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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머신러닝’에는 단 하나의 학문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실제로는 두 종류의 머신러닝이 있으며, 이는 음식 조리법을 혁신하는 것과 새
로운 주방 기구를 발명하는 것만큼이나 서로 다릅니다. 둘 다 고귀한 직업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여러분에게 오븐을 만들어 주기 위해 패스트리 요리사를 고용하
거나 여러분을 위한 빵을 굽기 위해 전기 기술자를 고용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나쁜 소식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머신러닝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이 머
신러닝에 실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도 초보자에게 말해 주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머신러닝 과
정과 교과서가 머신러닝 연구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오븐(그리고 전자레인지, 블렌더, 토스터, 주전
자⋯ 부엌 싱크대!)을 밑바닥부터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이지, 요리법과 레시피를 엄청난 규모로 혁신하

는 방법은 아닙니다. 즉,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머신러닝 기반 설루션 제작 기회를 찾고 있
다면, 머신러닝 연구가 아니라 머신러닝 응용이라는 분야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책은 사
용자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권 안 되는 제대로 된 응용 머신러닝applied machine
learning

책 중 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찾은 겁니다! 연구 중심의 건초 더미에서 찾

은, 실제 적용 가능한 바늘과 같은 책입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실
제로 찾고 있던 것이 범용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기술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도망쳐서 다른 머신러닝 책을 찾으러 가라고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 책의 저자가 저에게 너무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좀 다릅니다.

2016년에 제가 구글의 응용 머신러닝 과정인 ‘머신러닝과 친구 사귀기Making
Learnin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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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with Machine

만들어 1만 명이 넘는 엔지니어와 리더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구조가 이 책에 나와 있

는 것과 아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응용 공간에서는 올바른 순서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
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데이터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특정 단
계를 수행하면 쓸데없이 노력을 낭비하거나 프로젝트를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이 책과 제 과정의 목차가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융합적 진화의 분명한 사
례에서, 저는 저자에게서 응용 머신러닝에 관한 가용자원의 부족으로 밤에도 노심초사 잠도 못 자고
깨어 있는 한 동료 사상가를 보았습니다. 사실 응용 머신러닝은 가장 유용하지만, 끔찍하게 잘못 이
해된 공학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것에 대해 뭔가를 바로잡고 싶을 정도로요. 그러니 이 책을 덮으려
고 하신다면, 잠시 제 말을 들어 보시고 적어도 목차가 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약속합니다.
그럼 책의 나머지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규모로 음식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 혁신에 대한 범퍼
가이드에 해당하는 머신러닝입니다. 아직 책을 읽지 않으셨으니 이해의 편의를 위해 요리 용어로 말
씀드리자면, 요리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목표가 무엇인지(의사 결정과 제품 관리), 공급업체와 고
객(도메인 전문 지식과 비즈니스 통찰력), 대규모 재료를 처리하는 방법(데이터 엔지니어링과 분석), 잠재적인
레시피를 생성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기기 조합을 빠르게 시도하는 방법(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의 프로토
타입 단계), 레시피의 품질이 서빙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하는 방법(통계), 후보 레시피를 효율적으로 서

빙할 수 있는 수백만 개의 음식을 만드는 방법(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의 생산 단계), 배달 트럭이 당신이 주
문한 쌀 대신 감자를 1톤씩 가져오더라도 당신이 요리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신뢰성
공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책은 종단 간end - to - end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책 중 하나입니다.
독자 여러분, 이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좋은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꽤 좋습니다. 정
말이지 진짜로 좋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그런 것처럼 때
로는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는 모범 사례가 있는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최신의 내용을 제
공하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이 책이 좀 무성의해 보이더라도 여전히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응용 머신러닝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일관된 소
개는 소중한 황금만큼이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 중 하나는 머신러닝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을 매우
완벽하게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이로 인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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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저의 사이트 신뢰성 공학 분야의 동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것처럼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최악의 태도입니다. 이 책은 훨씬 낫습니다. 이 책은
당신보다 더 ‘지능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갖기 쉬운 모든 잘못된 경계심을 즉시 깨뜨
립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조사하고 이를 방지/감지/처리하
는 방법을 부지런히 안내합니다. 이 책은 모니터링의 중요성, 모델 유지보수 방법,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상할 수 없는 종류의 실수에 대한 예비 전략을 세우는 방법, 당신의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공격자를 처리하는 방법, 인간 사용자의 기대치를 관리하는 방법(사용자가 머신일 때 수행
할 작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머신러닝에서 매우 중요한 주

제이지만, 다른 책에서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대규모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사용할 생각이라면,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손에 넣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젠 이 책을 즐기십시오!
캐시 코지르코프Cassie Kozyrkov
구글 최고 의사 결정 과학자이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머신러닝과 친구 사귀기Making Friends with Machine Learning’ 과정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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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이 책은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수명주기 관점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모범 사례와 디자인 패턴을 포
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장마다 머신러닝 프로젝트 수명주기의 고유한 측면을 다루고 있고, 각 장
은 서로 직접적인 종속성이 없기 때문에 순서에 관계없이 어떤 순서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 책의 대상 독자는 데이터 분석가, 머신러닝 엔지니어,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는 학생,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서 머신러닝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좋은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이 책의 10.2절 참고), 이 책을 공부하시기 전에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저의 두 번째 번역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어 원서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
다만, 번역서는 책을 좀 더 쉽게 빨리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책이 좋은 출발점이 되어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
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누구나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최근 들어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관련 비저너리 기사들
로 매일매일 경제면, 사회면이 채워지고 있어서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멋진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있
는 이런 기술적 진보가 자칫 과도한 머니 게임으로 변질되어서 베이퍼웨어vaporware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밑바닥에 치열한 엔지니어링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으로 머
신러닝 엔지니어링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셨다면, 좀 더 멋지고 의미 있는 기술적 상상
의 즐거움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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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과 부족한 원고가 멋진 책으로 세상에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김정준 부장님, 이민숙 팀장님, 채정화 님, 이기숙 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서 늘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와 항상 기도로 격려해 주시는 어머니,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
족들(아내 근영, 딸 나영, 아들 준영)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사회적 지지 속에서
하루하루 꿋꿋하게 밥벌이를 해나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나의 퀘렌시아 단. 우. 아.에서
구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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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은 인공지능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비록
과학 분야로서 머신러닝이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왔지만, 전 세계에서 소수의 조직만이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 왔습니다. 기술을 선도하는 조직과 많은 과학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커뮤니
티 등에서 지원하는 최신 오픈 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패키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직은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데 여전히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은 재능의 부족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머신러닝 엔지니어와 데이터 분석가가 있
다고 해도 2020년 현재 여전히 대부분의 조직1에서 하나의 모델을 배포하는 데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리고, 18%의 기업에서는 석 달 이상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회사는 상품화를 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에서 모델 버전 관리, 재현성, 스케일링 같은 기능을 개발할
때 조직이 직면하는 주요 어려움은 과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엔지니어링에 속합니다.
이론과 실습에 관한 좋은 머신러닝 책은 많습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 책에서 머신러닝의 유형, 주
요 알고리즘군, 작동 방식,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에서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 책은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 측면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데이터 수집, 저
장, 전처리, 특징 공학, 모델 테스트와 디버깅, 생산 환경에 배포와 폐기, 런타임과 생산 환경에서의
유지보수 같은 질문은 종종 머신러닝 책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 책은 그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합니다.

