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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미국에서 Code.org를 주축으로 시작된 프로그래밍 교육 열풍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중고 정규 수업에 편입하는 계획
을 발표함에 따라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다가올 미래에는 프
로그래밍이 더 이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만의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편, 우리나라에
서는 이세돌 프로기사와 구글 알파고(Alpha Go)의 바둑 경기 이후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에 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미국의 회사들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더 이상 연구의 범주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지 오래다. 예를 들면,
대중들의 관심을 받은 IBM 슈퍼컴퓨터 왓슨(Watson)은 2009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방송 프로그램 <제퍼디!(Jeopardy!)>를 통해 사상 최대 우승자인 브레드 러터와 가장 긴
승리 기록을 보유한 켄 제닝스와 대결했고, 결국 승리했다. IBM은 왓슨을 지속적으로 발
전시켜서 보건학(Health Science)에 도입했고, 전문의와 함께 환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다. 환자에 대한 임상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해 주고 증상에
알맞은 치료법도 조언해 준다. 컴퓨터가 의사를 대신해 환자를 진단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구글의 알파고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이다. 2015년 10월 판 후이 2단과 다섯 번을 대결해서 모두 승리하였고, 2016년 3월에는
이세돌 9단과 다섯 번의 대결에서 4승 1패로 승리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물론, 제한적인
환경에서의 대결이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이 잘하는 영역에서 대결할 수 있을 만큼 발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다. 다만, 이
제는 더 이상 머신러닝이 몇몇 특별한 소수의 엘리트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 프로그래
머들에게 머신러닝은 필수과목이 되고 있다. 구글은 이미 ‘Machine Learning First
Company’라는 슬로건을 들고 검색 회사에서 머신러닝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 구글이 시
도하는 ‘머신러닝 닌자 프로그램(Machine Learning Ninja Program)’을 보면 현재 구글이 추
구하는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구글의 재능 있는 프로그래머들을 선
별해서 6개월간 머신러닝 팀에 속하게 하고, 이들에게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학습
시킨다. 그리고 그들에게 프로젝트를 맡기고 직접 서비스 런칭까지 일련의 경험을 제공
한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노력은 구글이라는 회사의 모든 영역에 머신러닝이라는 도구를
접목시키게 하려는 의도를 뚜렷이 보여 준다. 모든 제품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면 회사
의 구성원들이 모두 이를 이해하는 프로그래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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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의 열풍이 이제 관련 종사자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어
찌 보면 프로그래밍의 일반화와 머신러닝의 일반화가 이루어질 날도 머지않은 듯 보인다.
역자가 머신러닝이라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 미국에 온 8년 전만 해도 머신러닝을 배우기
위해서는 논문을 읽고 바닥부터 코딩을 해서 실험해야 하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자료와 코드들이 인터넷에 존재한다. 텐서플로(TensorFlow) 같은 툴은 역자가 8
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기능들을 제공해 줘서 머신러닝을 적용하기 너무 쉽게 만들어
주었다.
세상은 이렇게 변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할지도 정해졌다. 한국의 독자 여
러분들도 부디 이 책의 실습 예제를 통해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기본적인 궁
금증을 해결하기 바란다. 머신러닝을 뒷받침하는 복잡한 수학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 책을 통해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과 핵심 알고리즘들의 개념을 확실히 잡
을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독자들이 머신러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 바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수고해 주신 장성두 님, 이슬 님, 배규호 님, 조찬영 님, 이
주원 님, 이민숙 님,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제이펍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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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이 책의 초판이 나오고 나서 지난 4년간 머신러닝에 흥미로운 발전이 이루어졌다. 현실
적인 연구로 심층 신뢰 네트워크(deep belief networks)가 성공적으로 떠올랐고, 또 다른 측
면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에 관한 통계 해석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
히, 머신러닝에 관한 통계 해석적인 접근은 머신러닝 연구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
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통계학적인 배경이 부족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학생들이
이 분야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이 그러한 학
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 필요한 프로그래밍뿐만 아니
라 수학, 통계 개념을 익히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길 바란다.
이와 더불어, 파이썬 언어와 함께 제공된 라이브러리들은 계속 개발되고 공유되고
있어서 프로그래머들에게 더 다양하고 유용한 도구들로 제공되고 있다. 공유된 라이브러
리들과 자료들은 머신러닝 문제에 적용해서 실험할 수 있는 간단한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코드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와 함께 이 책에 공유된 다른

코드들도 간단하게 만드는 데 적용되었다. 이 책의 예제로 사용된 모든 코드는 http://
stephenmonika.net/(‘Book’ 탭에서)에서 찾을 수 있으며, 코드를 직접 사용하고 문제에 적
용해서 머신러닝을 학습하기 바란다.
이 책에서 몇 가지 변화된 점들은 다음과 같다.
• 두 가지 새로운 분야, 즉 심층 신뢰 네트워크(17장)와 가우시안 프로세스(18장)에 관해서
각각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했다.
• 더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서 각 장을 재구성했고, 필요한 자료들을 보강했다.
• 실행 코드와 실습 수행 자료를 추가하여 서포트 벡터 머신 자료들을 보강했다.
•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s, 13.3절), 퍼셉트론 수렴 이론(Perceptron, 3.4.1절), 정확성
측정 방법에 관한 적합한 고려 사항(2.2.4절), MLP를 위한 켤레 기울기 최적화(9.3.2절),
칼만 필터(Kalman filter)에 관한 설명과 파티클 필터(particle filter)에 관한 설명(16장)이
추가되었다.
• 파이썬의 명명 규칙(naming convention)을 수정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코드를 개선하였다.
• 이 책 전반에 걸쳐 설명과 세부 사항을 개선하였다.
다양한 부분에서 이 책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연락을 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과 더 많은
설명과 추가 사항들을 제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머신러닝의 이론적인 면과 응용
적인 측면에서 수업을 들으며 함께 자료들을 공부한 매시(Massey) 대학교 학생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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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린다. Nirosha Priyadarshani, James Curtis, Andy Gilman, Örjan Ekeberg와 the
Osnabrück Knowledge-Based Systems Research 그룹, 특히, Joachim Hertzberg, Sven
Albrecht, Thomas Wieman 님은 2판의 내용에 특별히 기여해 주었다.

뉴질랜드 애시허스트에서
스티븐 마슬랜드

2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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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

서문
머신러닝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근본적으로는 컴퓨터 사이언스, 통계학과 엔지니어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머신러닝의 흥미로
운 점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 분야들이 서로 이전까지 왕래가 없었으므로 문제점이기
도 하다. 설상가상으로, 머신러닝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금융에서 바이오까지, 그리고
약학에서 물리학, 화학을 넘어서는 분야까지 매우 넓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
한 분야의 많은 연구가의 도움으로 여러 전문 분야의 접근이 어우러지고 받아들여졌다.
다양한 전문 분야의 배경을 가진 독자들의 다양한 흥미를 고려한다면, 머신러닝 책을 집
필하는 일은 더 복잡해졌다.
대학에서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영역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머신러닝
은 컴퓨터 사이언스의 학문으로 분류되고 주로 알고리즘에 집중해서 다루었다. 하지만 알
고리즘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부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에서 간과되는 통계
학과 복잡한 수학적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학부
생들을 위한 수업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이를 이해하는 데 요구되는
수학적 배경 지식이 꽤 높다는 점이다. 머신러닝 책에서 요구하는 수학적 배경 지식과 머
신러닝을 공부하려는 독자들의 수학적 배경 지식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나는 학생들에
게 제공할 수업 자료를 만들었고, 결국 그 자료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머신
러닝 방법들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중점을 두었고, 알고리즘의 동작 이해에 집중했다.
책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래밍 예제와 웹사이트 자료
를 제공했고, 이는 이 책의 그림이나 예제들로 이용되었다. 이 책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
stephenmonika.net/MLbook.html이다.
실용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책의 예제들은 의사 코드(pseudocode)가 아
닌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공되며, 독자들로 하여금 선택된 언어에 따라서 발생하는 불
필요한 문제들을 피하고 실제로 프로그램 실행과 데이터 적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머신러닝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컴퓨터 언어도 사용될 수 있고, 각각의 언어에
대해 좋은 자료들이 있지만, 이 책의 예제 코드들은 파이썬으로 작성되었다. 파이썬은 무
료로 사용할 수 있고, 플랫폼에 종속적이지 않으며, 비교적 사용하기 쉽고, 과학적 계산에
기본이 되었으므로 선택되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작성할 줄 안다면 파이썬을 배우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만약 코드를 작성하는 법을 모른다면 파이썬이 첫 번째로 학습하기 좋은 언
어이기도 하다. APPENDIX에서 기본적인 수학 계산을 위한 파이썬을 간략히 소개한다.
머신러닝은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있는 분야다. 머신러닝의 복잡한 수학 과정을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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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좋은 서적들이 많지만, 이 책이 머신러닝 학부 과정 학생들과 그보다 더 심화
과정의 학생들에게 좋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인터넷에는 머신러닝을 위한 자료들이
많은데, 머신러닝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웹사이트(http://mloss.org/software/)에서 다양한 언
어의 소프트웨어 링크들을 제공한다.
머신러닝에 대한 매우 유용한 자료들이 UCI 머신러닝 자료실(http://archive.ics.uci.edu/
ml/)에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 많은 데이터세트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이를 다양한 머

신러닝 알고리즘에 적용해서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의
예제에도 자료실의 데이터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UCI 머신러닝 자료실의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 이전에 필요한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알고리즘을 실습
해 볼 수 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실제로 머신러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
한 영역이긴 하지만, 알고리즘을 배우는 데에는 방해가 될 뿐이다.
이 책의 각 장을 읽고 오류를 찾고, 충고해 주고, 필요할 때 독려해 준 많은 분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이 책의 초판에서는 Zbigniew Nowicki, Joseph Marsland, Bob
Hodgson, Patrick Rynhart, Gary Allen, Linda Chua, Mark Bebbington, JP Lewis, Tom
Duckett, Monika Nowicki 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나에게 머신러닝을 알려 주고 몇몇 예제
에 관한 아이디어를 준 Jonathan Shapiro 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뉴질랜드 애시허스트에서
스티븐 마슬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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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강대명 (카카오)
초보자가 처음 읽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머신러닝 이론을 어느 정도 파악하
고 있는 개발자에게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며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파
이썬 Numpy를 이용해 코드를 보여 주는 건 정말 좋았습니다.

공민서 (숭실대학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공부하던 차에 우연한 기회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네요. 이론적인 기본
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읽는 내내 저의 한없는 부족함만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머신러닝 기본서로 많이 거론되는 비숍(Bishop)의《Pattern Recognition and Machine
Learning》
처럼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근간을 이루는 수학과 이론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 알고
리즘을 파이썬 코드로 구현하고 있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내용의 난이도나 이론적
인 충실함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에게는 만만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번
역된 용어들이 오히려 이해를 해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용어로 인한 혼동을 줄이기 위해 책 전
체를 재점검하여 출간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충실한 내용을 담은 책이기에 머
신러닝을 공부하는 학생에서 실무자까지 두루 찾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이상한모임)
제목대로 알고리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머신러닝 책입니다. 수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부담
스럽게 느낄 수 있지만, 각 알고리즘과 수식마다 부연 설명이 많고 장마다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모르는 부분도 찾아보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코드에 더 익숙한 편이라 각 알
고리즘을 파이썬을 사용해 구현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일부 번역투 문장이 보였는데, 잘 다듬
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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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유 (KAIST 소프트웨어대학원)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처음 언급한 스탠퍼드 대학교의 아서 사무엘(Arthur Samuel) 교수는 머신
러닝을 ‘프로그래밍 작업 없이 컴퓨터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지
만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코드의 구현은 여전히 프로그래머의 몫입니다. 기존의 관련서들은 머
신러닝의 다양한 방법론을 확률론적 접근이나 통계 및 수학적인 방법을 위주로 설명하였다면,
이 책은 프로그래머가 각종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제 코드와 연습 문제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역도 전체적으로 깔끔하여 좋았습니다.

