신러닝 소개

머신러닝
머신러닝(기계 학습)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 과제, 환경에 따라 컴퓨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

려고 학습한 예측 결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자체는 물론 문제 해결을 하는 구조 전

체를 뜻합니다.

학습

학습 데이터 예측 결과학습 도구

 그림 1-1  머신러닝의 기본 구조

머신러닝과 함께 인공지능(AI)과 딥러닝(심층 학습)도 화제입니다. 그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은 어

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그림 1-2처럼 머신러닝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만드는 시스

템을 뜻합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 책에서 소개하는

알고리즘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

규칙 정하기

수학적으로 정하기

기타

 그림 1-2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의 관계

31.1 머신러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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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머신러닝 외에도 미리 정한 규칙을 수학적

으로 예측하는 방법 등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지만, 최근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머신러닝을 

사용합니다.

딥러닝에 많은 관심이 모이면서 ‘인공지능 = 딥러닝’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딥러닝은 머신러

닝 알고리즘의 하나입니다. 특히,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현재는 다른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는 중입니다.

머신러닝은 학습 대상에 따라 다양한 알고리즘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해 사용합니다. 이 책은 여러

분이 적절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하도록 돕는다는 목적으로 썼습니다. 이 책을 읽은 후에는 

실제로 머신러닝을 수행할 때 필요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각각의 특성을 이해할 것입니다.

머신러닝의 유형
머신러닝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그럼, 각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학습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은 문제의 정답을 컴퓨터에 입력해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입니

다. ‘특징을 나타내는 데이터’와 ‘정답(목적)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미리 선택한 후 학습시킨다고 가

정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1-3처럼 특징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키’와 ‘체중’을 선택했고, 정답을 나타내는 데

이터로 ‘성별(남성/여성)’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C H A P T E R  1  머신러닝 기초4

머신러닝도감.indb   4 2019. 12. 3.   오후 5:36



학습

종속 변수

특징

입력키 체중 성별

175 70 ?

예측

학습이 끝난 예측 모델

남자
학습 도구

키 체중 성별

180

155

170

75

48

65

남자

여자

남자

데이터세트

 그림 1-3  분류 문제의 예

이렇게 선택한 데이터 조합을 컴퓨터로 학습시켜 키와 체중으로 성별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듭니

다. 그리고 새로운 ‘키’와 ‘체중’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 ‘성별’을 예측해 봅니다.

성별 같은 분류를 예측하는 문제를 분류classification 문제라고 합니다. 그림 1-3의 예는 성별을 남자

와 여자로 분류하므로 이진 분류binary classification라고 합니다. 분류 문제는 이진 분류뿐만 아니라 

10개의 속성으로 분류하는 예 등 다중 클래스 분류multi-class classification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답을 

나타내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변수가 연속적인 값이 아닌 일정 범위 안에서 선택한 값discrete values, 

이산값이면 분류 문제로 해결합니다.

참고로, 특징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특징feature 혹은 독립 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나타냅니다. 정답

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레이블label 혹은 종속 변수dependent variable로 나타냅니다.

분류 문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스팸 메일 필터 구현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스팸 메일로 판단

한 데이터를 종속 변수나 레이블로 선택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이나 스팸으로 판단하는 문장

을 독립 변수나 특징으로 선택합니다. 레이블로 선택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머신러닝을 수행했을 

때 정확도가 더 높은 결과를 얻습니다.

지도 학습의 다른 방법으로 회귀regression 문제가 있습니다. 회귀 문제는 숫자 값의 크고 작음에 의

미를 부여해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1-4처럼 특징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성별’, ‘키’를 선택하고, 정답을 나타내는 데이

터로 ‘신발 크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51.1 머신러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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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입력성별 키

여자 155

신발 크기

?