1

〈2020 state of enterprise machine learning〉(Algorithmi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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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
이 책에서는 독자가 머신러닝의 기초를 이해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머신러닝 라이
브러리를 사용해서 적절한 형식의 데이터 세트가 주어지면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로지스틱 회귀,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
스트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The Hundred-Page Machine Learning Book》(안드리 부르코
프 저 / 남기혁, 이용진, 윤여찬 역 / 에이콘출판사, 2019)을 먼저 공부하고 이 책을 볼 것을 추천합니다.

이 책의 대상 독자는 머신러닝 엔지니어 역할에 관심이 있는 데이터 분석가, 자신의 업무 영역을 좀
더 많은 분야로 넓히려는 머신러닝 엔지니어,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는 학생, 데이터 분석가
와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제공하는 모델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입니다.

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
이 책은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모범 사례와 디자인 패턴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봅니다. 처음부터 끝
까지 읽어 볼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각 장마다 머신러닝 프로젝트 수명주기의 고유한 측면을 다루
고 있고, 각 장은 서로 직접적인 종속성이 없기 때문에 순서에 관계없이 어떤 순서로든 읽을 수 있습
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기를 바랍니다!
안드리 부르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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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석(LG전자)
실제 모델 구현보다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구축 시 유념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많지 않은 분량에 함축
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MLOps나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기 좋았습니다.
공민서
좋았던 점은 머신러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각 단계별로 어떠한 기술이 대략적으로 있는지를 적당
한 깊이로 서술한 것입니다. 특히, 모델의 배포에 관련해서는 컨테이너, VM 등을 이용해 배포가 가
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단계별로 어떤 기술을 적용할지 검토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의사결정자, 기획자나 기본기가 준비된 AI 개발자, 데이터 분
석을 다루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을 전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디엄별
로 이론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문제-대응-결과순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론
적인 주의사항을 리마인드하며 실무적으로 주의할 부분을 짚어 줍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관련 작업
주의사항 및 대처 방법과 옳은 진행 방향을 짚어 주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과육이 조밀하게 꽉 찬 과
일 같은 책입니다.
김호준(CTNS)
머신러닝이라는 방대한 분야에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책입니다. 머신러닝에서 각 포지션
(데이터 과학자, 개발자, 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고,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파이프라인

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및 시야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머신러닝이라는 분야에서 본인이 무엇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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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라면 이 책의 2장까지는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박조은(오늘코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배울 때 쏟아지는 용어와 프로세스에 혼란을 겪어 본 적이 있다면 이 책을 추
천합니다. 꼭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R과 파이썬 코드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용
어와 머신러닝 프로세스와 방법론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 다시 말해 숲을 보고 맥락
을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송헌(루닛)
이름 그대로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쓰인 책입니다. 머신러닝이란 기술이 언제 필요한지,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신
러닝 기술 자체를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실용적으로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번
쯤은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어서 실무에서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굉
장히 실용적인 책이었고, 아는 내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만족스럽게 읽었습니다.
안선환(프리랜서 강사)
데이터 분석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하는 일과 오류, 그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선배에게 조언을 듣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방법론에
대해 친절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초급자인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양성모(현대오토에버)
짧은 한두 마디 문장으로 그 사람이 그 문제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
니다. 저자는 간결한 문장으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넉넉하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머신러닝 기술의
실무 적용 시에 발생하는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물어볼 곳이 없어 홀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번역되어 편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석곤(엔컴)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의 범위를 정하고 머신러닝 프로젝트 수명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단계별로 배울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학습한다면 실무자가 느낄 궁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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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셉(지나가던 IT인)
머신러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단계별로 간결하게 정리해 주는 개념서입니다.

R과 파이썬의 구현 코드가 일부 나오지만, 코딩 도서는 아닙니다. 머신러닝을 시작하는 사람은 앞으
로 뭘 배우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 머신러닝에 익숙한 사람은 항상 해 왔던 방식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실무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며, 번역과 편집 모두 훌륭합니다. 코딩 도서가 아닌데 이렇게 재미있게 본 책은 오랜만이
고,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는 책입니다.
이현수(유노믹)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으로서 AI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AI 설루션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머신
러닝 엔지니어링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좋은 책을 읽어 볼 기회를 얻어서 즐거웠습니
다. 수식 뒤에 콤마가 들어간 것만 빼면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용어에 영어 원문을 병기해 놓은 것이
독자를 배려한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차준성(서울아산병원)
머신러닝을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좋으나, 장별로 깊이 있는 설명이
부족해서 머신러닝을 처음 접하거나 깊이 있게 공부해 보고자 하는 독자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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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있다.”
_ 벤자민 브루스터Benjamin Brewster

“먼저 모든 미지의 목록을 문서화하면 완벽한 프로젝트 계획이 가능하다.”
_ 빌 랭글리Bill Langley

“모금할 때는 AI다. 채용할 때는 ML이다. 구현할 때는 선형회귀다. 디버깅할 때는 printf( )다.”
_ 바론 슈워츠Baron Schwartz

1
C H A P T E R

도입

이 책은 머신러닝의 기본을 이해하고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책 전체에서 사용하는 용어
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위해 용어 정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장을 읽고 나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동일한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와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원시raw
데이터와 깔끔한tidy 데이터, 훈련training 데이터와 홀드아웃holdout 데이터와 같은 용어에 익숙해질
것이다.
머신러닝을 언제 사용해야 할지, 언제 사용하지 말아야 할지, 모델 기반 및 인스턴스 기반, 심층
및 얕은, 분류 및 회귀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머신러닝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엔지니어링machine learning engineering의 범위를 정의하고 머신러닝 프로젝트 수명
주기를 소개할 것이다.

1

1.1

표기법 및 정의

먼저 기본적인 수학적 표기법을 설명하고 이 책에서 자주 사용하게 될 용어와 개념을 정의한다.

1.1.1 자료 구조
스칼라scalar1는 15 또는 -3.25와 같은 단순한 수치numerical value로, 스칼라값을 사용하는 변수variables

또는 상수constants는 x 또는 a와 같은 기울임꼴 문자로 표시한다.
벡터vector는 속성attributes이라고 하는 스칼라값의 순서가 있는 목록list으로, x나 w처럼 굵은 글꼴로

표시한다. 벡터는 또한 다차원 공간의 점뿐만 아니라 일부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시각화할
수 있다. 그림 1.1은 3개의 2차원 벡터, a = [2, 3], b = [-2, 5], c = [1, 0]를 보여준다. 벡터의 속성
은 w ( j )나 x ( j ) 같이 인덱스가 있는 기울임꼴 문자로 표현한다. 여기서 인덱스 j는 벡터의 특정 차
원dimension을 나타내는데, 이는 벡터를 표현하는 목록의 j번째 속성의 위치에 해당한다. 예를 들

6

6

5

5

4

4

3

3
x(2)

x(2)

어, 그림 1.1에서 검은색으로 표시한 벡터 a에서 a (1) = 2, a (2) = 3이다.