손은주 (한양대학교)
책의 흐름이 비교적 간단한 부분에서 복잡한 쪽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듯 무리하지 않고 머신러닝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풍부한 설
명, 이해하기 쉬운 예제, 그리고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해 놓은 코드들 덕분에 혼자서 공부해도
부담 없는 책입니다.

윤정훈 (쿠팡)
전반적으로 머신러닝에 대한 주요 키워드와 내용을 담고자 했던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려
운 수식도 있었지만, 주요 개념에 대해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은 전반적
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번역서가 더욱 많이 출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
신러닝뿐만 아니라 딥러닝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출간되었으면 합니다.

이석곤 (엔컴)
이 책은 머신러닝의 개념과 통계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머신러닝에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파이썬 코드도 제공되고 있어서 이론과 실습을 책
한 권으로 살펴보며 각 기법과 특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정독한다면 머신러닝 알고리
즘은 이 책을 통해 충분히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 (클래스타임)
다른 베타리더들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책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맥이 갑자기 달라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전문 용어가 일관되지 못하게 표현한
것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어체를 사용한다거나 전문적인 이론에 대한 모호한 설명도 있었
습니다. 보이는 대로 체크를 했는데, 출간 전에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아 출판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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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유진로봇)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봐야 할 내용이 많아서 쉽지 않은 베타리딩이었습니다. 수식도 만만찮
았고요.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보기 보았는데, 쉬운 듯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출간
되면 다시 한 번 정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이썬 코드로 실제 알고리즘을 제시한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파이썬으로 배우는 머신러닝’이란 책 제목을 추천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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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당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웹사이
트 방문자들에게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문자들의 컴퓨터 기종, 운영체제
(OS), 웹 브라우저, 거주 국가 및 웹사이트를 방문했던 시간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

다. 당신은 모든 방문자에게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쉽게 모을 수 있으며, 실제로 방문자들
이 무엇을 구매했고, 어떻게 결제했는지(페이팔(PayPal) 또는 신용카드)까지도 알 수 있다. 따
라서 당신은 웹사이트에서 고객들이 구매했던 품목 리스트(컴퓨터 운영체제 종류,
가, 시간, 구입 소프트웨어와 결제 방법)

웹 브라우저, 국

데이터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수집된 데이터는

다음의 세 가지와 같을 수 있다.
• 매킨토시 OSX, 사파리, 영국, 아침, SuperGame1, 신용카드
• 윈도우 XP, 인터넷 익스플로어, 미국, 오후, SuperGame1, 페이팔
• 윈도우 비스타, 파이어폭스, 뉴질랜드, 저녁, SuperGame2, 페이팔
당신은 페이지가 로딩되는 동안 수집된 데이터(컴퓨터 운영체제, 국가, 구입한 시기 등)를
바탕으로 각각의 방문자에게 관련성이 더 높은 소프트웨어를 ‘방문자가 관심 있어 할 항목
들’이라는 박스에 보여 주고 싶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이에 따른
데이터를 더 많이 모아서 구매 경향(예를 들면, 뉴질랜드 출신 매킨토시 사용자들은 첫 번째
게임을 좋아하고, 파이어폭스 사용자들은 대부분 컴퓨터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서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과 바이러스 백신 서비스 등과 같은 상품을 원한다)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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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으고 나면 수집된 데이터를 살펴보기 시작할 것이고, 데이터를 사용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것이다. 지금 설명한 문제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에서 예측(prediction)이라는 문제이고, 이는 데이터가 주어진 상태에서 비슷한 방문

자들은 비슷한 품목에 관심을 보인다는 추론을 바탕으로 다음 방문자의 구매 목록을 예측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
는 근본적인 문제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예제와 그에 대한 정답(실제로 구입된 소프트웨
어)을 사용해서 학습자(learner)에게 예제와 정답을 제공하는 것은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이라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다. 이에 관해서는 1.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1.1 데이터에 질량이 있다면 지구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는 매일 테라바이트(terabyte) 정도의 양을 수집하고 저장한다. MP3 파
일이나 휴일에 찍은 사진을 제외하고도 상점, 은행, 병원, 실험실에 많은 컴퓨터가 있고, 이
컴퓨터들에 데이터가 끊임없이 저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
게 지출하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환자가 앓고 있던 증상이나 병
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의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록하고, 자동차의 엔진 감시
장치는 엔진이 언제 동작하지 않을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우
리는 이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어떤 유용한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은행의 컴퓨터가 만약
고객들의 지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 사기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병원의 데이터가 공유될 경우 기대만큼 효과가 없는 치료를 빠르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지
능형 자동차는 당신의 차가 행여라도 범죄 다발 지역에서 고장 나 멈추기 전에 미리 알려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들이다.
과학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의 능력을 이용해 왔다. 생물학에서는
DNA 염기 서열이 만들어 내는 데이터들의 유전자 표현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서 단백질 전사 데이터(protein transcription data)와 각 종간의 관계 계통수(phylogenetic tree)
등을 이끌어 냈다. 다른 과학 분야 역시 빠른 변화를 이끌었는데, 천문학의 경우에는 전
세계의 천문대에서 디지털 망원경을 사용해서 매일 밤 테라바이트 양의 고화질의 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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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들을 저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의학계에서는 다양한 MRI 스캔 데이터와 간단한
혈액 체크와 같은 의학 실험 측정 결과 값을 저장한다.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CERN)에 있
는 대형 하드론 가속기(Hadron Collider)는 25페타바이트(petabyte)의 데이터를 매년 생산해
내고 있다.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양상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이제 새로운 도전은 거대
한 데이터를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었다.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 내기 힘든 이유는 데이터가 너무 크거나 복잡하기 때문이다. 데이
터가 저장되는 방법 자체도 데이터의 유용성을 저해한다. 숫자가 가득한 파일이 주어졌을
때 오랜 시간 많은 숫자를 쳐다보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작은 부분을 추출해서 그래프
로 그려 보면 그래도 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1에 있는 표와 그래프를 비교해 보자.
그래프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보기도 편하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3차원 세상은 고
차원에서 많은 것을 수행하기 힘들게 하며, 위에 주어진 네 가지 간단한 웹 페이지 데이터
예제조차도 각각의 차원에서 살펴보려면 네 개의 그림이 필요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차원을 줄이든가(두뇌가 문제를 파악하기 쉬울 정도의 차원) 아
니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자연스럽게 고차원의 문제가 더는
문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이를 살펴보는 데에도 큰 문제를 느끼지 않게 된다. 두 장의 그림
(그림 1.2)은 차원을 줄이는 문제에 관해서 보여 주는데(기술적으로는 기존의 차원을 저차원으
로 투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유용한 정보가 숨겨질 수도 있고, 사물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왜 머신러닝이 유명해졌는지를 볼 수 있다. – 인간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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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숫자로 표현된 데이터 포인트들의 집합과 이를 점들로 표현한 그래프. 표보다 그래프로 표현하면
데이터들은 더 쉽게 이해되지만, 데이터가 3차원을 넘어가면 눈으로 한 번에 보기 힘들다.

1.1 데이터에 질량이 있다면 지구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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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두 개의 풍력 터빈의 다른 모습이 (뉴질랜드 애시허스트의 테 아피티(Te Apiti) 풍력 발전 단지) 30도
의 각도로 각각 찍힌 사진. 3차원의 물체가 2차원으로 투영(projection)되면서 정보가 숨겨진다.

제한 사항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저차원의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사라지게 된다. 3차원보다
차원의 수가 너무 크게 넘어서지 않는다면 크기나 색을 사용해서 다른 차원의 정보를 표현
하는 글리프(glyph)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차원의 수가 100을 넘어선다면 이런 방
법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사실, 당신은 이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머신러닝
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악명 높은 페이퍼클립(paperclip, 가장 좋은
예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스팸 메시지 필터,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다양한 컴퓨터 게임

등 많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알고리즘은 주유소 보안 카메라 및
유료도로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을 일부 구성하고 있으며, 미끄럼 방지 제동 장치, 차량
안정 시스템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도 알고리즘
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절의 제목은 데이터가 매우 양이 많을 경우에만 사실이 된다. 전 세계 컴퓨터에 얼
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2006년에는 160엑사바이트(exabyte,
160 × 1018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2012년에는 대략 2.8제타바이트(zettabyte,
2.8 × 1021바이트), 2020년에는 대략 40제타바이트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된다. 지구만한 블

랙홀을 만들려면 약 40 × 1035그램의 질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는 당신이 컴퓨터는
커녕 데이터 펜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야 한다. 흥미진진하게도 2.8제타바이트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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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예측했던 같은 보고서에서(‘Big

Data, Bigger Digital Shadows, and Biggest Growth in the

Far East’, 저자: John Gantz와 David Reinsel, 후원: EMC)

말하기를 대략 25% 정도의 데이터가 유용

할 것이며, 단지 3% 정도가 이미 작업되었으며, 0.5%도 안 되는 양이 실제 분석되고 있다.

1.2 학습
주제를 더 깊이 다루기 전에 학습(learning)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 중요한
개념은 테라바이트(terabyte)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를 통해서 학습한다는 점이다. 하지
만 이 데이터의 양은 인간의 행동 관점인 경험을 통한 학습이라는 개념에서 살펴보기에는
너무 거대한 양이다. 적어도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은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지능을 축적한다
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학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유연하게 만들고, 새로운 환
경에 계속 적응하고 또 새로운 비법을 익히도록 한다. 동물의 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억
(memorization)하고, 적응(adaptation)하고,

이를 일반화(generalization)하는 것이다. 지금 주어진

환경을 경험했을 때를 인지하고, 그에 맞는 행동들을 시도해 보고,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
법을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 개념인 일반화는 다른 상황을 보고 그것에 가장 비슷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을 인지해 내는 것이며, 한쪽에 통하는 방법을 다른 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지식을 매우 다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학습
을 매우 유용하게 한다.
물론, 지능에는 다른 부분들도 매우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추론(reasoning)과 논리적인
연역(logical deduction) 같은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

겠다. 이 책에서는 지능의 근본적인 부분(학습과 적용)과 이를 컴퓨터에서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요즘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추론하고 사실을 도출하게 만드는
분야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초기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기본

관심 사항이었고, 컴퓨터가 기호들을 다루고 이를 통해 환경을 반영하므로 기호 처리
(symbolic processing)라고도

불렸다. 반면, 머신러닝은 기호들이나 기호 처리들이 관련되지

않으므로 비기호 처리(subsymbolic

processing)라

불린다.