예측

학습이 끝난 예측 모델

237mm
학습 도구

성별 키 신발 크기

남자

여자

여자

170

160

145

265

240

230

종속 변수

특징

데이터
세트

 그림 1-4  회귀 문제의 예

분류 문제는 ‘남자’를 뜻하는 값을 0, ‘여자’를 뜻하는 값을 1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레이블을 숫자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1과 0이라는 숫자의 크고 작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신발 크기인 ‘265mm’나 ‘240mm’는 숫자 값의 크고 작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

를 예측하는 것이 회귀 문제입니다. 회귀 문제는 종속 변수가 연속적인 값이므로 ‘237mm’처럼 실

제 만드는 신발 크기가 아닌 값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의 관계는 그림 1-5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도 학습

분류 문제(이진 분류와 다중 클래스 분류)  회귀 문제

선형회귀 등로지스틱 회귀 등

 그림 1-5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의 관계

2장에서는 표 1-1의 아홉 가지 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아홉 가지 알고리

즘이 분류와 회귀 문제 중 어디에 속하는지도 나타냈습니다.

C H A P T E R  1  머신러닝 기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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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알고리즘 이름 분류 문제 회귀 문제

01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 × ○

02 정규화(regularization) × ○

03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 ×

04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 ○

05 커널(kernel) 기법을 적용한 서포트 벡터 머신 ○ ○

06 나이브 베이즈 분류(Naïve Bayes classification) ○ ×

07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 ○

08 신경망(neural network) ○ ○

09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k-nearest neighbors algorithm, kNN) ○ ○

 표 1-1  지도 학습 알고리즘과 분류 및 회귀 문제 여부

 비지도 학습

지도 학습은 특징과 종속 변수(정답)를 조합해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

ing은 정답을 나타내는 종속 변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정답 없이 어떻게 학습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비지도 학습은 특징을 나타내는 데

이터를 입력한 후 해당 데이터를 변환하여 다른 형식으로 나타내거나 데이터의 일정 부분이 같은

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입력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지도 학습과 비교하

면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거나, 분석하는 사람의 경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과를 해석할 때도 있

습니다. 지도 학습은 ‘종속 변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지표가 있지만, 비지도 학습

은 입력 데이터의 구조나 특징을 어느 정도 알아야 결과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지도 학습의 예로 표 1-2 왼쪽에 있는 중학생 다섯 명의 시험 점수를 분석한다고 생각해 봅시

다. 이때 ‘수학 시험 점수가 좋은 학생들은 과학 시험 점수도 좋지만, 국어와 사회 시험 점수는 나

쁘다’라는 과목별 연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중학생 다섯 명의 수학, 과학, 국어, 사회 과목의 시험 점수를 입력 데이터(특징)로 삼아 비지

도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인 주성분 분석(주성분 분석은 3장 「10 주성분 분석」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처럼 과목별 연관 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열인 ‘첫 번째 성분’을 

얻습니다.

71.1 머신러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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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과학 국어 사회

76 89 30 20

88 92 33 29

52 35 84 89

45 33 90 91

60 65 55 70

첫 번째 성분

-56.1

-54.3

49.1

56.6

4.6

주성분 분석

 표 1-2  주성분 분석의 예

첫 번째 성분은 ‘값이 작으면 수학과 과학 시험 점수가 좋고, 값이 크면 국어와 사회 시험 점수가 

좋다’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의 학생은 수학과 과학 시험 점수가 더 좋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학생은 국어와 사회 시험 점수가 더 좋은 것입니다.

표 1-2에서 첫 번째 성분을 얻을 때는 4개 열의 특징을 1개 열로 축소한 후 데이터를 해석했습니

다. 즉, 주성분 분석은 차원 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 방법이기도 합니다. 차원 축소는 더 적은 특

징으로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편 비지도 학습에는 클러스터링clustering, 군집화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입력 데이

터를 여러 집단(클러스터, 비슷한 데이터의 모임)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다변수 데이터(3개 이상의 변

수로 구성한 데이터)라면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클러스터링에서는 집단이라는 간

단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 1-6은 비지도 학습의 차원 축소와 클러스터링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비지도 학습

차원 축소

주성분 분석 등

클러스터링

k-평균 알고리즘 등

 그림 1-6  비지도 학습의 차원 축소와 클러스터링의 관계

C H A P T E R  1  머신러닝 기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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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예에서는 주성분 분석으로 결과를 알기 쉽게 해석했는데, 실제 비지도 학습에서는 입력 데

이터에 따라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미지 인식과 자연어 처리 분

야에서 비지도 학습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표 1-3의 여덟 가지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또한, 차원 축소와 클

러스터링 중 어디에 속하는지도 알려 두었습니다.