2

2

1

1

0

0

-1

-3

-2

-1

0

1

2

3

-1

-3

-2

-1

x(1)

0

1

2

3

x(1)

그림 1�1 방향과 점으로 시각화한 세 개의 벡터

x ( j ) 표기는 x 2(제곱)에서의 2, x 3(세제곱)에서의 3과 같은 거듭 제곱 연산자와 혼동하면 안 된다. 벡
터의 인덱싱된 속성에 제곱과 같은 거듭 제곱 연산자를 적용하려면 (x( j ))2와 같이 표시한다.
변수는 x (i j,) x (ik,)j 와 같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인덱스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경망에서 층

2

layer

l에서 단위unit u의 입력 특징 x의 j번째 속성은 x (lj,)u 로 나타낸다.

1

용어가 굵게 표시된 경우, 해당 용어는 책 끝의 색인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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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matrix은 행rows과 열columns로 구성된 숫자의 2차원 배열이다. 다음은 2개의 행과 3개의 열이 있

는 행렬의 예다.

행렬은 A, W와 같이 굵은 대문자로 표시한다. 위의 행렬 A 예에서 행렬은 벡터로 구성된 일반 구
조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위의 행렬 A의 열은 그림 1.1에 표시된 벡터 a, b, c이다.
집합set은 순서가 없고 중복이 없는 요소elements의 모음이다. 집합은

와 같이 붓글씨 대문자로 표

시한다. 유한한 숫자 집합(구성되는 값의 개수가 정해짐)의 경우 {1, 3, 18, 23, 235} 또는 {x 1, x 2, x 3,
x 4, ..., x n } 같이 나타낸다. 집합은 무한할 수 있고, 일정 구간 안에 있는 모든 값을 포함할 수도
있다. 집합이 a와 b를 포함하여 a와 b 사이의 모든 값을 포함하는 경우 대괄호를 사용하여 [a, b]
와 같이 표시한다. 집합이 a와 b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a , b)와 같이 괄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어, 집합 [0, 1]은 0, 0.0001, 0.25, 0.784, 0.9995 및 1.0값을 포함한다. 로 표시하는 특수
집합에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모든 실수를 포함한다.
요소 x가 집합
로운 집합

3

에 속하면 x ∈

와 같이 표현한다. 두 집합

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

3

1

∩

2

과

1

2

의 교집합intersection으로 새

와 같이 표현한다. 예를 들어, {1, 3, 5, 8}

∩ {1, 8, 4}는 {1, 8}이다.
두 집합

과

1

2

의 합집합union으로 새로운 집합

3

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3

←

1∪

2

와

같이 표현한다. 예를 들어, {1, 3, 5, 8} ∪ {1, 8, 4}은 {1, 3, 5, 8, 4}이다.
집합

의 크기는 | |와 같이 표기하는데, 이는 집합

가 포함하는 요소의 개수와 같다.

1.1.2 대문자 시그마 표기법
집합

나 벡터

의 요소의 합은 다

음과 같이 표시한다.

또는
여기서

표기는 ‘~로 정의됨’을 의미한다.

1.1 표기법 및 정의

3

벡터 x의 유클리드 노름은 ‖x‖로 표현하고, 이는 벡터의 ‘크기’ 또는 ‘길이’ 특성을 나타내고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그리고 두 벡터 a와 b 사이의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로 주어진다.

1.2

머신러닝이란?

머신러닝은 어떤 현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견본2 모음을 이용해서 유용한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컴
퓨터 과학의 하위 분야다. 이런 견본은 자연에서 얻거나 사람이 직접 만들거나 다른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할 수 있다.
머신러닝은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1) 데이터 세트dataset 수집
2) 해당 데이터 세트를 통해 통계 모델statistical model을 알고리즘적으로 훈련

통계 모델은 어떻게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이 책에서는 편의상 ‘학습
learning’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같은 이유로 통계 모델을 종

종 ‘모델’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학습에는 지도학습supervised, 준지도학습semi-supervised, 비지도학습unsupervised, 강화학습
reinforcement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1 지도학습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에서 데이터 분석가는 레이블링된 견본labeled examples 모음인 {(x1, y 1), (x2, y 2),.

2

4

옮긴이 머신러닝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데이터 세트의 개별 데이터를 나타내는 다양한 용어로 example, sample, instance, data point
등이 있음. 이 책에서는 원서에서 사용한 example을 견본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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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xN, yN )}으로 작업한다. N 개의 요소 중 각 요소 xi 를 특징 벡터feature vector라고 한다. 컴퓨터
과학에서 벡터는 1차원 배열로 표현하고, 이러한 1차원 배열은 인덱싱값으로 순서가 지정된 시퀀
스를 나타낸다. 이때 시퀀스의 길이 D를 벡터의 차원dimensionality이라고 한다.
특징 벡터는 1부터 D까지의 각 차원 j에 견본의 값이 있는 벡터다.3 이때 벡터의 각 요소값을 특
징feature4이라고 하고 이를 x (j)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세트의 각 견본 x가 사람을 나타내

는 경우 첫 번째 특징 x(1)은 키(cm 단위)를 나타내고 두 번째 특징 x (2)는 체중(kg 단위)을 나타내고
x (3)는 성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한가지 유의할 점은 데이터 세트의 모든 견본에서 특
징 벡터의 j 위치에 있는 특징은 항상 동일한 종류의 정보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즉, 데이터 세트
의 i번째 견본 xi 의 x i (2)가 kg 단위의 무게를 나타내는 특징인 경우, 데이터 세트의 다른 모든 견
본 xk (k = 1 ~ N , k ≠ i )에 대해서도 x k (2)는 kg 단위의 무게를 나타낸다. 레이블label yi 는 유한한
클래스class {1, 2, . . . , C }나 실수real number 또는 좀 더 복잡한 구조인 벡터, 행렬, 트리, 그래프에

속하는 하나의 요소를 나타낸다. 이 책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으면 yi 는 유한한 클래스 집합 중 하
나이거나 실수5를 나타낸다. 여기서 클래스는 견본이 속하는 범주category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메일 메시지에 대한6 스팸 감지 문제의 경우 스팸과 스팸 아님의 두 가지 클래스가
있다.
지도학습에서, 클래스를 예측하는 문제를 분류classification라고 하고 실숫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회
귀regression라고 한다. 이때 지도학습된 모델이 예측해야 하는 값은 목표target가 된다. 회귀의 예로는

직원의 업무 경험과 지식에 따라 해당 직원의 급여를 예측하는 문제가 있고, 의사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7에 환자의 특성을 입력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질병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경우, 이를 분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분류와 회귀의 차이는 그림 1.2와 같다. 분류에서는 학습 알고리즘이 서로 다른 클래스의 견본을
구분하는 선(더 일반적으로 초평면hyperplane)을 찾는다. 반면, 회귀에서는 학습 알고리즘이 훈련 견본
을 밀접하게 따라가는 선 또는 초평면을 찾는다.

3

4
5
6
7

옮긴이

[x (1), x (2), . . , x (j) , . . , x (D)]

옮긴이

관찰 대상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측정 가능한 경험적 속성

실수는 선을 따라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양이다. 예는 다음과 같다. : 0, -256.34, 1000, 1000.2.
옮긴이

이 경우 이메일 메시지가 데이터 세트의 견본에 해당한다.

옮긴이

의료용 AI 프로그램

1.2 머신러닝이란?