1.2.1 머신러닝
머신러닝은 컴퓨터의 행동(예측이나 로봇 제어 같은 행위)을 변경하고 적응해서 컴퓨터가 취한
행동들이 알맞은 행동(정답)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십자말풀이 또는 다른 게임을
1.2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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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겨룬다고 생각해 보자. 처음에는 계속해서 당신이 컴퓨터를 이길지 모른다. 하지
만 매번 게임을 하다 보면 컴퓨터는 당신을 이기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당신이 절대로 컴퓨
터를 이길 수 없게 된다. 아마도 당신의 실력이 줄었든지 컴퓨터가 게임에 승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컴퓨터가 당신을 이기면서 배운 점들은 결국
다른 게임 플레이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서 컴퓨터가 새로운 게임 플레이어와 게임을
할 때도 처음부터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일반화의 개념이다.
머신러닝에 내재된 다학문적 접근(multi-disciplinarity)이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
이 아닌 지난 세기부터였다. 머신러닝은 신경과학, 생물학, 통계학, 수학, 물리학의 아이디
어들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학습시켰다. 당신의 귀와 귀 사이에 존재하는 물과 전기로 이뤄
진(몇몇 화학성분과 함께) 뇌를 통해서 컴퓨터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아주 엄청난 증거들도
나타났다. 3.1절에서 간략하게 이를 더 알아 볼 텐데, 머신러닝 학습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
해 뇌의 어떤 부분을 빌려서 적용시키고 가져다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비록 뉴럴 네트
워크(neural network)를 처음 연구했던 사람들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뉴럴 네트워크 연구는

통계학적인 학습으로 다시 재해석되면서 발전했다. 유용한 정보들을 대량의 데이터에서
추출해 내는(곡괭이와 안전모가 아닌 컴퓨터와 볼펜을 사용한 사람에 의해)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은

머신러닝에 다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분야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했고,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중요성을 더욱 확인시켜 주었다.
머신러닝의 계산 복잡도(computational complexity) 역시 우리의 관심사 중 하나인데, 이는 머
신러닝을 통해 결국 도출해 내고자 하는 것이 알고리즘이기 때문이다. 매우 큰 데이터에
적용할 알고리즘들이 고차다항식의 복잡도(high-degree polynomial complexity)를 가지고 있
으며, 그보다 더 악조건인 경우도 있다는 점 역시 매우 중요하다. 복잡도는 보통 트레이닝
(training)할 때의 복잡도와 학습된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의 복잡도로 나뉜다. 트레이닝은

자주 실행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에 중요한 시간적인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으므로 보
통은 오래 걸려도 괜찮다고 여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테스트 결과가 빨리 결정되어야 하며,
낮은 계산 비용(low computational cost)으로도 많은 테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머신러닝의 종류
이번 장을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던 방문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소프트웨어 구매
를 예측하는 예제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다. 첫 번째로 데이터에서 방문자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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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구매했는지 그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나이 정보를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쿠키
정보를 통해서 방문자의 나이를 알 수는 없다). 당신이 원하는 변수(전문용어로 피처(feature, 특
성, 특징)라고 한다)들을 고르는 일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이 책에서도 앞으로 여러 번 다룰 것이다. 또한, 선택한 피처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점들은 방문자가 접속한 시간을 피처로 사용하는 예에서 살
펴볼 수 있다. 당신의 컴퓨터는 1,000분의 1초(millisecond) 단위로 이를 적용할 수 있지만,
방문자들의 비슷한 행동양식을 찾기 위해서는 1,000분의 1초 단위 정보는 유용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위의 예제에서 방문자들의 시간대를 새벽, 아침, 낮, 저녁, 밤으로 분류할 것이
다. 분명하게도 여기서 사용된 시간들의 값은 각각 시간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선, 학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연습을 통해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 점점 더 좋은
결과를 갖는 것”이라고 가볍게 정의하고 들어가자. 이 정의는 몇 가지 필수적인 의문을 갖

게 한다. 컴퓨터가 어떻게 더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으며, 각각의 답이 다른 종류의 머신러닝을 만들어 냈다. 우선, 기계가 학습하는지를 어
떻게 알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겠다. 알고리즘에게 문제와 정답을 알려 주고, 다음에 비
슷한 종류의 질문에 답을 잘 유추하게 할 수 있다(웹 페이지 예제의 경우에 어떤 방문자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는지 알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한다). 일반화라는 개념을 사용해 몇몇

예제에 대한 정답을 알려 주면, 나머지 문제에 관해서도 정답을 유추해 낼 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려 주면서 왜
정답인지는 말하지 않고 알고리즘이 알아서 정답을 찾아가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의 변종으
로는 주어진 각각의 답에 관해 맞는지 아닌지를 알려 주기보다는 각각의 가능한 답마다
점수를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무엇이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알고리즘이 입력 값들을 보고 어떤 점들이 유사한지를 찾아내도록 하는 방법
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답들이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분류하는 유용한 체계를 제공한다.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트레이닝 세트(training set)와 각각에 대한 목표 값(target value)이 제

공되고, 이 제공된 데이터세트를 통해 모든 입력 값에 대해 정답을 유출해 낼 수 있
도록 일반화시킨다. 이것은 또한 예제를 통한 학습이라고도 불린다.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정답이나 목표 값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알고리즘이 정답

을 제공하기보다는 예제 간에 유사점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서 분류 체계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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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한다. 통계학적인 비지도학습은 밀도 추정(density estimation)이라 불린다.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중간에 속한다. 알고리즘이 출력

하는 결과 값에 대해 어느 답이 틀렸는지를 알려 주지만, 이를 어떻게 고쳐야 하
는지는 알려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직접 다양한 가능성을 스스로 정답
을 얻을 때까지 시도해 보도록 만든다. 강화학습은 시험지에 작성된 답에 점수를
매기지만,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말해 주지 않으므로 비판을 통한 학습이
라고도 불린다.
진화학습(Evolutionary learning): 생물학적 진화 역시 학습 과정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생물

학적인 유기체는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고, 그들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한다. 어떻게 이 진화학습 모델들이 컴퓨터에 적용되는지는 적합도(fitness, 제출
된 답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점수)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학습인 지도학습을 다음 몇 개의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다음 장
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도학습이 무엇이고 이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1.4 지도학습
앞서 제시했던 웹 페이지 예제는 전형적인 지도학습의 문제다. 입력 데이터들과 도출해 내
고 싶은 목표 값들로 이뤄진 데이터들은 보통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입력된 데이터들은 (,
), 입력 값들은 , 목표로 하는 답은 로 표현된다. 는 몇 번째 데이터인지를 가리키는
지시자이며, 1부터 최대 까지 범위를 갖는다. 입력 값과 목표 값은 벡터들임을 강조하기
위해 두꺼운 글씨체로 쓰인다. 각각의 데이터는 여러 가지 다른 피처들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다(이 책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2.1절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다). 만약에 모든 가능한 입력 값
에 대한 예제를 모아서 아주 큰 순람표(look-up table)로 만들 수 있다면, 머신러닝이라는 개
념 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다. 머신러닝을 일반화보다 더 우월하게 만드는 것은 트레이닝 시
에 보지 못한 예제들에 대해서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합리적인 답을 도출해 낸다는 점이
다. 또한, 알고리즘이 노이즈(noise)와 실제 데이터를 측정하고 모으는 데 일어날 수밖에 없
는 부정확성을 머신러닝은 잘 처리한다. 일반화라는 것에 관해 정확하고 엄밀하게 정의하기
는 힘들지만, 예제들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자.

8

CHAPTER 1 들어가기에 앞서

1.4.1 회귀
다음과 같은 데이터 점들이 주어지고,  = 0.44일 때 이에 대한 결과 값(앞으로 이를 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이 목표 값(target)이 아니다)을 생각해 보자(, , 는 벡터가 아닌 스칼라 값이
므로 두꺼운 글씨체가 아니다).


0
0.5236
1.0472
1.5708
2.0944
2.6180
3.1416


0
1.5
-2.5981
3.0
-2.5981
1.5
0

값  = 0.44는 위의 예제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예측 값을 측정하고 싶다. 먼
저 이 값들은 어떤 함수를 통해서 구해졌다고 가정하고, 그 함수를 찾아보자. 그 함수를
찾는다면 어떠한 값에 대해서도 값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통계학에서 회귀
(regression)

문제라고 부른다. 회귀 문제에서는 대부분의 주어진 데이터 값들을 되도록 가

깝게 지나는 수학적 함수를 찾는 문제다. 이는 알고 있는 값들을 바탕으로 그 사이사이에
있는 다른 값들을 예측해 내는 함수 근사법(function approximation) 또는 보간법(interpolation)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떤 함수를 선택할 것인가다. 그림 1.3을 살펴보자. 왼쪽 위의 그림은
표에서는 7개의 와  값을 보여 주며, 다른 그래프들은 7개의 데이터 점들을 통과하는
다양한 곡선들을 찾기 위한 시도를 보여 준다. 왼쪽 아래 그림은 두 가지 가능한 답, 직선
을 이용해서 점들을 연결했을 때와 3차 함수를 이용했을 때(3 + 2 +  +  = 0와 같이
표시될 수 있는 식들)를 보여 준다. 오른쪽 위의 그림은 다른 다항식 10 + 9 + ... + 

+  = 0,을 사용해서 구해진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 그림은 함수  = 3sin(5)를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중에 어떤 함수를 선택할 것인가?
직선 함수를 사용한 경우 대부분의 입력 값을 설명해 줄 수 없으므로 좋은 선택이 아닌
듯 보인다. 하지만 같은 그래프의 3차 함수의 경우는 또한 데이터 입력 값들에 전혀 가깝
게 지나지 않으므로 엉망처럼 보인다. 그러면 오른쪽 위 그래프는 어떤가? 대부분의 점을
다 지나가지만 매우 꾸불꾸불하다(축을 살펴보면 다른 그림에서 3인 값이 100까지 올라간다).
사실 주어진 데이터들은 오른쪽 아래의 사인 함수(sine function)를 사용해서 만들어졌고, 이
에 대한 오른쪽 두 개의 솔루션은 매우 괜찮아 보인다. 어떠한 솔루션이 더 좋은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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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왼쪽 위: 샘플 문제로부터 몇몇 데이터 점들을 보여 준다. 왼쪽 아래: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 점들
을 바탕으로 두 가지 가능한 예측 값: 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거나 입방 근사(cubic
approximation)를 사용한다(이렇게 할 때는 모든 점을 지나지 않게 된다). 오른쪽 그림들: 두 개의
복잡한 예측의 경우(자세한 내용은 아랫글 참조) 아래쪽 그림이 위쪽보다 더 좋아 보인다.

서는 그것들이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주어진 점들 사이의 점을 선택하고,
함수 곡선을 이용해서 이 값을 예측한다면 오른쪽 아래 곡선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수행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데이터 포인트들 사이를 보간하는 것이
다. 얼핏 볼 때는 그리 똑똑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고, 2차원 공간에서도 매우 어렵
게 보이지만, 고차원 공간에서는 사용되기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다음 장에서 다룰 예
정이지만 많은 예제를 여러 그룹(class)으로 모으는 분류(classification) 역시 비슷하게 작용한
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정의대로 학습하며, 이를 채택하면서 성능은 향상된다. 현실의 문
제들은 대부분 분류 또는 회귀 문제로 변경될 수 있다.

1.4.2 분류
분류는 입력 벡터들이  가지 가능한 그룹 중에 어느 곳에 속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주어진 각 그룹의 예제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들을 분리하는 것인데 — 각각의
예제는 정확하게 한 그룹에 속하게 되며, 모든 그룹은 가능한 출력 값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제약이 꼭 사실적이지는 않으며, 때로는 예제들이 여러 그룹에 부분적으
로 속하기도 하며, 퍼지 분류기(fuzzy classifier)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답을 찾는다. 하지만
이 책에서 다루지는 않는다. 또한, 많은 경우에 모든 입력 값에 대해서 분류를 할 수 없는
데, 예를 들면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판기의 입력 동전을 인식하도록 학습시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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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분류기를 이용해 모든 뉴질랜드 동전을 분류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시켰지만, 영국 동
전이 기계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럴 때 분류기는 당당하게 가장 가까운 답으로 뉴질
랜드 동전이라고 예측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델이 아니며, 우리는 학습
기를 훈련시킬 때 보여 주지 못했던 예제들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게 트레이닝시키고 싶다.
이것을 이상치 탐지(novelty

detection)라

부른다. 지금은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해

진 범위 안에서 분류할 수 없는 것을 입력 값으로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겠다.
위의 가정을 바탕으로 동전 분류기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보자. 자판기 구멍에 동전이
들어오면 이를 사용해 몇 가지 측정을 할 것이다. 지름, 무게, 모양들이 피처로 사용되며,
이를 입력 벡터로 만든다. 입력 벡터는 세 가지 요소(지름, 무게, 모양)를 사용하고, 각각이
몇 번이나 나왔는지를 표현할 것이다(모양을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부호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1 = 원, 2 = 육각형 등등). 물론, 측정할 수 있는 다른 피처들도 존재한다. 자판기에

원자 흡수 분광기(atomic absorption spectroscope)가 장착되어 있다면 재질이나 밀도와 이의
구성 성분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면 동전 사진을 찍어서
이를 분류기에 이미지로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피처들을 골라서 사용할 것
인지를 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너무 많은 입력 값을 사용할 경우 분류기의 훈련 시
간이 길어지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또한, 너무 큰 차수를 사용할 경우 더 많은 데이터 포인트
가 필요하다. 이것이 널리 알려진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이며, 이에 대해서는 2.1.2절
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이런 피처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지를 확

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색으로만 동전을 분리하려고 하면 매우 부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20센트와 50센트 동전은 은으로 만든 동전이며, 1달러와 2달러 동전은 모두 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전의 색과 크기를 함께 사용한다면 뉴질랜드 동전 분리하기
문제에 꽤 쓸 만한 답을 도출할 수 있다. 전혀 쓸모없는 피처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동전이
동그랗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뉴질랜드 동전을 구분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그림
1.4 참고). 하지만 다른 나라 동전을 위한 분류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매우 유용한 피처

가 될 수도 있다.
이 책에서 분류를 수행하는 함수들은 문제에 따라 다른 해법을 배우지만, 다른 그룹들을 분
리해 내는 데 사용될 결정 경계를 찾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목표가 유사하다. 분류기의
입력 값으로 사용될 수 있는 피처들 중에 현재 입력 값이 속할 그룹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피처들의 값을 생각해 보자. 그림 1.5는 세 가지 다른 그룹들의 2D 입력 값에 대한 두
가지 결정 경계를 나타낸다. 왼편에 주어진 것은 직선이며 굉장히 단순하지만, 곡선을 사용
한 오른쪽보다는 잘 분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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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뉴질랜드 동전

그림 1.5 왼쪽: 분류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직선 결정 경계. 오른쪽: 또 다른 가능한 결정 경계를 나타내
며, ‘더하기’ 표시를 ‘번개’ 표시로부터 더 잘 분리하는 듯 보이지만 곡선이 사용되었다.

