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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로널드 크노이젤Ronald T. Kneusel은 2003년부터 업계에서 심층학습 개발자로 일해왔다. 2016년 콜로

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에서 기계학습 전공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이 책 외에 세 권의 책
Practical Deep Learning: A Python-Based Introduction(No Starch Press), Numbers and Computers(Springer),
Random Numbers and Computers(Springer)를 썼다.

감수자
데이비드 고로데츠키David Gorodetzky는 원격 감지(remote sensing)와 기계학습의 교집합에서 일하는

연구 과학자이다. 2011년부터 정부 용역 기술 회사의 소규모 연구팀을 이끌면서 다양한 원격 감지
문제들에 대한 심층학습 해법을 개발했다. 행성 지질학과 지구물리학으로 경력을 시작한 그는 환경
컨설팅으로 진로를 바꾸어서 대학원에서 극지방 빙핵에서 고기후를 복원하는 문제를 연구했으며,
이후 위성 원격 감지 분야에 정착했다. 그는 항공우주, 정밀 농업, 정찰, 바이오테크, 미용 등 다양
한 분야의 고객을 위해 이미지 분석 및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룹의
주 컨설턴트로 15년 넘게 일했다.

옮긴이
옮긴이 류광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예술》 시리즈와 《UNIX 고급 프로그래밍》 제2판·제3판,
《Game Programming Gems》 시리즈를 비롯해 80여 종의 다양한 IT 전문서를 옮긴 전문 번역가이
다. 수학 관련 번역서로는 《구체 수학》, 《3D 게임 프로그래밍 & 컴퓨터 그래픽을 위한 수학》 제1판·
제2판 등이 있고 심층학습 관련 번역서로는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제4판, 《심층 학습》, 《신경
망과 심층 학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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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감수자·옮긴이 소개

옮긴이 머리말

1990년대부터 소위 ‘인공지능의 두 번째 겨울’을 겪다가 2010년대 심층학습(딥러닝deep learning) 기술
로 부활한 인공지능 분야는 해를 거듭하면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세계 최정상
급 프로기사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이후에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성과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최근

DALL·E(https://openai.com/blog/dall-e/)가 그려낸 이미지들을 보면 “충분히 발달한 기술은 마법과 구
분할 수 없다”라는 아서 C. 클라크(SF 작가)의 말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이런 성과들 때문에 심층학
습을 필두로 한 인공지능 기술에 근거 없는 환상을 가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도 생
깁니다. 개발자로서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심층 신경망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심층학습의 핵심 알고리즘인 역전파와 경사하강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역전파와 경사하강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이 책은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은이가 쓴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보면 “마지막 두 장에서는 그때까지 배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심
층학습의 필수 알고리즘들을 설명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필수 알고리즘들’이 바로 역전파와 경
사하강법입니다. 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으로서 평가하자면, 이 책의 제2장~제9장에서
여러 개념과 수학 공식을 파이썬 예제와 함께 설명한 것은 결국 제10장과 제11장에서 역전파와 경
사하강법을 쉽고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한 ‘빌드업’이고, 그 빌드업은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번역서
역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수학책인만큼, 번역하면서 대한수학회(https://www.kms.or.kr/)의 용어집을 주
되게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통계 용어들은 한국통계학회(https://kss.or.kr/)를 참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집들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는데, 특히 현행 맞춤법과 맞지 않거나 외래어 표기가 너무 낡은
용어들은 적절히 대체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값/최대값 대신 최솟값/최댓값을, 만-위트니 U 검정
대신 맨-휘트니 U 검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슈스 상관계수 대신) ‘매튜 상관계수’처럼 낡은 외
래어 표기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자료나 문헌에서 쓰이는 빈도나 의미의 명확성,
오독 여지, 어감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적확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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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기존 관례 및 다양한 용법을 최대한 조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정을 꼼꼼히 본다고는 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오역과 오타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식이 많다 보니 의도와는 다르게 조판된 수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거나 개선할 점
을 발견하면 제 홈페이지(https://occamsrazr.net/)에 이 책을 위해 마련한 페이지에 알려주세요.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occamsrazr.net/book/Math4DL