5

회귀

분류

y
x

y

(2)

x(1)

그림 1�2 분류와 회귀의 차이

x

지도학습 알고리즘supervised learning algorithm의 목표는 데이터 세트에서 얻은 특징 벡터 x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특징 벡터에 대한 레이블을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출력하는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 데이터 세트로 훈련한 모델은 환자에 대한 특징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환자가
암에 걸릴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델이 전형적인 수학 함수인 경우에도 모델이 입력을 받아서 입력의 일부 특징값을
‘찾고’ 유사한 견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값을 출력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해당 출력값
은 특징값이 유사한 견본에서 과거에 표시된 레이블과 ‘가장 유사한’ 숫자 또는 클래스다. 단순해
보이지만 의사 결정 트리 모델decision tree model과 k -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k-nearest neighbor algorithm도 이
와 거의 비슷하게 작동한다.

1.2.2 비지도학습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에서 데이터 세트는 레이블이 없는 견본 모음 {x1, x2, . . . , xN }이다.8

다시 말하지만, x는 특징 벡터이고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의 목표는 특징 벡터 x를 입력으로 받아서
다른 벡터로 변환하거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값으로 변환하는 모델을 만드
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집화clustering에서는 모델이 데이터 세트의 각 특징 벡터에 대한 군집cluster

ID를 반환한다. 군집화는 이미지나 텍스트 문서와 같은 대규모 객체 모음에서 유사한 객체 그룹
을 찾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분석가는 대규모의 레이블링되지 않은 견본 모음에서 샘플링한

8

6

옮긴이

앞에서 레이블링된 지도학습의 견본 모음은 {(x1, y1), (x2, y2), . . . , (xN , yN )}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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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대표적이면서도 작은 규모의 견본 부분 집합을 군집화를 통해서 수동으로 레이블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규모 데이터 모음에서 직접 샘플링하지 않고 각 군집에서 몇 개의 견본을
샘플링함으로써 서로 매우 유사한 견본만 샘플링할 위험이 있다.
차원 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9에서 모델의 출력은 입력보다 차원이 낮은 특징 벡터다. 예를 들어, 과

학자10가 시각화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특징 벡터(3차원 이상)의 경우, 차원 감소 모델을 통해 그러
한 특징 벡터를 2차원이나 3차원의 새로운 특징 벡터(정보를 어느 정도 보존하는)로 변환할 수 있다.11
이러한 새로운 특징 벡터는 차원이 축소되어 그래프로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치 검출outlier detection에서 출력은 입력 특징 벡터가 데이터 세트의 ‘일반’ 견본과 어떻게 다른지

를 나타내는 실수real number의 값이다. 이러한 이상치 검출은 네트워크 침입 문제를 해결하거나(‘정
상’ 트래픽에서의 일반적인 패킷과 다른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패킷을 검출함) 새로운 항목(기존 문서 모음과
다른 문서)을 검출하는 데 유용하다.

1.2.3 준지도학습
준지도학습semi-supervised learning에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에는 레이블링된 견본과 레이블링되지 않은

견본이 모두 있는데, 일반적으로 레이블링되지 않은 견본의 수가 레이블링된 견본의 수보다 훨씬
많다. 준지도학습 알고리즘semi-supervised learning algorithm의 목표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의 목표와 동일하
지만, 여기서 기대하는 것은 레이블이 없는 많은 견본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학습 알고리즘이
더 나은 모델로 개선(‘생산’ 또는 ‘계산’이라고도 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2.4 강화학습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은 주어진 환경environment에서 머신machine(에이전트라고도 함)의 ‘행동에 따른’

해당 환경의 상태state를 특징 벡터로 사용하는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다. 머신은 종료되지 않은 상
태non-terminal states에서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 다른 행동은 서로 다른 보상을 가져오고 머신을 다
른 환경 상태로 옮길 수도 있다.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공통된 목표는 최적의 정책policy을 학습하
는 것이다.
최적의 정책은 상태의 특징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해당 상태에서의 최적 행동을 출력하는 함수
(지도 학습의 모델과 유사함)다. 행동은 예상되는 평균 장기 보상average long-term reward을 극대화할 경우

9

10

11

옮긴이

4.8절 참고

옮긴이

이 책에서는 ‘과학자’는 ‘데이터 과학자’를 지칭한다.

옮긴이

대표적인 시각화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SNE-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등이 있다.

1.2 머신러닝이란?

7

에 최적이 된다.
강화학습은 의사 결정이 순차적이고 게임 플레이, 로봇 공학, 자원 관리 또는 물류와 같이 목표
가 장기적인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 책에서는 대부분 지도학습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그러나 책에서 제시하는
모든 설명 내용은 다른 유형의 머신러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1.3

데이터와 머신러닝 용어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용어(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원시 데
이터, 깔끔한 데이터, 학습 데이터, 홀드아웃 데이터)와 머신러닝과 관련된 용어(예를 들어, 기준점, 초매개
변수, 파이프라인 등)를 소개한다.

1.3.1 직접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는 작업할 데이터를 직접적으로directly 또는 간접적으로indirectly 사용하여 견본

x를 구성할 수 있다.
단어 시퀀스를 모델의 입력으로 개체 인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보자. 이때의 출력은 입력과 길
이가 같은 레이블 시퀀스12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입력받으려면 각 자연어 단어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속성 배열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를 특징 벡터13라고 한다. 특징 벡터의 어떤 특징은 특정 단어를 사전의 다른
단어와 구별하는 정보를 나타내고, 또 다른 특징은 특정 시퀀스에 있는 단어의 모양(소문자, 대문
자, 단어의 첫 문자 등)과 같은 추가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또는 이 단어가 사람 이름의 첫 번째 단

어인지 또는 위치나 조직 이름의 마지막 단어인지를 나타내는 이진binary 속성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진 특징을 만들기 위해 사전, 룩업 테이블, 지명 사전, 단어를 예측하는 다른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단어 시퀀스 모음은 학습 견본을 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12

13

8

예를 들어, 레이블은 {‘위치’, ‘조직’, ‘사람’, ‘기타’} 집합의 값이다.
‘속성(attribute)’과 ‘특징(feature)’이라는 용어는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 책에서 ‘속성’이라는 용어는 견본의 특성(specific property)
을 설명하고 ‘특징’이라는 용어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특징 벡터 x의 위치 j에 있는 값 x (j)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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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에 사전, 룩업 테이블, 지명 사전에 포함된 데이터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로 이런
추가 특징은 특징 벡터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특징 벡터를 만드는 데에는 사
용할 수 없다.