이제까지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이제는 머신러닝의 실제적인 면에서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다.

1.5 머신러닝 과정
이번 장에서는 정해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선택되고, 적용되고, 평가
되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데이터 모으기와 준비 과정: 이 책에서는 데이터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들을 쉽게 다운로

드받아서 바로 알고리즘을 실험해 볼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할 것이다. 하지만 대
부분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처음부터 모아야 하거나 운이 좋다면 이미 모인 데이
터를 다듬는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다룰 경우에는
이에 알맞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므로 피처 선택하기 단계를 수행한다.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피처들을 포함하는 적당히 작은 데이터를 모으고, 이
를 사용해서 실험해 보고, 최고의 피처를 선택해서 전체 데이터세트를 다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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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분석한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데이터의 많은 부분이 많은 측정이 필요하거나 너무 다양한
곳에 다른 형태로 분산되어 수집이 힘들다는 것이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데이터
에 존재하는 심각한 오류들과 누락된 데이터들 등의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를 깔
끔하게 정리하고 모으기 어렵다.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목표 값도 필요한데 대부분의 경우 이를 모으기 위해서는
그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시간 투자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양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자.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가능한
한 오차가 없는 데이터가 매우 많이 요구되는데, 데이터가 커지면 계산 비용도 따
라서 커지므로 데이터 양과 계산 비용의 적절한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
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
피처 선택(Feature Selection): 1.4.2절에서처럼 자판기 동전 인식을 위해 유용할 것이라 생각

되는 가능한 피처들을 살펴보는 일이다. 직접 실험을 통해서 문제에 가장 적합하
고 유용한 피처들을 찾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나 데이터에 관
한 사전 지식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동전 예제에서는 잠재적으로 유용한 또는
제외해야 할 피처들을 찾아내는 데 일반 상식이 사용되었다. 피처들을 찾아낼 때
많은 시간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나 데이터의 변질에 영향을 덜 받는 피처들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알고리즘 고르기(Algorithm Choice): 데이터가 선택되면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알

고리즘을 선택하느냐는 각각 알고리즘의 원칙이나 사용 가능한 예들을 알아야 한다.
파라미터와 모델 선택(Parameter and Model Selection): 많은 알고리즘은 수동적으로, 또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 적당한 값을 찾아야 하는 파라미터 선택하기 문제를 내포하고 있
다. 이것은 이 책의 적당한 시점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트레이닝(Training, 학습, 훈련): 데이터, 알고리즘, 파라미터가 정해지면 컴퓨팅 리소스를 이용

해서 트레이닝이 이루어진다. 트레이닝은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
기 위해 이루어지며,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결과 값을 예측할 수 있다.
평가(Evaluation): 시스템이 실제로 사용되기 전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고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의
비교 그리고 그 비교를 위한 적당한 지표(metrics)를 선택하는 일을 포함한다.

1.5 머신러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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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프로그래밍 노트
이 책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이해하고 이를 직접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알고리즘을 의사코드(pseudocode)와 NumPy를 이용한 파
이썬(Python)으로 코딩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머신러닝을 설명하고 있으며(Appendix A에서
초보자들을 위해 파이썬과 NumPy에 대해서 다룬다), 설명에 사용된 실행 가능한 코드들은 웹

페이지를 통해 공유한다. 직접 데이터에 프로그램을 테스팅해 보거나 파라미터를 선택해서
적용해 보지 않고, 이론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전체
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스스로 코드를 작성해 보는 것이 알고리즘을 이해
했는지를 확인하고 세부 사항을 알아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머신러닝 알고리즘 코드를 디버깅하는 일은 일반 코드를 디버깅하는 작업보다
어렵다. 비록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일은 꽤 쉽게 수행할 수 있지만, 이 작업만
으로는 알고리즘을 실제로 학습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테스팅을 조심스
럽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알고리즘은 확률적(stochastic)이라서 같은 결과가 반복
되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난수 시드(random number seed)를
정해서 사용하면 같은 번호의 패턴이 생성되므로 다음에 주어진 파이썬 실행 코드 예제에
서 볼 수 있듯이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파이썬 명령어( >>> 표시)를 통해서 생성된
10개의 시드 번호들이 같은 난수 시드를 사용한 경우에 같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들은
계속해서 같은 값을 반환할 것이다(컴퓨터가 만들어 내는 난수 번호들에 대해서는 15.1.1절에
서 자세히 다룬다).

>>> import numpy as np
>>> np.random.seed(4)
>>> np.random.rand(10)

array([ 0.96702984, 0.54723225, 0.97268436, 0.71481599, 0.69772882,
0.2160895 , 0.97627445, 0.00623026, 0.25298236, 0.43479153])
>>> np.random.rand(10)

array([ 0.77938292, 0.19768507, 0.86299324, 0.98340068, 0.16384224,
0.59733394, 0.0089861 , 0.38657128, 0.04416006, 0.95665297])
>>> np.random.seed(4)
>>> np.random.rand(10)

array([ 0.96702984, 0.54723225, 0.97268436, 0.71481599, 0.69772882,
0.2160895 , 0.97627445, 0.00623026, 0.25298236, 0.4347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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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법으로 각각의 프로그램 실행 시에 발생하는 무작위성을 막을 수 있으며, 파라미
터 값이 항상 동일하도록 유지해 준다.
다른 유용한 것으로는 2차원 토이 데이터세트(toy dataset)를 사용해서 직접 그래프를 그
려 보고,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또한, 데이터들을
매우 간단하게 직선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다루겠다),
이를 통해서 적어도 간략한 사례에 대해서 잘 작동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임시방편으로는 목표 값을 입력 값의 하나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알고
리즘이 잘못된 답을 출력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프로그램과 참고 프로그램의 코딩 결
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유용하다. 그리고 웹 페이지에 제공된 코드를 참고 자료로 사용해
독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난관이나 이상한 오류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7 이 책의 로드맵
가능하다면 이 책은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또한 간단한 부분에서 복잡한 쪽으
로 관련된 개념들을 각각의 장에서 다루며 진행하려 한다. 알고리즘에 더 집중하고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확률 개념부터 시작하기보다는 간단하고 오래 사용되었던 알고리즘인
지도학습부터 시작하겠다.
2장에서는 머신러닝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발상을 집중해서 살펴보겠으며, 데이터와
책을 이해하기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확률과 통계학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3, 4, 5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지도학습을 뉴럴 네트워크와 보간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뒤로는 차원 감축(dimensionality reduction)(6장)과 확률 모델이
이용되는 EM(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과 최근접 이웃법(nearest neighbour methods)
(7장)을 살펴본다. 최선의 결정 경계(optimal decision boundaries)에 관한 아이디어와 커널 기

법(kernel method)은 8장에서 다루며, 주로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과 이와
관련된 알고리즘들을 살펴볼 것이다.
앞으로 다룰 알고리즘들의 근본적인 기법은 최적화(optimisation)인데 이를 9장에서 간략
하게 살펴볼 것이고, 4장의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개념을 최적화의 관점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장에서는 이산적인 값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검색을 예로 살
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화학습인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s)(10장), 강화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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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ment learning)(11장), 트리 기반의 학습자(tree-based learners)(12장)를 살펴본다. 13장

에서는 여러 학습자의 힘을 합해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트리(trees) 형태를 띤 방법을 살
펴보겠다.
중요한 주제인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은 14장에서 다룰 것이며, 주로 자기조직
화 특성 지도(Self-Organising Feature Map)와 다른 많은 비지도학습의 알고리즘들이 6장에서
소개될 것이다.
나머지 4개의 장에서 소개할 것은 최근에 등장한 통계 기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인데
모두 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15장에서는 마르코프 체인 몬테 카를로(Markov Chain
Monte Carlo)에 관한 소개, 확률 그래프 모델(Graphical Model)에 관한 조사, 비교적 오래된

알고리즘인 은닉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과 파티클 필터(particle filters)와 칼만
필터(Kalman Filter), 베이지언 네트워크(Bayesian networks)를 다루겠다. 심층 신뢰 네트워크
(Deep Belief Networks)의 아이디어를 17장에서 다룰 것이며, 전통적인 아이디어인 홉필드

네트워크(Hopfield network)와 함께 대칭 네트워크(symmetric network)를 살펴볼 것이다. 18
장에서는 가우시안 프로세스(Gaussian Processes)에 관하여 소개하겠다.
마지막으로, 파이썬과 NumPy에 관한 소개가 Appendix A에 제공되며, 이를 숙지하면
이 책과 책 웹사이트에 소개된 코드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머신러닝 개념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개요가 될 충분한 자료들을 2, 3, 4 장에서 다루
었다. 한 학기 분량의 머신러닝 소개를 위한 수업으로는 그다음 6, 7, 8장을 다루고, 9장의
뒤쪽 반 정도부터 10, 11장 그리고 14장을 추천한다.
좀 더 심화 과정을 위해서는 9장의 최적화 관련 자료들과 함께 13, 15, 16, 17, 18장을
추천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이 책 한 권 자체로 충분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
고 수학적인 아이디어는 적당한 곳곳에서 설명하였고, 참고 자료를 첨부하였다. 머신러닝
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독자들은 부분적으로 건너뛰거나 간략하게 살펴보아도 전
체를 이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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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을거리
통계적인 방법과 예제 기반의 다른 머신러닝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 Chapter 1 of T. Hastie, R. Tibshirani, and J. Friedman. The Elements of Statistical
Learning, 2nd edition, Springer, Berlin, Germany, 2008.
비슷한 자료에 관한 다른 견해들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 Chapter 1 of R.O. Duda, P.E. Hart, and D.G. Stork. Pattern Classification, 2nd edition,
Wiley-Interscience, New York, USA, 2001.
• Chapter 1 of S. Haykin. Neural Networks: A Comprehensive Foundation, 2nd edition,
Prentice-Hall, New Jersey, US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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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번 장의 두 가지 목표는 머신러닝에 두루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을 알아보고, 데이터 처리
와 통계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머신러닝에 어떻게 접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초
보자에게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통계학 개념의 바이어스(bias)와 분산(variance)을 사용
해서 학습의 효과를 조절하는(바이어스가 높도록 학습하면 분산이 낮아지며 바이어스를 낮도록
학습하면 분산값이 높아지는 현상) 효율적인 방법을 2.5절에서 설명한다.