제가 흥미를 느낄 책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번역을 맡겨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과 내용 및
수식 모두에서 책의 품질을 크게 높여주신 김정준 부장님, 수많은 수식을 조판하느라 고생하신
최병찬 과장님을 비롯해 이 책의 출간에 이바지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맞춤법 검사기가
놓친 여러 미묘한 오탈자와 비문을 잡아낸 교정 전문가인 아내 오현숙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재미있게 읽으시길!
— 옮긴이 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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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강찬석(LG전자)
인공지능 공부에 필요한 통계나 선형 대수학의 요점을 잘 정리해서 소개했습니다. 너무 깊은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고, 빠르게 해당 내용을 살펴보기에 좋은 책입니다. 또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제 신
경망과 동작 원리를 구현하는 과정도 있어, 직접 구현해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 잘 요약되어 정리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근(연세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이제 딥러닝은 더 이상 전공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 있는 수학은 여전히 대중
에게 진입장벽으로 존재합니다. 이 책은 그 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재미있
는 예시와 최대한 쉬운 설명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학 특유의 엄밀
함을 조금 희생하지만, 대신에 친근함을 부각합니다. 수학이 막막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박조은(오늘코드)
딥러닝을 통해 모델을 구현하다 보면 복잡한 수식에 매몰되거나 넘파이를 통해 여러 수식을 구현하
기는 했지만 동작 원리가 이해되지 않고, 통계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봐도 정의가 난해하거나 어려워
서 항상 수학과 통계에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그 마음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세
심한 번역과 역주를 통해서는 그간 사용하던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
다. 어려운 수학과 통계 용어를 여러 예제, 시각화와 함께 익혀볼 수 있는 책입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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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석(고려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수많은 딥러닝 입문서들 모두 수학, 통계, 미적분 그리고 선형대수와 같이 딥러닝을 이해하는 데 필
요한 기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책들도 그러한 개념을 딥러닝과 밀접하게 연결
해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 책이 있었다면 딥러닝을 위한 수학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
간을 줄였을 것 같습니다. 딥러닝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개념을 정리하는 데 정말 좋
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성모(현대오토에버)
이 책은 심층학습에 쓰이는 수학 개념과 기법을 파이썬 예제를 곁들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계, 선
형대수, 행렬, 미적분학 등 다양한 수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어 독자에 따라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으나, 심층학습을 위한 수학적 토대는 확실하게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지 않았
지만, 전반적으로 잘 번역되어 있어 매끄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동주(SW 개발자)
딥러닝 프로젝트에서는 정확도를 올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다양한 논문을 볼 줄 알아야 하
는데, 어느 정도의 수학적 지식은 논문을 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 책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학적 개념과 관련된 코드도 담겨있고, 파이썬으로 시각화된 결과를 통해 설명해서 수학
적 지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욱재(ML GDE)
머신러닝에서 추상화가 너무 잘되어 있다 보니 가끔은 수학 원리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참고하기 너무 좋은 책이고, 간단한 예제 코드까지 있어서 지루하지 않
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대개 수식은 많고 원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쉬운데, 그 중
간에서 너무 잘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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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어디에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곁에 있는 스마트폰만 봐도 증거가 넘쳐
난다. 요즘 전화기는 보안을 위한 안면 인식, 음성 명령 인식, 디지털 사진 배경 흐리기 같은 기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사를 소리 없이 학습해서 개인화된 체험을 제공한다. 인공지
능 모형들은 백신 개발, 로봇 조작 개선,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 양자 컴퓨팅 활용 등을 위해 엄청
난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체스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실력에 맞게 자신을 조정하는 것 역
시 인공지능의 몫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업계는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을 자신들의 전문 지
식과 통합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학계는 인공지능의 개념을 학년별, 학위별 교과목에 노출하는 커
리큘럼을 만들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기계가 주도하는 자율성 지지(cognitive autonomy; 또는 인지적 자
율성)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인공지능의 소비자이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난 10여 년 동안 인공지능이 크게 발전한 이유와 동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
계학습의 한 분야인 심층학습은 아주 깊은(층이 많은) 신경망을 이용해서 복잡한 시스템들, 그러니
까 예전에 전통적인 해석적 방법으로는 제대로 모형화하지 못했던 시스템들을 성공적으로 모형화한
다. 새로 발견된 심층 신경망들의 이러한 실용성이야말로 인공지능(1950년대에 앨런 튜링의 발상에서 시
작한)이 최근 폭발적으로 발전한 이유이다. 심층학습이 인공지능의 ‘엔진’이라면, 심층학습의 엔진은