1.3.2 원시 데이터와 깔끔한 데이터
방금 논의했듯이 직접 사용하는 데이터는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는 개체entities 모음이다. 해당 데
이터 모음의 각 개체는 훈련 견본training example으로 변환할 수 있다. 원시 데이터raw data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 형태의 개체 모음으로, 이러한 원시 데이터의 예로는 워드 문서, JPEG 파일이 있는데,
이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14
머신러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깔끔한 데이터가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15 깔끔한 데
이터tidy data는 스프레드시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림 1.3과 같이 각 행은 하나의 견본을 나타내

고 열은 해당 견본의 다양한 속성attribute을 나타낸다. 이러한 원시 데이터가 스프레드시트 형식으
로 깔끔하게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원시 데이터에서 깔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가는 특징 공학feature engineering이라는 절차를 직접 데이터direct data에 적용하고 필
요하다면 선택적으로 간접 데이터indirect data에도 적용해서 각 원시 견본을 특징 벡터 x로 변환한
다. 특징 공학은 4장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속성

견본
견본

그림 1�3 깔끔한 데이터: 행은 견본이고 열은 속성

일부 작업의 경우 학습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견본은 벡터 시퀀스sequence, 행렬 또는 행렬 시퀀
스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데이터의 깔끔함tidiness에 대한 개념은 이러한 알

14

15

옮긴이

머신러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깔끔한 데이터일 필요가 있다.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라는 용어는 형식이 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요소를 지정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구조
화되지 않은 데이터의 예로는 사진, 이미지, 비디오,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게시물, PDF, 텍스트 문서, 이메일이 있다. ‘반(半)구조화된
데이터’ 라는 용어는 데이터 요소의 구조가 해당 데이터 요소에 인코딩된 일부 정보 유형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 요소를 의미
한다. 반구조화된 데이터(semi-structured data)의 예로는 로그 파일, 쉼표 및 탭으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 JSON 및 XML 형식의 문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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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정의한다. 즉, 단지 ‘고정된 너비의 행으로 구성된 스프레드시트’를
고정된 행과 열을 갖는 행렬, 또는 행렬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일반화한 텐서tensor로 대체한다.
‘깔끔한 데이터’라는 용어는 해들리 위컴Hadley Wickham이 쓴 같은 제목의 논문에서 처음 사용했다.16
이번 절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데이터가 깔끔하더라도 특정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는 아
직 사용할 수 없다. 사실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수치형 특징 벡터 형태의 훈련 데이터
training data

세트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3에 표시된 데이터를 보면, ‘지역’ 속성은 수치형numerical

값이 아닌 범주형categorical 값이다. 의사 결정 트리 학습 알고리즘은 범주형 값을 갖는 속성을 사
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습 알고리즘은 그렇지 않다. 4장의 4.2절에서 범주형 속성categorical
attributes을

수치형 특징numerical feature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관련 학술 문헌에서 ‘견본’이라는 용어는 학습 방법에 따라 선택적으로 레이
블링되어 있는 깔끔한 데이터를 나타낸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고려할 데이터 수집과 레이블링 단
계에서의 견본은 여전히 이미지, 텍스트, 스프레드시트의 행에 범주형 속성이 있는 원시 형태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이런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 일부 데이터가 아직 특징
벡터로 변환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시 견본raw example이라고 명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견
본은 깔끔한 형태의 특징 벡터라고 가정한다.

1.3.3 훈련 및 홀드아웃 세트
실제로 데이터 분석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다른 견본으로 작업한다.
1) 훈련 세트training set
2) 검증 세트validation set17
3) 테스트 세트test set

일단 견본 모음의 형태로 데이터를 얻은 후에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견본
을 섞고 데이터 세트를 훈련training, 검증validation, 테스트test의 세 가지 세트로 분할하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이 중에서 훈련 세트의 크기가 가장 크고, 학습 알고리즘은 훈련 세트를 사용하여 모델을
생성한다. 검증 세트와 테스트 세트의 크기는 거의 동일하지만, 훈련 세트의 크기보다는 훨씬 작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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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dy data〉(Wickham Hadley,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59.10: 1-23, 2014)
일부 문헌에서는 검증 세트를 ‘개발 세트(development set)’라고도 한다. 때때로 레이블링된 견본이 부족할 때 분석가는 검증 세트 없이 작
업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5장의 교차 검증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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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 알고리즘은 모델 훈련을 위해 검증 세트와 테스트 세트의 견본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검증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홀드아웃 세트holdout set라고도 부른다.
데이터 세트를 하나의 세트가 아닌 세 가지 세트로 구성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모델을 훈련할 때
학습 알고리즘이 이미 사용한 견본의 레이블만 잘 예측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모든 훈련 견본을 암기한 다음 암기한 것을 이용하여 레이블을 ‘예측’하는 시시한 알고리즘은 훈
련 견본에 대한 레이블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알고리즘은 실제로는 쓸모가
없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학습 알고리즘이 훈련에 사용하지 않은 견본을 잘 예측하는 모델이다.
즉, 홀드아웃 세트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줘야 한다.18
검증 세트를 통해 1) 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2) 해당 모델의 가장 좋은 성능을 얻는 데 적합한
설정값(초매개변수라고 함)을 찾기 위해서 하나가 아닌 두 개의 홀드아웃 세트가 필요하다. 모델을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운영 환경에 설치하기 전에 테스트 세트를 이용하여 모델을 평가한다. 그렇
기 때문에 검증 세트, 테스트 세트의 정보가 학습 알고리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렇지 않으면 검증 결과와 테스트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데이터 누출
data leakage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3장의 3.2.8절과 다음 장에서 살펴볼 중요한 현상이다.

1.3.4 기준점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의 기준점은 휴리스틱, 간단한 요약 통계, 랜덤화 또는 매우 기본적인 머
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이다. 예를 들어, 분류 문제의 경
우 기준 분류기를 선택하고 성능을 측정한다. 앞으로 개발하는 모델(일반적으로 보다 정교한 접근 방
식을 사용하여 구축함)은 이러한 기준이 되는 분류기의 성능과 비교한다.

1.3.5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머신러닝 파이프라인pipeline은 초기 상태부터 모델 마무리까지 데이터 세트에 대해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파이프라인에는 데이터 분할, 결측19 데이터 대체imputation of missing data, 특징 추출, 데이터 증강

18

19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데이터가 속한 통계 분포의 대부분의 랜덤 샘플에서 모델이 잘 수행되기를 원한다. 모델이 데이터의 알려지지 않은
분포에서 랜덤하게 추출된 홀드아웃 세트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면 모델이 다른 랜덤 데이터 샘플에서도 잘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옮긴이

누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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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mentation,

클래스 불균형 감소, 차원 감소, 모델 훈련과 같은 단계가 있다.

실제로 운영 환경에 모델을 배포할 때는 일반적으로 전체 파이프라인을 배포한다. 그리고 초매개
변수를 조정해서 전체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한다.

1.3.6 매개변수와 초매개변수
초매개변수hyperparameters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파이프라인의 입력으로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초매개변수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으며 훈련을 통해 학습하지 않는다.21 초
매개변수의 예로는 의사 결정 트리 학습 알고리즘decision tree learning algorithm의 최대 깊이, 서포트 벡
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의 오분류 페널티,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의 k, 차원 감소의 목표
차원, 결측 데이터 대체 기술의 선택 등이 있다.
반면에 매개변수parameter는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훈련하는 모델을 정의하는 변수로, 훈련 데이터
를 통해 학습 알고리즘이 직접 갱신한다. 어떤 의미에서 학습의 목표는 모델을 최적화하는 매개
변숫값을 찾는 것이다. 선형회귀 방정식 y = wx + b에서 w와 b는 매개변수에 해당하고 x는 모
델의 입력, y는 출력(예측)이다.