2.1 용어 설명
살펴보았지만, 이 책에서 사용할 용어를 다시 알아보자. 학습 알고리즘에 사용할 입력 값
(inputs)과 입력 벡터(input vectors),

그리고 알고리즘의 출력 값(outputs)에 관해서 살펴볼 것이

다. 입력 값은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데이터들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입력 값의 집합을 통해 출력 값(답)을 반환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입력 벡터는
보통 실수(real numbers)로 되어 있고, 연속된 번호들의 벡터로 표현되어 있다(예를 들면, 0.2,
0.45, 0.75, ‒0.3). 벡터의 크기는 요소들의 개수를 뜻하며, 이는 입력 값의 차원(dimensionality)

이라고 불린다. 벡터를 점으로 그린다면 벡터의 한 요소마다 한 차원의 공간(dimensional
space)이 필요하고, 예제에서는 4차원을 보여 주고 있다. 2.1.1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 책에 등장하는 수식은 벡터(배열)나 행렬로 표현하며, 소문자의 굵은 글씨체는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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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현하고, 대문자의 굵은 글씨체는 행렬을 나타낸다. 벡터 x는 (  ,  , ... ,  )들을 포
함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겠다.
입력(Inputs): 입력 벡터는 알고리즘에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나타내며 x라고 표현하고,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는 1부터 전체 차원인 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가중치(Weights): 노드 와 를 연결하는 가중치는 로 표현하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뇌의

시냅스(synaps)를 표현한다. 들은 행렬 W를 이룬다.
출력(Outputs): 출력 벡터 y는  값이 1에서 벡터의 차원인 까지의 값을 갖는 값들을 갖는

다. 알고리즘의 결과 값은 입력 값들과 현재 설정된 네트워크의 가중치에 따라 달라진
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y(x, W)라고 표현한다.
목표 값(Targets): 목표 값들을 벡터 t로 표현하며, 각각의 요소 는 가 1에서 전체 차원 크

기 까지를 갖는다. 알고리즘이 정답 값인 목표 값을 통해서 학습하므로 지도학습에서
는 꼭 필요하다.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 뉴럴 네트워크에서 (·)은 수학 함수를 나타내고, 뉴런
(neuron)이 가중된 입력 값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것을 결정한다(임계 함수(threshold
function) 3.1.2.절).
오류(Error): 오류를 통해서 알고리즘의 출력 값(y)과 실제 목표 값(t)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2.1.1 가중치 공간
데이터로 작업을 할 때, 그래프로 나타내고 살펴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입력 값이 단
지 2 ~ 3차원이라면 매우 쉽게 축을 첫 번째 피처, 와 를 두 번째와 세 번째 피처로 표현
한 후에 입력 값의 위치를 각 축에 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3차원에서 표현
할 수 없는 어떤 차원도 표현할 수 있다.
데이터가 200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해도 (각 입력 벡터마다 200개의 요소 값을 갖는)
각각의 차원이 상호 직교(mutually

orthogonal)하는

200개의 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의

장점 중 하나는 실제 생활에서와 다르게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것이고, 200개의 차원 배열
을 표현할 수도 있다. 정확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지만, 알고리
즘이 정확하다면 컴퓨터에게 200차원에 해당하는 문제가 사람에게 2차원에 해당하는 문제
보다 결코 어렵지 않다.
데이터 집합을 세 가지 피처의 3차원 공간에 투영하여 산점도를 그릴 수 있지만, 혼란스러
운 점이 존재한다. 그림에서는 3차원상에서 대부분의 점들이 서로 가까이 놓여져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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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에서 보았을 때는 매우 멀리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3차원에 존재하
는 점들을 2차원으로 살펴봤을 때 경험할 수 있다. 그림 1.2는 풍력 발전 터빈을 두 가지 다
른 각도에서 보여 주고 있다. 두 개의 터빈은 한 각도에서는 매우 가깝게 보이지만, 다른 각
도에서는 서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데이터 점들을 그려 보는 것처럼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머
신러닝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들을 그려 볼 수 있다.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다음 장에 다룰
것이다) 뉴럴 네트워크의 가중치 값들이 뉴런 입력 값과 연결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를 살

펴보는 것은 꽤나 유용하다. 그림 2.1의 왼쪽에는 뉴럴 네트워크의 도식이 있는데 왼쪽에
입력 값을 표현하고 오른쪽에 뉴런을 표현하고 있다. 뉴런들로 입력되는 가중치들을 하나
의 차원 집합들의 가중치 공간으로 생각한다면 이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특정 뉴런
을 연결하는 가중치들에 대해서 가중치들의 강도 값을 각각의 축에 표현해서 그림으로 나
타낸다면, 즉 첫 번째 차원에 1의 값을 표현하고, 두 번째 차원의 축에 2의 값을 표현하
는 방법으로 그림 2.1의 오른쪽과 같이 표현된다.
각 뉴런의 위치를 가중치 각각의 값으로 같은 공간에 표현함으로써 뉴런들과 입력 값이
얼마나 가까이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개의 공간은 같은 차원을 가지므로(바
이어스 노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가중치 공간은 원래 하나의 차원을 더 가지고 있다
(3.3.2절)) 뉴런들의 위치를 입력 공간에 표시한다. 가중치를 바꿈으로써 뉴런들의 가중치

공간에서의 위치를 바꿔 주는 다른 학습 방법을 제공해 준다. 입력 값과 뉴런들의 거리를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통해서 구할 수 있으며, 2차원일 경우 다음과 같은 식
으로 표현된다.

그림 2.1 가중치 공간에서의 두 뉴런의 위치. 네트워크의 라벨들은 각 가중치의 차원을 나타내며 값이 아니다.

2.1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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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런들과 입력 값이 서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사용해서 뉴런이 언제 활성화해야 할
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정할 수 있다. 만약, 뉴런이 입력 값과 가까이 위치한다면 뉴런은
활성화하며, 가까이 있지 않다면 비활성화한다. 가중치 공간 그림은 입력 차원의 크기가
미칠 수 있는 효과를 보여 줌으로써 머신러닝 개념을 이해하는 데 꽤나 유용할 수 있다.
입력 벡터는 예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해 주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유용한지
모르므로(1.4.2절의 동전 분류하기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모든 정
보를 포함시켜서 알고리즘이 직접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행히도 이 방법은 굉
장히 큰 비용을 요구한다.

2.1.2 차원의 저주
차원의 저주는 매우 자극적인 제목인데 이 제목만으로 이번 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저주의 본질은 차원의 수가 늘어도 초구(hypersphere) 구성 단위의 용적은 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초구의 구성 단위는 중심(좌표계의 중심)부터 시작해서 거리 1까지 떨어진 곳까
지 닿을 수 있는 모든 영역이다. 구는 2차원에서는 (0, 0) 중심에서 시작하는 반지름 1인
원(그림 2.2)을 나타내고, 3차원에서는 (0, 0, 0) 중심의 구(그림 2.3)를 나타내며, 고차원으로
가면 초구가 된다. 다음 표는 초구의 구성 단위의 크기를 처음 몇 개 차원에서 보여 주고
있고, 그림 2.4는 같은 점을 보여 주지만, 또한 차원이 무제한으로 갈수록 초구의 크기는 0
으로 가게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림 2.2 2차원의 단위원과 경계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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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3차원의 단위구와 경계 정육면체. 구의 경
우 원보다 더 코너 쪽 영역에 덜 미치게
되며, 이 현상은 고차원으로 갈수록 더 심
화된다.

차원

부피

1
2
3

2.0000
3.1416
4.1888

4
5
6

4.9348
5.2636
5.1677

7
8
9

4.7248
4.0587
3.2985

10

2.5502

이 현상은 얼핏 보면 꽤나 직관에서 어긋나 보인다. 하지만 폭 2의(각 축마다 ‒1에서 1까
지의 값)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초구를 생각해 보면, 각각의 박스면이 초구의 끝에 닿는 점

에서만 만나고 있다. 원의 경우에 대부분의 박스 내부 영역은 원에 포함되고 있으며, 각
코너만이 제외되고 있다(그림 2.2). 3차원의 경우에도(그림 2.3)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100차원 초구의 경우(당신이 머릿속에 그리기 힘든 경우)에는 중심으로부터 박스의 코너 쪽
으로 대각선을 따라서 모든 차원이 0.1일의 값일 경우에 초구의 경계선에서 교차한다. 나
머지 90%의 박스 안쪽의 선은 초구의 바깥쪽에 있으며, 전체 초구의 부피는 분명히 차원
이 증가할수록 줄어들게 된다. 그림 2.4의 그래프는 20차원 이상이 되었을 때를 보여 주며,
부피는 0에 가까워진다. 그래프는 차원 (=(2π/ )‒2)의 초구 부피를 위한 공식을 사용
해서 계산되었다. 따라서 이 2π이상이 될 때 전체 부피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차원의 수가 변함에 따른 초구의 부피

부피

차원의 수

그림 2.4 부피의 크기마다 달라지는 단위 초구의 부피

2.1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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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저주로 입력 차원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일반화시키는
데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알고리즘에 어떤 정보를 입력할지 매우
조심해서 정해야 하며,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입력 차원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머신러닝의 목적은 입력 데이터에 관해서 예측을 하
는 것이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관해 생각해
보자.

2.2 알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라: 머신러닝 알고
리즘 평가하기
머신러닝의 목표는 회귀 분석 모델이 되든지 클래스의 분류가 되든지 간에 그 예측 값을
정확하게 출력하는 것이다. 알고리즘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아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측
값을 실제로 알고 있는 목표 값과 비교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도학습의 트레이닝이 수행되
는 방법이다. 즉, 알고리즘이 트레이닝 데이터세트에 대해서 얼마의 오류 값을 갖는지를 살
펴보는 방법이 필요하며, 알고리즘이 일반화되고 이제까지 보지 못한 예제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게 하려면 같은 데이터 예제를 사용해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가적인 다른 테
스팅 데이터가 필요하다. 테스트 데이터(입력, 목표)를 이용해서 실제 출력 예측 값과 목표
값을 비교해 보며, 가중치 값이나 다른 파라미터 값들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단지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학습되었는지만을 확인한다. 이로 인해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데
이터 양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항상 있는 문제다.

2.2.1 오버피팅
불행하게도 우리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더 복잡한 것을 학습하면서 이를 얼마나 더 잘 일반
화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으므로 알고리즘 트레이닝 때 일반화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사실,
오버 트레이닝(over-training)은 언더 트레이닝(under-training)만큼이나 위험하다. 대부분의 머
신러닝 알고리즘은 가변성의 정도가 상당히 큰데,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 가중치 변수가 아
주 많고 매우 다양하다. 함수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분산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트레
이닝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 데이터에 오버핏(overfit)하게 되며, 데이터의 오류와 부정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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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오버피팅(overfitting)의 효과로 일반적인 생성 함수(왼쪽에서 보듯이)를 찾기보다는 뉴럴 네트
워크가 입력 값에 공존하는 노이즈까지도(오른쪽) 완벽하게 찾아서 적응한다. 이는 곧 네트
워크의 일반화 능력을 줄이게 만든다.

차 학습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습하는 모델이 너무 복잡하면 일반화될 수 없다.
그림 2.5는 두 가지 학습 과정상의 알고리즘 추정 값(곡선으로)을 그림으로 보여 준다.
왼쪽 그림에서 함수 곡선은 전체 데이터의 트렌드를 잘 따라서 적응한다(일반적인 함수에
깔려 있는 것을 잘 일반화한다). 여기서 곡선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깝게 지나가지만, 점들

을 완벽하게 지나가지 않아서 트레이닝 오류는 0이 아니다. 네트워크가 점점 학습하면서
결국 더욱 더 작은 트레이닝 에러를(0에 가까운) 가지는 복잡한 모델을 만드는데 이는 노이
즈 부분까지도 트레이닝 데이터에 오버핏해서 트레이닝 예제들을 그대로 기억하게 한다.
따라서 알고리즘이 오버핏되기 전에 학습 과정을 멈추어야 하므로 매 시간 단계(timestep)
마다 얼마나 잘 일반화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는 오버핏을 확
인할 수 없고, 테스팅 데이터 역시도 마지막 테스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오버피팅을 확인하기 위한 세 번째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는 학습
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이므로 밸리데이션 세트(validation set)라 부른다. 이는 통계학
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cross-validation)이라고 불리며, 모델 선택의 한 부분이고 모델에 맞는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가능한 한 일반화시키도록 해준다.