번호 알고리즘 이름 차원 축소 클러스터링

10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 ×

11 잠재 의미 분석(latent semantic analysis, LSA) ○ ×

12 음수 미포함 행렬 분해(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NMF) ○ ×

13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 ×

14 k-평균 알고리즘(k-means algorithm) × ○

15 가우시안 혼합 모델(Gaussian mixture model) × ○

16 국소 선형 임베딩(local linear embedding, LLE) ○ ×

17 t-분포 확률적 임베딩(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t-SNE) ○ ×

 표 1-3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과 차원 축소 및 클러스터링 여부

 강화 학습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은 어떤 환경 안에서 정의한 에이전트1가 최고의 보상을 얻는 쪽으로 

행동하도록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아쉽지만, 강화 학습 알고리즘은 이 책에서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음 설명을 읽은 후 더 자세한 내용은 강화 학습을 소개하는 다른 책을 참고하기 바

랍니다.

강화 학습은 게임(환경)에서 플레이어(에이전트)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게임 포인트(보상)를 얻는 행

동을 반복해 승리하려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강화 학습은 지도 학습의 종속 변숫

값을 보상으로 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게임의 예라면 게임 안 모든 상황에서 플레

이어의 조작으로 게임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 포인트를 얻는 상황과 조작 방법은 사람이 

직접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고려해야 할 조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1 옮긴이  상태를 관찰하거나 행동을 선택하는 학습의 주체입니다.

91.1 머신러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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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때는 게임 안 모든 상황과 플레이어의 조작을 특징으로 선택하고, 게임 포인트를 종속 변수

로 선택한 후 플레이어가 게임을 여러 번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특징과 종속 변수쌍 데이터를 수

집합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로 지도 학습하면 최적의 게임 포인트를 얻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

습니다. 즉, 게임 예에서의 강화 학습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최적의 게임 포인트를 얻는 학습을 반

복해서 더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머신러닝의 활용
머신러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의 머신러닝 연구는 유명합니다. 

문서의 자동 분류나 자동 번역 등 성과를 낸 분야도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방사선 사진 분

석이나 질병의 조기 발견 등에 머신러닝의 도움을 받습니다. 옛날부터 기상 정보 예측에는 머신러

닝의 주요 개념을 활용해 왔습니다.

최근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서 머신러닝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습니

다. 인터넷의 발달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등으로 머신러닝에 필요한 다양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머신러닝 분야가 흥미로운 이유는 데이터에 따라 적절한 알고리즘을 이용했을 때 아직 접하지 못

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부터는 머신러닝의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서 실제 데이터로 머신러닝을 수행한다는 목표에 다가가겠습니다.

C H A P T E R  1  머신러닝 기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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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형회귀

02 정규화

03 로지스틱 회귀

04 서포트 벡터 머신

05 커널 기법을 적용한 서포트 벡터 머신

06 나이브 베이즈 분류

07 랜덤 포레스트

08 신경망

09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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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회귀01
지도 학습   회귀   선형회귀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는 회귀 문제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하나입니다. 이해하기 쉬

운 기본 알고리즘이며, 학습 데이터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파라미터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지도 학습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선형회귀는 ‘독립 변수가 커질 때 종속 변수가 크거나 작게 변하는’ 관계를 모델링하는 기법입니

다. 예를 들어, 표 2-1과 같은 독립 변수 x와 종속 변수 y의 조합이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4901 선형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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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x y

0 10.0 8.04

1 8.0 6.95

2 13.0 7.58

3 9.0 8.81

4 11.0 8.33

5 14.0 9.96

6 6.0 7.24

7 4.0 4.26

8 12.0 10.84

9 7.0 4.82

10 5.0 5.68

 표 2-1  독립 변수 x와 종속 변수 y의 조합  그림 2-1  선형회귀 예

표 2-1은 그림 2-1과 같은 좌표평면의 분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포 사이에 함수 형태

의 직선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속 변수의 크고 작음을 확인합니다.