1.3.7 분류와 회귀
분류classification는 레이블이 없는 견본unlabeled example에 자동으로 레이블label을 할당하는 문제다. 분류

문제의 유명한 예로는 스팸 검출이 있다.
머신러닝에서 분류 문제는 분류 학습 알고리즘classification learning algorithm으로 해결한다. 분류 학습 알
고리즘은 레이블링된 견본 모음을 입력으로 받아서 모델model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레
이블링되지 않은 새로운 견본을 입력으로 받아서 직접 레이블을 출력하거나 분석가가 레이블을
추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숫자를 출력한다. 이러한 숫자는 입력 데이터 요소가 특정 레이블을
가질 확률에 해당한다.
분류 문제에서 레이블은 유한한 클래스classes 집합의 구성 요소다. 클래스 집합의 크기가 2개(‘아픈’/
‘건강한’, ‘스팸’/ ‘스팸 아님’)이면 이진 분류binary classification(이항 분류binomial라고도 함)라고 한다. 반면에 다

중 클래스 분류multiclass classification(다항 분류multinomial라고도 함)는 세 개 이상의 클래스가 있는 분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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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매개변숫값은 훈련을 마친 후에 검증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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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다.22
일부 학습 알고리즘은 자연스럽게 두 개 이상의 클래스로 확장할 수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알고리
즘은 본질적으로 이진 분류 알고리즘이다. 이진 분류 학습 알고리즘을 다중 클래스 분류 알고리
즘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있는데, 6장의 6.5절에서 그중 하나인 하나 대 나머지에 대해 살펴본다.
회귀는 레이블이 없는 견본이 주어질 때 실제 값을 예측하는 문제다. 면적, 침실 수, 위치 등과 같

은 주택 특징을 바탕으로 주택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회귀의 예다.
회귀 문제는 레이블링된 견본 모음을 입력으로 받아서 모델을 생성하는 회귀 학습 알고리즘regression
learning algorithm으로
target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델은 레이블이 없는 견본을 입력으로 받아서 목표

출력한다.

1.3.8 모델 기반 학습과 인스턴스 기반 학습
대부분의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모델 기반model-based이고, 대표적인 모델은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이다.

모델 기반 학습 알고리즘은 훈련 데이터를 통해 모델의 매개변수를 학습하는

데, SVM의 경우 두 매개변수는 w(벡터)와 b (실수)다. 모델을 훈련한 후에는 훈련 데이터는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 매개변수만 저장한다.
인스턴스 기반 학습 알고리즘instance-based learning algorithm은 전체 데이터 세트를 모델로 사용한다. 실제

로 자주 사용되는 인스턴스 기반 알고리즘은 k -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k-Nearest Neighbor, kNN이다. 분류
를 할 때, kNN 알고리즘은 입력 견본에 대한 레이블을 예측하기 위해 특징 벡터 공간에서 입력
견본 주위의 가까운 이웃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이웃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출력한다.

1.3.9 얕은 학습과 딥러닝
얕은 학습shallow learning 알고리즘은 훈련 견본의 특징으로부터 직접 모델의 매개변수를 학습한다.
대부분의 초기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얕다. 이에 반해 신경망neural network 학습 알고리즘, 특히 입력
과 출력 사이에 두 개 이상의 층layer이 있는 신경망을 구축하는 알고리즘은 예외적으로 복잡하다.
이러한 신경망을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s이라고 하는데, 얕은 학습과 달리 심층 신경망 학습
(또는 간단히 딥러닝deep learning)에서 대부분의 모델 매개변수는 학습 견본의 특징에서 직접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층의 출력으로부터 학습한다.

22

대부분은 견본당 하나의 레이블이 있는 문제다.

1.3 데이터와 머신러닝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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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훈련과 채점
모델을 얻기 위해 데이터 세트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모델 훈련model training 또는 단
순히 훈련이라고 한다.
예측(또는 다수의 예측)을 하거나 어떻게든 입력을 변환하기 위해 훈련한 모델을 입력 견본(또는 견
본 시퀀스)에 적용하는 것을 채점scoring23이라고 한다.

1.4

머신러닝을 사용해야 할 때

머신러닝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
로 올바른 상황context에서 사용해야 한다. 자칫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
는 것은 과욕이 될 수 있다.
머신러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4.1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코딩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커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칙을 작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분 해결이 가능하고 이러한 해결 방법이 효과적인 경우 머신러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스팸 검출을 들 수 있는데, 스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검출해 내고 진짜 메시지는
수신함에 제대로 도달하도록 하는 완벽한 로직을 구현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려할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발신인이 연락처에 없는 모든 메시지를 거부하도록 스팸 필터를 프로그래밍하면 회의
에서 명함을 받은 사람의 메시지를 스팸 처리할 위험이 있다. 작업과 관련된 특정 키워드가 포함
된 메시지를 예외로 설정하면 자녀의 선생님이 보내는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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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따라 앞에서와 같은 복잡한 조건으로 인해 프로그래밍 코드에 너무 많은 조건 처리과 예외
가 발생하여 결국 해당 코드를 유지보수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머신러닝을 이용해
‘스팸’ / ‘스팸 아님’ 견본에 대한 분류기를 훈련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유일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코드 작성의 또 다른 어려움은 인간이 매개변수가 너무 많은 입력에 대한 예측
문제를 어려워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러한 매개변수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 그렇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지 여부를 예측하는 문제
를 생각해 보자. 나이, 급여, 계좌 잔고, 과거 납입 빈도, 결혼 여부, 자녀 수, 소유하고 있는 자동
차의 제조업체와 연식, 부동산 담보 대출 잔고 등 수백 개의 숫자가 각 대출자를 나타낸다. 이러
한 숫자 중 일부는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할 수 있고, 일부 숫자는 그 자체로는 덜 중요할 수 있지
만 다른 숫자와 함께 고려하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어렵다. 사람을 설명하는 모든 속성에
대한 매개변수를 최적의 방식으로 결합하여 예측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4.2 문제가 지속적으로 변할 때
일부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코드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업무
부담 가중, 오류 발생 가능성 증가, ‘이전’ 논리와 ‘새로운’ 논리 결합의 어려움, 업데이트된 설루션
테스트와 배포에 대한 상당한 비용 발생 등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웹페이지 모음에서 특정 데이터 요소를 스크랩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웹페이지 모음
의 각 웹페이지에 대해서 ‘<body>에서 세 번째 <p> 요소를 선택한 다음, 해당 <p> 안에 있는 두
번째 <div>에서 데이터를 선택한다’와 같은 고정된 형식의 데이터 추출 규칙 세트를 작성한다고 가
정해 보자. 그런데 만약 웹페이지의 디자인이 변경되어서 스크랩한 데이터가 두 번째나 네 번째
<p> 요소에 포함된다면 추출 규칙이 틀리게 된다. 스크랩해야 하는 웹페이지가 많으면(수천 개의
URLs 수준), 매일같이 틀린 규칙이 발생하고, 끝없이 그 규칙을 고쳐야 할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

이 매일 그러한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거의 없을 것이다.