2.2.2 트레이닝, 테스팅, 밸리데이션 세트
이제 세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다. 알고리즘을 실제로 학습시킬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이 얼
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확인할 테스팅 데
이터다. 이로 인해 데이터를 준비하는 측면에서는 비용이 매우 높아지며, 지도학습의 관점
에서 생각해 본다면 모든 데이터에 대한 목표 값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비록 비지도학습이
라 하더라도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세트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목표 값이 필요하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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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라벨 (목표 값)을 구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데이터에 대해
서 학습이 필요해진다. 반지도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영역은 많은 양의 라벨 데이터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세한 사항은 ‘더 읽을거리’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각각의 알고리즘은 학습을 위해서 적절한 데이터 양이 필요하다. 필요한 데이터의 정확
한 양은 각기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 각각의 입력 타입에 대해서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볼수록 정확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계산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도 생긴다. 비슷한
논란이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각각에 대한 비율
을 정하는 것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사람의 몫이지만, 보통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면
50:25:25, 그렇지 않다면 60:20:20 정도로 적용한다. 어떻게 데이터를 나눌 것인가 역시 문
제다. 많은 데이터들은 보통 첫 번째 데이터를 클래스 1에, 그 다음 데이터를 2에 순차적으
로 나눈다. 처음 몇 개를 트레이닝에 할당한다면 다음 몇 개는 테스트에 넣는 방법인데 이
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많은 클래스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효과를 보
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무작위로 정렬해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무작위로
하나의 세트에 그림 2.6과 같이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만약,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
면 알고리즘이 배울 예제가 부족하게 되면서 충분한 트레이닝이 되기 힘들다. 이럴 경우에
리브섬아웃(leave-some-out), 멀티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multi-fold cross-validation)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그림 2.7에 나타나 있다. 데이터세트를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고, 하나
의 부분집합이 밸리데이션 세트로 사용되고, 나머지 K‒1세트를 트레이닝으로 사용한다.
다음 번에는 다른 부분 집합이 밸리데이션으로 쓰이고, 나머지 데이터(K‒1개의 세트)를 사
용해 새로운 모델을 트레이닝하며, 이 과정을 K번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입력 값
목표 값
기타

트레이닝

테스팅

밸리데이션

그림 2.6 데이터가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그리고 테스팅으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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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값
목표 값

트레이닝1

밸리데이션2

테스팅1

트레이닝2

밸리데이션1

테스팅2

그림 2.7 리브섬아웃(leave-some-out), 멀티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multi-fold cross-validation)과 같은
방법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부족할 때 많은 모델링을 시도해 볼 수 있게 해준다. 데이터를 여러
개의 세트로 나눈 후에 대부분의 세트에 대해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따로 빼놓은 세트를 사용
해 밸리데이션과 테스팅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여러 개의 모델이 다른 데이터세트
를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수행할 수 있다.

밸리데이션 오류를 보이는 모델을 선택하고, 이를 테스트해서 사용한다. 트레이닝을 통해
K개의 다양한 모델을 만들면서 데이터 양과 계산 시간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생기게
된다. 아주 극한의 경우에는 리브원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leave-one-out cross-validation)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의 데이터만 사용하고, 나머지 모든 데
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닝한다.

2.2.3 혼동 행렬
다음으로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테스트나 트레인 알고리즘에 사용했느냐에 상관없이 모
델의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이번 절에서는 분류 문제의 결과를 평가하는 한 방법인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회귀 문제는 좀 더 복잡한데, 결과 값이 연속적이

므로 제곱합 오류(sum-of-squares error)를 사용하도록 한다. 앞으로 책의 예제를 통해서 이런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혼동 행렬은 간단한 개념이다. 사각 행렬을 만들어서 가능한 모든 클래스 값을 수평과
수직 방향에 적고, 알고리즘이 예측한 결과 값을 위쪽에 그리고, 실제 목표 값을 왼쪽에
적는다. 예를 들어, 행렬의 (,  )에 있는 요소는 얼마나 많은 클래스인 입력 값이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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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에 의해 j라고 예측되었는지를 나타낸다. 대각선에 나타나는 값은 정답을 맞힌 경우다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 방향의 대각선에 들어 있는 값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1,

2, 3 클래스 세 개가 있다고 하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나타난 횟수를 표에 채운다.
1 클래스인데 알고리즘에서 1이라고 예측한 경우, 2라고 예측한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출력 값
1
2
3

1

2

3

5
1
2

1
4
0

0
1
4

표를 완성하고 나면 세 개의 클래스들에 대해서 대부분 제대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3의 예제 두 개가 1이라고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클래스들의 개수가 적을 때 결과를 한눈에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다. 한 개의 숫자로 나타내
고 싶을 때는 대각선에 있는 요소들의 합을 전체 행렬 요소들의 합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는
정답의 비율을 나타내며 정확도(accuracy)라고 불린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머신러닝 알고
리즘에서 결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방법도 있다.

2.2.4 정확도 지표
우리는 정확도(accuracy)를 측정하는 것 이상으로 결과에 대해서 더 많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가능한 클래스 결과 값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를 간단한 차트로 정리할 수 있
다. 참 긍정(true
positive)은

positive)은

클래스 1이 클래스 1이라고 맞게 나온 경우, 거짓 긍정(false

클래스 1이 아닌데 클래스 1으로 예측된 경우, 부정 예제(negative example)는

클래스 1이 다른 클래스라고 나온 경우를 나타낸다.

참 긍정

거짓 긍정

거짓 부정

참 부정

혼동 행렬과 마찬가지로 차트에서 대각선에 있는 요소들은 정답을 나타내며, 나머지 값
들은 오답을 나타낸다. 차트와 거짓 긍정들(false positives)에 대한 개념은 2진 분류(b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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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를 위한 것이다. 정확도는 참 긍정과 부정들의 합을 전체 예제의 개수로 나눈

값이 된다(기호 #는 개수를 의미하며, TP는 참(True)과 긍정(Positive)을 의미한다).
정확도
정확도 자체는 네 가지 가능한 구역의 값들을 하나로 묶어 버려서 결과 값들에 대해서
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한다.
분류기의 성능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두 쌍의 상호 보완적인 측정법이 있는데 바로 민감
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이고, 각각의 정의와 그 예제

들은 다음과 같다.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재현율
민감도(긍정률)는 긍정이라고 판별난 부분 중에 실제 긍정 예제들의 비율을 나타내며, 특이
도는 부정이라고 판별난 부분 중 실제 부정 예제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정밀도는 실제 긍
정 예제들 중에 긍정이라고 제대로 맞게 분별된 비율을 나타내고, 재현율은 긍정이라고 판
별난 부분 중 실제로 긍정의 비율, 즉 민감도를 나타낸다. 다시 차트를 살펴보면 민감도와
특이도는 열들의 값을 합해서 분모로 사용하며, 정밀도와 재현율은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행을 합해서 사용하면서 실제로 부정 예제들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
지 정보를 놓치고 있다.
위에 주어진 측정법들은 정확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정밀도와 재
현율을 고려한다면 두 가지는 거짓 긍정 값들이 증가하면 거짓 부정 값들이 감소하는 것처
럼 서로 정반대의 범위를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개념은 합쳐져서 F1
측정 하나의 값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 2

정밀도 × 재현율
정밀도 + 재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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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긍정들의 개수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거짓 예제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것
으로 볼 수도 있다).

2.2.5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특정한 분류기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분류
기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방법도 있다. 해당 분류기에 다른 파라미터들을 적용해서 학습을
수행해 보는 방법이나, 아니면 전혀 다른 종류의 분류기들과 비교해 보는 방법도 있다. 이럴
경우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ROC

curve,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 curve)이

유용하다. 그림

2.8의 예제에서 참 긍정의 비율을 축에 표현하고, 거짓 긍정을 축에 표현한다. 분류기를
한 번 실행하면 ROC 그래프의 한 점으로 표현하고, 완벽한 분류기는 (0, 1)(100% 참 긍정,
0% 거짓 긍정)에 가까워지고, 반분류기(anti-classifier)는 (1,0)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왼쪽 위
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분류기가 된다. (0,0)에서 (1,1) 사이의 대각선에 놓여
있는 임의의 분류기들은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긍정과 부정 클래스들이 동등하게 나타난
다면), 이런 결과를 얻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아주 공평한 동전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여러 다른 분류기들을 비교하거나 한 분류기에 적용된 다른 파라미터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 대각선의 ‘기회’ 선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점을 계산하면 된다. 하지만 ‘곡선 아래의 영역

거짓 긍정 비율 (%)

그림 2.8 ROC 곡선의 예제. 대각선은 정확한 기회(chance)를 나타내며, 선의 윗부분은 더 좋은 기회를 나
타내고 선에서 더 멀어질수록 더 좋다. 두 개의 곡선 중에 대각선에서 더 멀리 위치한 곡선이 더
정확한 방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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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 Area Under the Curve)’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만약, 분류기에 대해서 단

하나의 점들만 있다면 곡선은 (0,0)부터 그 점까지 그리고, 다시 (1,1)까지 사다리꼴을 그린
다. 여러 개의 점들이 있다면(트레이닝과 테스트를 다른 데이터세트에 적용해서 분류기를 반복
했을 때) 순서대로 대각선을 따라서 포함된다.

ROC 커브에서 한 점이 아닌 곡선을 갖기 위한 핵심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는
것이다. 10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한다면 10개의 분류기(classifiers)가 있는 것이고, 각
기 10가지의 테스트 세트에 대한 답을 갖게 된다(정답 라벨과 함께). 실제 라벨들은 각기 다
른 크로스 밸리데이션 트레인 결과에 대해서 순위 리스트를 만들어 내는 데 사용할 수 있
고, 이는 다시 ROC 커브에 각각의 분류기에 대한 1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통해서 표현되
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분류기에 대해서 ROC 커브를 만들어 낸다면 각각의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2.2.6 불균형 데이터세트
주의할 점은 정확도를 위해서 내재적으로 같은 수의 긍정과 부정에 속하는 예제들이 데이
터세트에 존재(데이터세트의 균등함)한다고 가정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보통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학습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균형화된 정확도(balanced accuracy)를 민감도와 특이도 값의 합을 2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 더 정확한 계산법은 메튜 상관 계수(Matthew’s Correlation Coefficient)이며,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만약, 분모에 어떤 괄호 안의 값이라도 0을 갖는다면 전체 분모 값을 1로 설정한다. 이
방법으로 균형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방법들에 대한 평가의 마지막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만약 두 개 이상의 클래스가 존
재할 경우 다른 종류의 오류를 분리해 내는 것이 쓸모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각각 클래스
에 대해서 한 세트의 거짓 긍정과 거짓 부정보다 많은 개수가 존재하므로 더욱 복잡한 계
산을 요구한다. 이 경우에 특이도와 재현율은 다른 지표가 된다. 하지만 한 클래스를 긍정
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클래스들을 전부 부정들로 사용해서 계산하고, 이를 여러 클래스에
돌아가며 반복 적용하면 한 세트의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2.2 알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라: 머신러닝 알고리즘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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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정밀도 측정
학습 시스템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불행히도 정밀도라는 같은 용어를 다
른 의미로 머신러닝 알고리즘 측정 체계 개념으로 사용한다. 입력 값들을 통해서 결과 값들
을 살펴보고, 알고리즘의 결과 값들과 목표 값들을 비교해 보기 전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새
로운 것을 측정할 수 있다. 알고리즘에 비슷한 입력 값을 넣는다면 비슷한 결과 값을 예상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의 예측 결과가 얼마나 반복할 수 있는지, 즉 알고리즘의
가변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정밀도라고 부른다. 평균 값 주변으로 값들이 얼마나 펼
쳐져 있는지, 또한 결과 값들을 얼마나 예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확률 분포도의 변화
량이라고 정밀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그림 2.9 플레이어는 가장 높은 점수인 20점을 세 번 다 맞추기를 목표로 했다고 가정했고(각각의 점수는
구역 끝에 표시되어 있고, 원 바깥쪽 얇은 띠는 두 배의 점수이며, 중간의 얇은 띠는 세 배의 점수; ‘중
심점(bullseye)’의 밖과 안쪽은 각각 25점과 50점이다), 네 장의 사진은 각기 다른 결과를 보여 준