그림 2-1의 직선은 중학교에서 배우는 1차 함수 y = w1x + w0이라는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

니다. 이때 w1은 기울기(머신러닝에서는 가중치라고 합니다), w0은 y축의 절편이라고 합니다. 기울기 

w1과 절편 w0은 지도 학습 알고리즘으로 학습하는 파라미터이므로 학습 파라미터라고도 합니

다. 선형회귀에서 학습 파라미터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지는 다음 절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선형회귀는 보통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를 사용하여 모델링합니다. 이때 독립 변수가 하나면 ‘단

순선형회귀simple linear regression’라고 합니다.

알고리즘
y = w1x + w0의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w1, w0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런데 보통 선형회귀에서는 직선상에 없는 데이터 포인트data point
1의 학습 파라미터 w1, w0을 계

산해야 합니다.

1 옮긴이  어떤 공간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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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직선상에 없는 데이터 포인트의 학습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방법을 표 2-2 데이터와 그림 2-2

의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i x y

0 2 1

1 3 5

2 6 3

3 7 7

 표 2-2  선형회귀에 사용하는 데이터

 그림 2-2  평균제곱오차 비교

그림 2-2의 (a)와 (b)는 표 2-2 데이터 중 서로 다른 두 직선을 정의한 것입니다. (a)의 직선 식은 y 

= 0.706x + 0.823, (b)의 직선 식은 y = -0.125x + 4.5입니다.

그럼 두 직선 중 어느 쪽이 데이터의 분포를 잘 표현한 것일까요? 이는 평균제곱오차를 계산해 정

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균제곱오차는 종속 변수와 직선의 차이인 yi - (w0 + w1xi)

를 제곱한 값을 모두 더한 후 평균을 계산한 것입니다. 보통 평균제곱오차가 작을수록 데이터의 

분포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n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다음 식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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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에서 두 직선의 평균제곱오차를 계산하면 (a)는 2.89, (b)는 5.83(그림 아래 계산식 참고)으

로 평균제곱오차의 값이 다릅니다. (a) 직선의 값이 더 작으므로 (b) 직선보다 (a) 직선 쪽이 데이

터의 분포를 잘 나타낸 것입니다.

한편, 두 직선은 학습 파라미터인 w1, w0이 다릅니다. 이는 학습 파라미터 w1과 w0이 다를 때 

평균제곱오차도 변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오차와 학습 파라미터의 관계를 정의하는 함수를 손실

함수(또는 오차함수)라고 합니다. 선형회귀는 다양한 직선 중 손실함숫값이 최소인 파라미터를 찾

습니다(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뒤에 설명할 「평균제곱오차의 최소화 방법」을 참고하세요). ‘손실함숫값을 최

소화하는 파라미터를 찾는다’는 지도 학습 알고리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샘플 코드

표 2-1의 데이터로 선형회귀 모델을 구현하는 샘플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샘플 코드

from sklearn.linear_model import LinearRegression

# 특징

X = [[10.0], [8.0], [13.0], [9.0], [11.0], [14.0],
     [6.0], [4.0], [12.0], [7.0], [5.0]]

# 종속 변수

y = [8.04, 6.95, 7.58, 8.81, 8.33, 9.96,
     7.24, 4.26, 10.84, 4.82, 5.68]

# 선형회귀 모델 생성 및 학습

model = LinearRegression()
model.fit(X, y)

print(model.coef_)      # 기울기 출력

print(model.intercept_) # 절편 출력

# x = 0, x = 1일 때 모델의 출력 결과 예측

y_pred = model.predict([[0], [1]])

# x = 0, x = 1일 때 예측한 y값 출력

print(y_p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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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9091]

3.0000909090909094

[3.00009091 3.50018182]

사이킷런의 LinearRegression 클래스로 만드는 선형회귀 모델은 fit 메서드를 이용해 리스트 X

와 y에서 적합한 선형회귀를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coef_ 속성으로 기울기, intercept_ 속

성으로 절편을 확인합니다. predict 메서드로는 x가 0과 1일 때 y값을 예측합니다.