1.4.3 지각 문제일 때
오늘날 머신러닝을 사용하지 않은 채 음성, 이미지, 동영상 인식과 같은 직관력이 필요한 문제

1.4 머신러닝을 사용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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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ve problem

해결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미지를 고려해 보자. 이미지는 수백만 픽셀로 표현되는

데, 각 픽셀은 빨간색, 녹색, 파란색 채널의 강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숫자로 표현된다. 과거에는
엔지니어들이 정사각형 픽셀 패치에 수작업으로 만든 ‘필터’를 적용해서 이미지 인식(사진 속 내용
검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속의 잔디를 ‘검출’하도록 설계된 필터와 갈색 털

을 검출하도록 설계된 두 필터 모두 다수의 픽셀 패치에서 높은 출력값을 반환한다면 이미지는
들판에 있는 소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편의상 다소 단순화한 경우임).
오늘날 지각 문제는 신경망과 같은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신경망 훈
련 문제는 6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4.4 연구되지 않은 현상일 때
만약 과학적으로 잘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관찰 가능한 견본이 있는 어떤 상황을 예측해야 하는
경우 머신러닝이 적절한(경우에 따라서는 유일하게 이용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머신
러닝을 통해 환자의 유전, 감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정신건강 약물 선택 항목을 제공할
수 있다. 의사는 이러한 데이터를 해석하여 최적의 권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머신러닝으로
수천 명의 환자를 분석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약물 분자가 특정 환자에게 도
움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예측할 수 있다.
관찰 가능하지만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분야의 또 다른 예는 복잡한 컴퓨팅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로그다. 이러한 로그는 여러 독립 프로세스 또는 상호 종속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된다. 인간의 경
우, 각 프로세스 간의 상호 종속성 모델 없이 로그만으로 시스템의 미래 상태를 예측하기는 어렵
다. 기록 로그 레코드의 견본이 충분히 많으면(대개 그렇다), 머신은 로그에 숨겨진 패턴을 학습하
고 각 프로세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예측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찰된 행동을 바탕으로 사람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서는
사람의 정확한 뇌 모델은 없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견본은 쉽게 이용할 수 있다(온라인
게시물, 댓글, 기타 활동의 형태). 소셜 네트워크에 배포된 머신러닝 모델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러한

표현만으로 그 사람에게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다른 사람과 인맥 연결을 추천할 수 있다.

1.4.5 문제의 목적이 단순할 때
머신러닝은 예/아니요 결정이나 단일 숫자 형태의 간단한 목표로 정의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특
히 적합하다. 반대로, 머신러닝으로 마리오Mario와 같은 일반 비디오 게임이나 워드Word와 같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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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기는 어렵다. 이는 무엇을 표시할지, 사용자 입
력에 대한 반응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해야 하는지, 하드 드라이브에서 무엇을 읽거나
기록해야 할지 등 너무 많은 다양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결정(또는 대
부분)을 설명하는 견본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4.6 비용 효율적인 경우
머신러닝의 세 가지 주요 비용 요인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수집, 준비, 정제

•

모델 훈련

•

모델을 서비스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운영,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 자원

모델 훈련 비용에는 인적 노동력과 경우에 따라 심층 모델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값비싼 하드웨
어가 포함된다. 모델 유지보수에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델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추가 데이터 수집이 포함된다.

1.5

머신러닝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머신러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이 있다. 그러한 문제를 모두 특징짓기는 어려우므로, 여
기서는 몇 가지 힌트만 고려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시스템의 모든 조치나 결정이 설명 가능해야 한다.

•

유사한 상황에서 과거 동작과 비교하여 시스템 동작의 모든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따른 비용이 너무 높다.

•

가능한 한 빨리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한다.

•

올바른 데이터를 얻는 것이 너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

기존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간단한 휴리스틱이 합리적으로 잘 작동한다.

1.5 머신러닝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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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서 너무 많고 다양한 결과가 발생하지만(비디오 게임이나 워드프로세서에서처럼)
이를 표현할 충분한 견본을 얻을 수 없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주 개선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모든 입력에 대한 예상 출력으로 전체 룩업 테이블을 수동으로 채울 수 있다(즉, 가능한 입
력의 개수가 너무 많지 않거나 출력을 빠르고 저렴하게 얻을 수 있음).

1.6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이란?

머신러닝 엔지니어링machine learning engineering, MLE은 머신러닝과 기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과학
적 원리, 도구, 기술을 통해 복잡한 컴퓨팅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이다. MLE는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훈련, 제품이나 고객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단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가 24는 비즈니스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고 제
한된 개발 환경에서 모델을 평가하는 데 관심이 있다. 반면에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다양한 시스템
과 위치에서 데이터를 조달하고, 전처리하고, 특징을 얻기 위해 프로그래밍하고, 효과적인 모델을
훈련하는 데 관심이 있다. 여기서 효과적인 모델은 운영 환경에서 실행되고, 다른 생산 프로세스
와 잘 연동되고, 안정적이며 유지보수 가능하고, 다양한 사용 사례에서 여러 유형의 사용자가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다.
다시 말해서, MLE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효과적인 생산 시스템의 일부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실제로,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데이터 분석가가 다소 느린 R, 파이썬25으로 작성한 코드를 보다 효
율적인 자바Java나 C++로 다시 작성하고, 이 코드를 확장하고, 더 강건하게 만들고, 코드를 배포
하기 쉬운 버전의 패키지 코드로 패키징하고, 운영 환경과 호환되고 올바르게 실행되는 모델을 생
성하도록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최적화한다.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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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경부터 데이터 과학자는 인기 있는 직업이 되었다. 안타깝게도 기업과 전문가는 용어 정의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 대신 분석 준비
가 된 데이터에 수치 또는 통계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여 ‘데이터 분석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파이썬의 많은 과학 모듈은 실제로 빠른 C/C ++로 구현되어 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가가 작성한 파이썬 코드는 여전히 느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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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조직에서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수집, 변환, 특징 공학과 같은 일부 MLE 작업을 수행한
다. 반면에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학습 알고리즘 선택, 초매개변수 조정, 모델 평가를 포함한 일부
데이터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과
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동작이 결정되어 있는 기존 소프트웨어와 달리 머신러닝 애플
리케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성능이 저하되거나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모델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입력 데이터의 근본적인
변화, 특징 추출기 업데이트로 인해 다른 유형의 값이나 다른 분포를 갖는 값의 반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종종 머신러닝 시스템이 ‘조용히 실패한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이러한 오류를 예방하거나 또는 완전히 예방할 수 없는 경우엔 오류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1.7

머신러닝 프로젝트 수명주기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비즈니스 목표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분석
가는 고객,26 데이터 분석가와 협력하여 비즈니스 문제를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로 변환한다. 엔지
니어링 프로젝트에는 머신러닝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이 책에서는 머신러
닝이 관련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고려한다.
일단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가 정의되면, 이 부분이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이 다루는 범위의 시작점이
된다. 광범위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범위에서 머신러닝은 먼저 명확한 목표goal를 수립해야 한다.
머신러닝의 목표는 통계 모델이 입력받는 것, 출력으로 생성하는 것, 모델의 허용 가능한(또는 허
용되지 않는) 동작의 기준을 지정하는 것이다.

26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조직에서 개발하고 판매하는 제품을 지원하는 경우, 비즈니스 분석가는 제품 담당자와 협력한다.