다. 왼쪽 위: 매우 정확함: 높은 정밀도과 진실도, 오른쪽 위: 낮은 정밀도과 좋은 진실도, 왼쪽
아래: 높은 정밀도과 낮은 진실도, 오른쪽 아래: 꽤 좋은 진실도와 정밀도이지만, 실제 결과는
좋지 않은 편이다.(Stefan Nowicki의 다트판이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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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이 정밀하다고 해서 꼭 정확한 것은 아니며, 알고리즘이 항상 틀린 예측을 도출
한다면 가변성은 좋지만 정확도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알고리즘의 예측이 얼마나 실제 값
과 비슷한지를 측정하는 측량은 진실도(trueness)라고 부르며, 이는 정답과 예측 값의 평균
거리로 계산할 수 있다. 진실도는 몇몇 클래스들이라도 유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분류 문
제에 대해서 의미 없는 측량이다. 그림 2.9에서 진실도와 정밀도의 개념을 전통적인 방법
으로 설명해 봤다. 다트 게임의 네 가지 예제는 한 게임 플레이어가 세 개의 다트를 던졌
을 경우 나타나는 다양한 진실도와 정밀도을 보여 준다.
이번 절에서는 머신러닝의 결과 값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입력 값을 다양한 데이터세트
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확률을 사
용해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생각해 보겠다.

2.3 데이터를 확률로 변경
그림 2.10에 있는 그래프는 두 가지 클래스 1과 2에 대한 몇 피처들의 측정 값을 보여
준다. 2 클래스에 속하는 맴버들은 더 높은 x값을 갖는 편이지만, 두 클래스들 사이에 겹
치는 부분도 있다. 클래스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느 범위 안에서는 쉬워 보이지만, 두 클
래스가 겹치는 부분은 불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알파벳을 구분하는 데 그
높이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자(그림 2.11). 대부분의 사람들은 a를 b보다 작게 쓸 테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예제에서는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영어에서
a는 보통 b보다 더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다(위에서 다뤘던 불균형 데이터세트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영어 단어를 보면 75%의 경우에는 a인 것이다. 글자가 a일 확률 예측에 사전 지식(prior
knowledge)을

사용하면, 이 경우엔  (1) = 0.75,  (2) = 0.25가 된다. 우리가 글자를 보지

그림 2.10 두 가지 클래스의 속할 확률에 대한 피처 값들()의 막대 그래프

2.3 데이터를 확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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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글자 a와 b를 픽셀 폼으로 나타냈다.

도 않고 예측해야 한다면 a를 매번 선택해도 75%의 경우에 답을 맞힐 수 있다. 하지만 값
이 주어진 후 이에 대한 클래스를 맞혀야 하는 경우라면 단지 사전 지식만을 가지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위다. 다양한 값에 대한 트레이닝 세트가 존재하고, 각각에 대
해서 클래스 라벨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데이터를 사용해서  (1)값을 계산할 수 있고
(전체 클래스에서 1이 나온 개수를 전체 데이터 개수로 나눈다),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

역시 구할 수 있다. 값이 주어졌을 때 1에 속할 확률:  (1  ) 조건부 확률

은  피처 값이 일 때 1이라는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말해 준다. 그림 2.10에서  (1
 )의 값은 작은 값에 대해서 큰 값보다 더 높은 확률을 보이게 된다. 이것이 분류를
위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값이다. 그렇다면 이를 직접 막대 그래프에서 읽을 수 없는데
어떻게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연속적인 값을 비연속적인 값들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림 2.10에 이와 같
은 작업이 나타나 있다. 우리가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매우 많은 예제들을 가지고 있고,
막대 그래프의 막대들이 각각의 값들을 표현할 수 있다면, 결합 확률(joint

probability),

 (,

)는 얼마나 자주 가  막대에 나타나는지를 말해 준다. 막대 그래프 막대 를 보고
몇 개의 예제들이 에 속하는지 개수를 세고, 전체 예제의 숫자로 나누면 된다.
 (  ) 역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종류의 조건부 확률이고, 에 속한 예제
가 트레이닝 세트에서 얼마나 자주 의 측정 값을 갖는지를 나타낸다. 이 정보는 바로
 막대에 들어 있는  클래스의 개수를 세고, 이를 클래스에 속한 전체 예제들의 숫자로
나눠서 구한다. 앞으로 소개될 기본적인 설명들을 통해 통계 수업에서 배운 기본 개념을
다시 기억하기를 바라며, 만약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잠시 통계학 입문에 관련된 책을 보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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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두 가지 개념, 즉 결합 확률  (C, X)와 조건부
확률  (  )를 생각해 보자.  (  )를 실제로 계산해 보려면, 두 확률이 서로 어
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답은 베이즈 규칙(Bayes’

rule)을

통

해서 끌어낼 수 있다. 결합 확률과 조건부 확률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또는 이와 동등하게 다음처럼 표현된다.

두 식 모두  (, X)를 나타내므로 식의 오른쪽 부분은 같아야 하고, 한 번의 나눗셈으
로 다음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이 베이즈 규칙이다. 위의 식은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므로 이전에 본 적
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하자. 베이즈 규칙은 사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y)

 ( 

)를 사전 확률(prior

probability)

 ( 

probability)

 ()와 클래스 조건 확률(class-conditional

)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분모는 정규화(normalization)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확률의 합
을 1로 만든다. 지금 당장은 각각의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데이터 라도 어떤 에 속해야 하므로 모든 클래스의 변수를 병합하
면(marginalize) 다음과 같다.

베이즈 규칙이 중요한 이유는 계산하기 더 쉬운 인자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인 사후 확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 확률은 얼마나 자주 각각의 클래스가 나타
나는지를 트레이닝 세트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 클래스 조건부 확률은 피처의 값들을 막
대 그래프로부터 구할 수 있다. 조건부 확률을 사용해서(그림 2.12) 각각의 예제를 하나의
클래스 에 할당할 수 있다.

여기서 x는 피처 값들의 벡터를 나타낸다. 최대 사후 확률(MAP,

Maximum A Posteriori)

가설

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서 결과로 어떤 클래스를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다. 여기

2.3 데이터를 확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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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피처 에 대한 1과 2 클래스들의 사후 확률

서 생각해 볼 점은 과연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 하는 것이다. 분류 문제 수행을 위한 데
이터에 가져야 할 올바른 질문이 무엇인지는 통계학과 머신러닝 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수
행되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다.
MAP의 질문은 트레이닝 세트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입력 값이 어떤 클래스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찾는 것이다. 세 가지 가능한 클래스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입력 값 x에 대해

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사후 확률이  (1  x) = 0.35,  (2  x) = 0.45,  (3  x) = 0.2
이라고 하자. 사후 확률 가설이 말하기를 입력에 대해서 가장 높은 사후 확률을 보이는 클
래스 2에 속한다고 한다. 데이터가 속한 클래스를 바탕으로 무엇인가 한다고 가정해 보
자. 만약, 클래스가 1이나 3라면 행동 1을 취하고, 2라면 행동 2를 취한다. 예를 들어,
입력 값이 혈액 검정 결과라고 하자. 그리고 세 가지 클래스는 각각 가능한 질병을 나타내
고, 결과 값은 특정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자. MAP 방법
은 2라는 행동을 결정했고, 질병을 치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2에 속하지 않을 확률
이란 무엇이며,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 치료를 해야 했을까? 이 확률은 1‒ (2) = 0.55
이다. 이렇게 보면 확률적으로 더 높으므로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할 것이고, MAP 예측은
틀린 듯 보인다. 모든 클래스의 마지막 결과들을 모두 고려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베이즈
최적 분류(Bayes’Optimal Classification)다. 사후 확률을 최대화시키기보다는 잘못 분류된 확률

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2.3.1 위험 최소화
앞서 의료 관련 예제에서 보았듯이 오분류(misclassification) 확률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사
용해서 분류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분류에 포함된 위험(risk)을 고려해 본다면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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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아프다고 오분류하여 생기는 위험은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건강하다고 오분
류하는 것에 내재된 위험보다 작다(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부작용이 있는 치료들
에 대해서 질병이 없는 사람이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통보받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클래스를  클래스로 분류하는데, 내재된 위험을 포함한 손실 행렬(loss matrix)을 만들 수
있다. 2.2절에서 본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과 대각선 값이 모두 0이라는 사실을 제외하
면 비슷하다. 여기서 대각선의 값은 모두 정답이기에 손실이 없다. 손실 행렬을 만들고 나
면 분류기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 관련된 손실값을 곱해서 변경
하면 된다.

2.3.2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분류의 결과나 정확도를 걱정하기 전에 분류 수행 부분의 MAP 결과를 계산하는 식 (2.14)
부분으로 돌아가 보자. 위에 설명된 것과 같이 계산하면 잘 동작할 것이다. 하지만 벡터의
값이 여러 요소들을 갖는다고 가정한다면 다양한 피처에 대해서 많은 값이 측정되어야 할
텐데 이는 분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막대 그래프의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살펴
보고, 식  (  ) =  (   ,   , ...    )을 예측한다(위첨자 인덱스는 벡터의 요소들을
가르킨다). X의 차원이 증가할수록(이 커짐에 따라) 막대 그래프 각각의 막대에 있는 데이터

의 양은 줄어들며, 차원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된 것인데 이는 차원의
저주다(2.1.2절).
분류 결과가 주어진 상황에서 피처 벡터들의 요소들은 조건부 독립성(conditionally
independent)임을 가정하므로 이를 간단히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클래스에 대해

서 다른 피처들의 값들은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분류기 이름은 나이브(naïve)인데 이는 보통 큰 의미가 없으며, 피처들이 서로 독립적인
지를 말해 준다. 동전을 분별하는 것을 시도한다면 동전의 무게와 반지름은 서로 독립적이
라고 말할 수 있다(꼭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하지만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피처들의 값이
주어졌을 때 이의 확률  (   = 1,   = 2, ... ,   =   )는 모든 독립적인 확률의
곱과 동등하다는 의미다.

이는 계산을 아주 쉽게 만들며, 차원의 저주 문제를 줄여 준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의
분류 기준은 다음에 주어진 계산의 값이 최대가 되는 클래스 를 선택하는 것이다.

2.3 데이터를 확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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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전체 확률 계산을 아주 간결하게 만들고, 특정 몇몇 영역에서는 아주 놀라울 정
도로 정확한 결과를 보여 준다. 간결성을 통해서 피처들은 서로 조건부 독립적이고, 나이
브 베이즈 분류기는 정확한 MAP 분류를 수행한다.
12장의 트리(tree)를 이용한 학습에서, 특히 12.4절에는 숙제 마감일과 다른 주어진 스케
줄을 바탕으로 오늘 저녁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맞히는 예제가 나온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지난 며칠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주어진다.

마감?

파티가 열리고 있는지?

게으른 상태인지?