더 나아가기
 선형회귀를 사용할 수 없는 예

「기본 개념」 절에서는 표 2-1의 데이터를 선형회귀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에 따라 선형회

귀를 사용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알고리즘」 절 샘플 코드에 사용한 표 2-1 데이터는 프랭크 앤스콤Francis John Frank Anscombe이라는 

통계학자가 만든 것으로, ‘앤스콤 4분할 그래프Anscombe’s quartet
2’라고 합니다. 평균, 분산, 상관계

수, 회귀선이 같은 데이터 그룹 4개로 구성3했으며, 시각화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예입니다.

그림 2-3은 앤스콤 4분할 그래프의 데이터 그룹 각각을 선형회귀한 결과입니다.

2 https://en.wikipedia.org/wiki/Anscombe%27s_quartet
3 옮긴이  표 2-1은 사실 앤스콤 4분할 그래프를 만드는 데이터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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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앤스콤 4분할 그래프에 선형회귀를 적용

(I)부터 (IV)까지 그래프는 산점도가 서로 다르지만, 선형회귀의 학습 파라미터(기울기와 절편)가 같

습니다. 또한 평균, 분산, 상관계수도 거의 같습니다.

데이터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I)는 곡선 형태이므로 선형성4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III)

은 직선과는 동떨어진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제외하고 선형회귀하거나 이 점까지 포함하는 또다

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IV)는 데이터 2개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점까지 선형회귀해 직선

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원래 선형으로 분리되지 않는 데이터는 억지로 선형회귀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데이터세트가 있다면 먼저 시각화해서 선형회귀해도 괜찮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옮긴이  직선처럼 똑바른 도형, 또는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 대상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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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분석10
비지도 학습   차원 축소   PCA

다양한 차원 축소 방법 중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은 역사가 깊고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합니다.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면 상관관계가 있는 다변량 데이터를 주성분으로 간결하

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의 변수를 줄이려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데

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차원 축소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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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축소는 ‘많은 변수가 있는 데이터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몇 개 변수로 나타낸다’라는 뜻입니

다. 이것은 다변량1 데이터를 분석할 때 복잡성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변수 100개가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하는 것보다 5개의 변수로 나타내 분석할 수 있다면 더 쉬울 것입니다.

변수를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요한 변수만 선택하고 나머지 변수는 사

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본 데이터에 있는 변수에서 새로운 변수를 구성한

다’라는 것입니다.

주성분 분석은 두 번째 방법으로 원본 데이터에 있는 변수를 줄입니다. 높은 차원 공간에서 나타

내는 데이터를 더 낮은 차원의 변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낮은 차원의 축을 주성분이라고 합

니다. 원본 변수의 선형 결합 형태로 구성합니다.

주성분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에서는 이해를 돕는 그림 

3-1과 함께 설명합니다.

 그림 3-1  (a)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 2개의 데이터, (b) 주성분으로 나타낸 데이터

먼저, 데이터에서 주성분 분석에 필요한 방향과 중요도를 찾습니다. (a)의 산점도에 주성분 분석

을 적용하면 직교하는 선 2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선의 방향은 데이터의 방향, 길이는 중요

도를 나타냅니다. 데이터의 방향은 새로운 변수를 구성할 때 해당 데이터의 변수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데이터의 중요도는 변수의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데

1 옮긴이  종속 변수가 여러 개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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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포인트 중 값이 같은 변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값이 다른 변수는 데이터 전체의 정보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b)는 직교하는 선을 새로운 축으로 삼아 원본 데이터를 바꾼 것입니다. 이때 바꾼 데이터를 주성

분 점수principal component score라고 합니다. 주성분 중 중요도가 가장 큰 축의 값부터 첫 번째 주성

분, 두 번째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첫 번째 주성분 방향의 분산이 크고, 두 번째 주

성분 방향의 분산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성분은 분산을 최대화하는 축이므로 원본 

데이터의 정보를 많이 포함한 새 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주성분 분석은 다음 순서로 주성분을 계산합니다.

1. 분산공분산행렬variance covariance matrix
2 계산

2. 분산공분산행렬의 고윳값 문제eigenvalue problems를 풀고 고유 벡터의 고윳값 계산

3. 각 주성분 방향으로 데이터를 구성

 그림 3-2  주성분 분석 알고리즘

고윳값 문제는 n차 정방 행렬 A가 있을 때 Ax = λx인 λ, x를 찾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분

산공분산행렬에서 고윳값 문제를 해결하는 ‘분산을 최대화하는 직교 축 찾기’와 같습니다.