1.7 머신러닝 프로젝트 수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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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분석가와 데이터 분석가

비즈니스 문제

목표 정의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레이블러(labeler)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수집과
준비

특징 공학

모델 훈련

모델 평가

모델 유지보수

모델 모니터링

모델 서빙

모델 배포

비즈니스 분석가와
데이터 분석가

데브옵스27

그림 1�4 머신러닝 프로젝트 수명주기

머신러닝의 목표가 반드시 비즈니스 목표와 동일하지는 않다. 비즈니스 목표는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지메일에 대한 구글의 비즈니스 목표는 지메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이메일 서비스로 만드는 것이다. 구글은 이러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머신
러닝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목표 중 하나는 90%
이상의 정확도로 기본 이메일과 프로모션 광고를 구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27
전체적으로 그림 1.4에 도식적으로 표현된 머신러닝 프로젝트 수명주기에는 1) 목표 정의, 2) 데이
터 수집 및 준비, 3) 특징 공학, 4) 모델 훈련, 5) 모델 평가, 6) 모델 배포, 7) 모델 서빙,28 8) 모델
모니터링, 9) 모델 유지보수 단계가 있다.
그림 1.4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의 범위(이 책의 범위와 같음)는 주황색 영역에 해당한다. 실선 화
살표는 프로젝트 단계의 일반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점선 화살표는 일부 단계에서 프로세스로 다
시 돌아가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다른 데이터를 수집하고 특징을 수정할 수 있음을 나
타낸다(일부는 폐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공학적으로 처리함).
위에서 언급한 모든 단계는 이 책의 각 장에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다룬다. 하지만 먼저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프로젝트의 목표를 정의한 다음 머신러닝팀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 장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다룬다.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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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운영의 합성어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정보기술 전문가 간의 소통, 협업 및 통합을 강조하는 개발 환경이
나 문화를 말한다.
옮긴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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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요약

모델 기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훈련 견본을 입력으로 받아서 모델을 출력한다. 인스턴스 기반 머
신러닝 알고리즘은 전체 훈련 데이터 세트를 모델로 사용한다. 훈련 데이터는 모델 훈련에 사용하
지만 홀드아웃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특징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해당 특징 벡터에 대한 예측을 출력하는 모델
을 만든다.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은 특징 벡터 입력을 유용한 것으로 변환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분류는 입력 견본에 대해서 유한 클래스 집합 중 하나를 예측하는 문제이고, 반면에 회귀는 수치
적 목표를 예측하는 문제다.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직접 사용하는 데이터는 견본 데이터 세
트 구성의 기초가 된다.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이러한 견본을 강화하는 데 사용한다.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는 깔끔해야 한다. 깔끔한 데이터 세트는 각 행이 견본이고 각 열이 견본
속성 중 하나인 스프레드시트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깔끔할 뿐만 아니라
범주형이 아닌 수치형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특징 공학은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사용할
수있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다.
모델이 단순한 휴리스틱보다 더 잘 작동하도록 하려면 기준점이 필수적이다.
사실상, 머신러닝은 데이터 분할, 결측 데이터 대체, 클래스 불균형 및 차원 감소, 모델 훈련에 이
르는 데이터 변환의 연쇄 단계를 포함하는 파이프라인으로 구현된다. 일반적으로 전체 파이프라
인의 초매개변수는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렇게 최적화된 전체 파이프라인을 배포하여 예
측에 사용한다.
모델의 매개변수는 훈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화한다. 초매개변수의 값
은 학습 알고리즘으로 학습할 수 없으며 훈련을 마친 후에 검증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조정한
다. 테스트 세트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고객이나 제품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데만 사용
한다.
얕은 학습 알고리즘은 입력 특징에서 직접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을 훈련한다.29 반면에, 딥러닝

29

옮긴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훈련한다’는 그 자체로 사역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문맥상 ‘훈련시킨다’라는 표현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훈련한다’로 통일한다.

1.8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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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은 각 층이 이전 층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을 생성하는 계층화된 모델을 훈련
한다.
코딩하기에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지각과 관련된 문제이고, 연구되지
않은 현상이고, 간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비용 효율적일 때 머신러닝으로 비즈니스 문제를 해
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머신러닝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설명이 가능해야 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
는 경우, 기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비용이 덜 드는 경우, 모든 입력과 출력을 열거하고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경우, 데이터를 얻기 어렵거나 너무 비쌀 때가 그런 경우다.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은 복잡한 컴퓨팅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기 위해 머신러닝 및 기존 소프
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과학적 원리, 도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MLE는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훈련, 제품 또는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포함한다.
머신러닝 프로젝트 수명주기는 1) 목표 정의, 2) 데이터 수집 및 준비, 3) 특징 공학, 4) 모델 훈련,

5) 모델 평가, 6) 모델 배포, 7) 모델 서빙, 8) 모델 모니터링, 9) 모델 유지보수 단계로 구성된다.
이 책의 각 장에서 모든 단계를 하나씩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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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도입

2
C H A P T E R

프로젝트 시작 전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우선순위 지정은 불가피한데, 팀과
장비의 수용 능력에 비해 조직에서 해결해야 할 프로젝트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복잡도를 추정해야 하지만, 머신러닝에서는 필요한 모델 품질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필요한 데이터 양, 필요한 특징과 특징의 수와 같은 것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복잡도 추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머신러닝 프로젝트에는 잘 정의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프로젝트의 목표에 따라 팀을 적
절히 조정하고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우선순위 및 목표설정, 그리고
이와 연관된 활동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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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결정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프로젝트가 미치는
영향과 비용이다.

2.1.1 머신러닝의 영향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머신러닝을 사용하면 효과가 크다.
1) 머신러닝이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복잡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거나
2) 저렴하지만(아마도 불완전할 수 있는) 예측을 얻는 데 큰 이점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기존 시스템의 규칙 기반 부분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중첩된 규칙과 예외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류가 발생하기도 쉽다. 또한, 시스템의 해당 부분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상당한 어
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규칙을 프로그래밍하는 대신에 머신러닝을 통해 스스로 배
우도록 할 수 있을까? 기존 시스템을 통해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쉽게 생성할 수 있을까? 만약 그
렇게 할 수 있다면, 해당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영향이 크고 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요청을 발송하는 시스템에서는 저렴하고 불완전한 예측도 나름 의미가 있다. 많
은 요청 중 대부분은 ‘쉽고’ 이는 기존의 자동화 방법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
면,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는 나머지 요청만 인간이 처리하면 된다.
머신러닝 기반 시스템이 ‘쉬운’ 작업을 인식하고 이를 자동화함으로써 인간은 어려운 요청에만 노
력과 시간을 집중하여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발송기dispatcher의 예측에 오류가 있어서
어려운 요청이 자동화 처리기에 보내져서 실패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 해당 요청을 다시 받게 된
다. 실수로 사람이 쉬운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사람이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결국, 대부분
의 쉬운 요청은 여전히 자동화 처리기로 보내지고 때로 오류가 있을 때만 사람이 처리하면 된다.

2.1.2 머신러닝의 비용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머신러닝 프로젝트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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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난이도

•

데이터 비용

CHAPTER 2 프로젝트 시작 전

•

요구되는 정확도

적절한 데이터를 충분히 얻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특히 수동 레이블링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 그렇다. 높은 정확도가 요구된다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심층 신경망 아키텍처architecture
나 정교한 앙상블ensembling 아키텍처와 같은 더 복잡한 모델로 훈련해야 한다.
문제의 난이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현된 알고리즘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용 가능한 경우 문제가 크게 단순화됨)

•

모델을 구축하거나 실제 환경(운영 환경)에서 실행하는 데 높은 계산 성능이 필요한지 여부

비용의 두 번째 요인은 데이터인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 생성이 가능한 경우 문제가 크게 단순화됨)

•

데이터의 수동 주석 처리annotation 비용은 얼마인가(즉, 레이블 없는 견본에 레이블 할당)

•

얼마나 많은 견본이 필요한가(일반적으로 사전에 알 수는 없지만 알려진 발표 결과나 조직의 자체

비용

경험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음)

80%

90%

99%

99.9%

정확도

그림 2�1 요구되는 정확도에 따른 비용의 초선형적(superlinear) 증가

2.1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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