활동

긴급
긴급
근접함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파티
공부
파티

없음
없음
없음

있다
없다
있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파티
술집
파티

근접함
근접함
근접함

없다
없다
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공부
TV 시청
파티

긴급

없다

아니다

공부

12장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결정 트리 학습(decision tree learning) 결과를 살펴볼 것인데
여기서는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를 사용해서 살펴보겠다. 피처 변수들의 현재 값(마감일, 파
티가 오늘 있는지 등등)들을 사용해서 분류기를 학습하고, 오늘 저녁에 당신이 취할 행동들

에 대한 확률을 계산한다. 그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클래스를 선택할 것인데 그 확률은
매우 작을 것이다. 매우 작은 확률 값은 베이즈 분류기들의 문제점 중 하나인데 너무 많은
확률들을 곱함으로써 1보다 작은 값들이 매우 작아지게 되어 버린다.
만약, 마감일은 다가오지만, 다른 어떤 것도 급하지 않으며, 오늘 아무런 파티도 계획에
없고, 현재 매우 게으른 상태라면, 분류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P(Party) × P(Near  Party) × P(No Party  Party) × P(Lazy  Party)
• P(Study) × P(Near  Study) × P(No Party  Study) × P(Lazy  Study)
• P(Pub) × P(Near  Pub) × P(No Party  Pub) × P(Lazy  Pub)
• P(TV) × P(Near  TV) × P(No Party  TV) × P(Lazy  TV)

38

CHAPTER 2 들어가며

위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당신은 오늘 TV를 시청할 것이다.

2.4 기본적인 통계학
이번 절에서는 통계학 기본 개념들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고 넘어가자. 이미 많은 개념들을
알 테지만, 혹시 희미하게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므로 이들을 다시 살펴본다. 특히,
머신러닝에 필요한 부분들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기본적인 통계학 개론에 관련된 책들
에서는 여기서 얻는 정보보다 더 좋은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4.1 평균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하자. 데이터세트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개의 개념은
평균과 분산일 것이다. 평균(average)은 매우 간단하고 자주 사용되며, 값은 모든 값을 더해서

전체 데이터 개수로 나눠서 구할 수 있다. 두 개의 다른 평균이 있는데 그것은 중간 값
(median)과 최빈 값(mode)다.

중간 값은 값들을 정렬했을 때 가장 중간에 존재하는 값을 나타

낸다. 물론, 짝수 개수라면 정확한 중간 값이 없어서 보통 중간의 두 개 값을 택해서 평균을
구한다. 난수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중간 값을 구하는 빠른 알고리즘이 있으며,
많은 알고리즘 책에서 이를 다루니 참고하자. 모드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값을 나타내며,

2.4 기본적인 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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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요소들이 몇 번씩 나왔는지 숫자를 세고, 그중 가장 자주 나온 값을 선택한다. 이제
분산을 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확률 분포도 구해 보자.

2.4.2 분산과 공분산
난수들의 집합이 존재한다면 그 집합의 평균과 중간 값을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살펴봤다.
하지만 통계학에서 또 다른 유용한 값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기댓값(expectation)이다. 기댓값
이라는 이름은 도박 게임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의 기댓값을 나타내며, 이는 확률 이론 발
전의 중심이 도박임을 살짝 보여 준다. 각각의 확률과 그에 대한 보상 가능 값을 곱한 값들
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만약,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1달러짜리 복권의 우승 상금이 10만 달
러이고, 총 20만 장의 티켓을 판매한다면 티켓의 기댓값은 다음처럼 계산할 수 있다.

–1은 티켓 구매 가격이며, 이는 199,999장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고, 99,999는 1등 상금
에서 티켓 값을 뺀 값이다. 기댓값은 실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따라서 실제로
50센트를 돌려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숫자들의 집합에 대해서 기댓값을 계산한다면 평균
값을 구하게 된다.
분산은 얼마나 값들이 흩어져 있는지를 표현하며, 편차들의 제곱에 합의 평균으로 구할

수 있다(평균,  ).

표준 편차(standard deviation)는 , 분산의 제곱근이며, 분산은 평균 값과 변수의 변화를 보

여 준다. 두 변수가 얼마나 다른가는 공분산(covariance)을 사용해서 일반화할 수 있다. 공분
산은 두 변수가 얼마나 상관성이 있는지를 계산해 주며, 다음처럼 계산된다.

여기서 는 집합 {y}의 평균을 나타낸다. 두 변수 값이 서로 독립(independent)이라면 공
분산의 값은 0이 된다(변수들은

상관 관계가 없다(uncorrelated)).

두 값이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

하면 공분산은 양수가 되며, 한 값이 증가하는데 다른 값이 감소함을 보이면 공분산은 음
수가 된다.
데이터에서 모든 쌍의 변수의 연관성(correlation)을 알아보는 데 공분산을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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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서 각 쌍의 공분산을 계산해야 하며, 이를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에 입력
한다.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여기서 x는 열 벡터로 번째 변수들의 요소를 나타내며, 그 평균은 μ다. 행렬은 정사각
형이며, 이의 대각선에 있는 요소들은 분산의 값과 같고, 이는 cov(x, x ) = cov(x , x)처
럼 좌우대칭적이다.” 식 (2.24)는 다시 행렬 형태로 쓸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Σ =  [(X‒ [X])(X‒ [X])], X의 평균은  (X).
6장에서 공분산 행렬의 다른 용도를 살펴볼 것이며,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에 관해 공분
산 행렬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각 데이터의 다양한 정도를 다
른 차원에서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유용하다. 그림 2.13에 보이는 두 개의 데이터세트가 주
어진다 가정하고, 테스트 점들(‘X’라고 그려진 그림의 점들)에 대해서 이것이 데이터의 부분
이었는지를 묻는다고 하자. 왼쪽 그림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다고 할 것인데, 오른쪽 그림
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유는 두 점은 중간 부분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데도 우
리는 평균 값과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바탕으로 테스트 점들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살펴
보기 때문이다. 데이터들이 잘 조절되었다면 테스트 점들은 평균에 가까울 것이고, 만약 점
들이 이곳저곳에 분포되어 있다면 평균 값으로부터의 거리는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런 점을 고려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수식을 만들 수 있다. 1936년에 처음 고안해 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림 2.13 두 개의 다른 데이터세트와 테스트 점

2.4 기본적인 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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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열 벡터를 나타내고, μ는 열 벡터의 평균 Σ‒1은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이다. 공분산
행렬을 단위 행렬(identity matrix)로 정한다면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가 된다.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야 하기에 꽤 높은
계산 비용이 요구되는데, 다행히 넘파이(NumPy)에서는 아주 쉽다.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
을 측정하는(np.cov(x): 데이터 행렬 x) 함수가 있고, 역함수는 np.linalg.inv(x)를 통해서 계
산한다. 물론, 역행렬이 모든 경우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가능한 피처 값들의 범위에 대해서 일어날 확률인 확률 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너무나도 많은 확률 분포가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지고

자주 등장하는 것은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다.

2.4.3 가우시안
가장 잘 알려진 확률 분포는(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단 하나의 분포이며 알아야 할 분포다)
가우시안 분포 또는 정규 분포(normal distribution)다. 1차원에서 이는 종 모양(bell-shaped) 곡선

을 그림 2.14와 같이 보이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평균을 나타내고, 는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 가우시안 분포는 중심 극한 정
리(Central Limit Theorem) 때문에 자주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아주 많은 작은 크기의 난수들

을 생성하면 결국 가우시안을 따르게 되며, 고차원에서는 다음과 같다.
가우시안 함수 (평균 0, 표준편차 1.5)

그림 2.14 가우시안 곡선의 1차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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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  공분산 행렬이다(여기서   는 행렬식(determinant)이고 Σ‒1는 역행렬

이다). 그림 2.15는 세 가지 다른 경우의 2차원을 보여 주는데 공분산 행렬이 단위 행렬인

경우, 대각 행렬일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다. 첫 번째 경우는 구면 공분산(spherical
covariance matrix)이고,

하나의 파라미터를 갖는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는 2차원에서

의 타원을 정의하며, 두 경우 모두 축들에 정렬되어 있고, 2의 파라미터들을 갖는다.

그림 2.15 공분산 행렬이 단위 행렬(왼쪽), 대각 행렬(중간), 그리고 일반적인(오른쪽) 경우의 2차원 가우시
안 분포

2.5 바이어스 분산 트레이드오프
이번 장을 마감하면서 지난 장에서 살펴본 통계학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학습의 수행 정도
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어떤 종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트레이닝하든 모델 선택의 과정과 모델의 파라미터를
선택해야 한다. 알고리즘이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질수록 더 복잡하게 적응될 수 있었고, 복
잡한 모델들은 오버피팅의 위험이 있으며, 더 많은 데이터가 요구되어서 밸리데이션 데이
터를 통해서 오버피팅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함을 살펴봤다. 복잡한 모델이 꼭 더 좋은 결
과를 보여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또 다른 개념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바
이어스 분산 트레이드오프 대신 바이어스 분산 딜레마(bias-variance

dilemma)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너무 지나친 표현으로 보인다.
사실 이는 매우 간단한 개념이며, 모델이 나빠질 수 있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꽤 잘 설명해 주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정확도는 높지만 결과 값의 변화량이 큰 경우다. 첫 번째 것은 바이어스(bias)라고 알려져 있
고, 두 번째 것은 통계적 분산(variance)이라고 알려져 있다. 더 복잡한 분류기의 경우 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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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향상시키지만, 분산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모델의 분산을 줄이면 반대
로 바이어스가 높아지게 된다. 물리학에서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Heisenberg
Principle)처럼

Uncertainty

본질적으로 두 가지 모두 향상시킬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에

직선을 사용한 경우와 높은 차원의 다항식을 사용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항식의 경우 더
많은 점들을 따라가도록 설정할 수 있다. 직선의 경우 분산이 없지만 큰 바이어스가 있고, 이
는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작게 만든다. 스플라인(spline)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무작위의 정확
도로 적응시킬 수 있지만, 분산은 매우 크다. 분산의 경우 바이어스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크
게 증가하는데, 이는 스플라인이 더 적합성이 크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모델들보다 훨씬 월등
한 모델이 있지만, 좋은 모델의 복잡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목표 값과 예측 값과의 오류를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두 값의 차이를 제곱해
서 합하는 것이다(제곱하는 이유는 부호가 다른 값들이 상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제곱합
오차 함수(sum-of-squares error function)를 살펴보면 바이어스와 분산으로 분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근사 값을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 (x) +  이고, 여기서  는 평
균 0에 분산  2의 가우시안을 따르는 노이즈라고 가정하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서 가설 (x) = w x + (w는 2.1절의 가중치 벡터)를 데이터에 제곱합 오류

 ( ‒ (x))2가

최소가 되도록 적응시킨다고 하자.
어떤 방법이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데이터에 고려되어야 하
기에 새로운 입력 x에 대한 확률 변수라고 가정된 제곱합 오류의 기댓값을 계산한다. 기댓
값은  [] = 
 , 평균 값임을 기억하자. 약간의 대수학을 사용해서(여기서 는 확률 변수)
식을 변형시켜 보겠다.

이를 사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점의 제곱합 오류 기댓값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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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세 개 항 중 첫 번째 항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기약 오차(irreducible

error)

이고, 테스트 데이터의 분산 값이다. 두 번째 항은 분산이고, 세 번째 항은 바이어스 값의
제곱 값이다. 분산은 특정 트레이닝 세트에 따라서 얼마나 x∗ 값이 변하는가를 말해 주고,
편향성은 (x∗ )의 평균 오류를 말해 준다. 바이어스와 분산은 교체할 수 있는데 이를 사
용해서 모델을 바이어스가 작지만(답들이 평균적으로 일반적이도록) 분산이 높게(답들이 여기
저기 흩어지도록) 또는 반대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결코 둘 다 0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런데

특정 모델과 데이터세트에 대해서 합리적인 파라미터들의 집합이 있고, 좋은 결과를 주는
바이어스와 분산 값을 찾을 수 있지만, 이 점을 찾는 것이 모델 적응의 어려운 문제다.
트레이드오프는 머신러닝이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는 좋은 지표가 되는데 이
제부터는 뉴럴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실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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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2.1

베이즈 법칙을 사용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 보자.
파티에서 같은 학교 동창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아주 희미하게 알아볼 듯 하지만, 긴
가민가해서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 희미하게 알아보는 1 / 2의 사람들이 동창일 확률
• 파티에 있는 1 / 10의 사람들이 동창일 확률
• 파티에 있는 1 / 5의 사람들이 희미하게 문제를 알아볼 확률

2.2

2.3.1절의 위험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를 변경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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