Ax = λx에서 왼쪽은 행렬과 벡터의 곱입니다. 예를 들어, 벡터 x1, x2에 행렬 A를 곱하는 것

을 살펴보겠습니다.

2  옮긴이  변수 하나가 기댓값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나타내는 분산과 2개 이상의 확률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값인 공분산을 포함하는 
정방형 행렬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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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에 행렬을 곱하면 x1, x2는 각각 [4, 4], [5, 2]로 바뀝니다.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3-3입니다.

 그림 3-3  행렬을 이용한 벡터 변환

행렬은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바꾸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행렬을 곱해도 벡터의 방향이 변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벡터를 행렬 A의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벡터의 크기를 바꾸는 값

을 고윳값이라고 합니다.

그림 3-3에서 빨간색 선으로 나타낸 벡터 [4, 4]는 원본 벡터와 같은 직선상에 있습니다. 이는 ‘행

렬 A를 곱한다’가 ‘정수 4를 곱한다’와 같다는 뜻입니다.

주성분 분석에서 행렬 A는 분산공분산행렬입니다. 분산공분산행렬의 고윳값 문제를 해결하면 

고윳값과 고유 벡터 조합 여러 개를 계산합니다. 이때 고윳값이 큰 순서로 정렬된 고유 벡터들이 

첫 번째 주성분, 두 번째 주성분, ...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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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절에서 설명한 데이터의 방향과 중요도는 고윳값 문제의 고유 벡터 및 고윳값과 관련

이 있습니다. 또한, 주성분 각각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고윳값을 여러 고윳값의 전체 합으로 나누

면 주성분의 중요도를 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을 기여율이라고 합니다. 주성분 각각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첫 번째 주성분부터 기

여율을 차례로 더한 값은 누적 기여율이라고 합니다.

 샘플 코드

사이킷런에 포함된 붓꽃 데이터세트를 사용한 주성분 분석의 샘플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독립 

변수 4개를 주성분 2개로 바꿉니다.

 샘플 코드

from sklearn.decomposition import PCA
from sklearn.datasets import load_iris

# 붓꽃 데이터세트 불러오기

data = load_iris()

# 차원을 축소시켜 2로 설정

n_components = 2

# 주성분 분석 모델 생성

model = PCA(n_components=n_components)

model = model.fit(data.data)      # 학습

print(model.transform(data.data)) # 주성분 2개로 바꾼 데이터 출력

[[-2.68420713  0.32660731]
 [-2.71539062 -0.16955685]
 [-2.88981954 -0.13734561]

 # 중간 생략

 [ 1.76404594  0.07851919]
 [ 1.90162908  0.11587675]
 [ 1.38966613 -0.2828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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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기
 주성분 선택 방법

주성분 분석으로 원본 데이터의 변수를 새로운 축인 주성분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주성분은 기여율이 큰 순서대로 첫 번째 주성분, 두 번째 주성분, ...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때 누적 기여율을 계산하면 n번째 주성분까지가 원본 데이터 중 몇 %까지의 정보를 포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림 3-4는 데이터세트별 누적 기여율의 변화를 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주성분, 세로축

은 누적 기여율입니다.

 그림 3-4  데이터세트별 누적 기여율의 변화

A는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에 주성분 분석을 한 것입니다. 누적 기여율은 0.36, 

0.55, 0.67, 0.74, 0.80, ...입니다. 누적 기여율로 주성분을 선택하면 ‘누적 기여율 0.7 이상 → 

주성분 4개’, ‘누적 기여율 0.8 이상 → 주성분 5개’처럼 기준값에서 주성분 개수를 정할 수 있

습니다.

B는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데이터에 주성분 분석을 한 것입니다. 주성분별 기여율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주성분 분석으로 차원을 축소시킨 결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

입니다. 주성분 선택 방법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A tutorial on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Lindsay I Smith, Cornell Univ(2002), http://www.cs.otago.ac.nz/
cosc453/student_tutorials/principal_components.pdf)

 주성분 분석(주식회사 닛케이 리서치, https://www.nikkei-r.co.jp/glossary/id=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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