무엇일까?
심층학습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STEM)에서 여러 주요
개념을 가져왔다.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려는 업계의 구인 담당자들은 자격요건을 좀 더 잘 서술
하기 위해 심층학습의 구성요소들을 엄밀하게 정의하려고 한다. 그와 비슷하게, 학계의 학술 프로
그램 편성자들은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있는 심층학습 기술들을 가르치기 위한 커리큘럼의 작성에
고심한다. 심층학습이 실천의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확률과 통계, 선형대수, 미분 같은 핵심 수학 원리들에 기초한다. 한 개인이 이 수학 분야들을 어느
정도나 이해해야 하는지는 심층학습 기술들에 어느 정도나 정통해야 하는지에 달렸다.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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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실무자에게 이 책 《딥러닝을 위한 수학》은 심층학습 구현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여러 난
제에 대한 문제 해결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현 실무자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기존 해법
들의 효율적인 구현에 관심을 둔다. 이를 위해 구현 실무자는 구현에 필요한 오픈소스 코드를 구하
고, 적절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단위 테스트들이 있다면 실행하고, 마지막으로는 주어진 문제와 관
련이 있는 데이터를 확보한다. 문제의 해법이 될 심층 신경망에는 학습해야 할 매개변수가 수십, 수
백만 개가 있을 수 있으며, 실무자가 적절한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때, 학습(최적화)의 성공
은 초매개변수들의 적절한 설정과 모집단을 충분히 잘 대표하는 훈련 데이터의 확보에 달렸다. 첫(그
리고 둘째, 셋째) 구현 시도에서 구현 실무자는 심층 신경망 조사(interrogation)라는 막막하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때가 많다. 심층 신경망을 조사하고 분석하려면 이 책이 다루는 수학적 엔진의 구성
요소들을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 시점이 되면 구현 실무자는 통합자(integrator)가 된다. 통합자의 역할을 하려면 해당 응용
영역에 어느 정도 익숙해야 하고, 심층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요소들의 바탕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통합자는 기본적인 구현에서 만나는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심 개념들을 일반
화해서 대상 응용 영역에 대한 수학 모형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역시 아주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기울기 폭발 문제(exploding-gradient problem)를 겪을 수도 있고, 손실함수를 잘못 설정한 탓에 미분
가능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니면, 선택한 최적화 전략이 주어진 문제에 잘 맞지
않음을 훈련 도중에 발견할 수도 있다. 《딥러닝을 위한 수학》은 심층학습을 구성하는, 그리고 방금
언급한 난제들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수학 개념을 조리 있게 설명함으로써 심층학습 공동체
에 존재하는 틈새를 메운다.
심층학습에 충분히 익숙해져서 진정한 창조력을 발휘할 때가 되면 통합자는 혁신자(innovator)로
변모한다. 무엇이든 혁신을 이루었다면 그것을 널리 퍼뜨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실무 개발보다는 저
술과 강연, 교육에 많은 시간을 빼앗길 때가 많다. 필요한 주제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인공지
능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의 씨앗들도 제시하는 《딥러닝을 위한 수학》은 그러한 혁신자가 항상 지니
고 다닐 핸드북으로도 제격이다.
구현 실무자에서 통합자로, 통합자에서 혁신자로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게, 심층학습에도 비직관
적인 개념이나 특징 중 하나가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나름의 위계구조가 있다.
문제 영역이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 구체적인 부분에 집중하지 않으면 압도당할 수 있다. 크노이
젤 박사는 업계에서 15년 넘게 기계학습과 심층학습을 이미지 생성 및 활용 문제에 적용했으며, 심
층학습의 이해와 활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학,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신경망 해법을 가
능하게 하는 수학적 기반을 정리해서 《딥러닝을 위한 수학》을 만들어냈다. 완벽한 교과서는 없으므
로, 이 책은 통계학, 선형대수, 미적분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참고자료도 제시한다. 《딥러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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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은 인공지능의 주된 도구를 위한 수학적 엔진의 구성요소들을 자기완결적이고 집중된 방식으

로 설명하는 책을 찾는 모든 이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데릭 월보드Derek J. Walvoord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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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뇌가 아주 작은 곰이라서 긴말은 좀 어려워.
— 곰돌이 푸

이 책은 나 혼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
고자 한다.
먼저, 내게 한 번 더 함께 일할 기회를 준 No Starch Press(원서 출판사)의 모든 훌륭한 임직원에
게 감사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유능한 전문가들이고, 함께 작업하는 것이 아주 즐거웠다. 특히 편집
자 알렉스 프리드Alex Freed에게 두 배로 감사한다. 이번 책에서도 그녀는 내 산만한 글을 깔끔하고
조리 있는 문장들로 다듬었다.
또한 친구이자 기술 감수를 맡아준 데이비드 고로데츠키David Gorodetzky에게 감사한다. 데이비
드의 제안들 덕분에, 그리고 내 멍청한 실수들을 명민하게 찾아서 지적해준 덕분에 이 책이 더욱 강
해졌다. 여전히 오류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데이비드의 현명한 조언을 듣지 않은 내 실수
이다.

xviii

감사의 글

이 책에 대하여

현대 사회에서 수학은 필수이다. 심층학습도 빠르게 필수가 되고 있다. 점점 더 똑똑해져서 가끔 무
섭기까지 한 음성 인식 AI 비서는 물론이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부터 골절을 그 무엇보다도(소수의
최상급 의사는 빼고) 잘 감지하는 의료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심층학습은 어디에서나 작동하고 있다.

이 책은 심층학습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수학을 다룬다. 미리 만들어진 도구 모음(toolkit)의
사용법을 익히고, 설정 파일이나 파이썬 코드를 손보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학습 모형(model)을 훈
련하는 것 자체는 심층학습의 원리와 바탕이 되는 수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
다. 그렇게 해도 심층학습의 위력 덕분에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그런 식
으로는 언제까지나 심층학습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항상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기분이 들 것이다. 심
층학습을 이해하려면 수학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 아주 많이는 아니고, 특정 분야 몇 개만 알
면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확률, 통계, 선형대수, 미분에 관한 실무 지식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이 책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심층학습 입문서가 아니다. 이 책이 심층학습의 기초를 가르치지는 않으므로, 아직 심층학
습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는 다른 책으로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다. (내가 쓴 Practical Deep Learning: A
Python-Based Introduction[No Starch Press, 2021]을 추천한다.) 이 책도 가끔 심층학습의 기초 개념과 기

법을 설명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책은 여러분이 심층학습에 이미 익숙하다고 가정한다.
독자가 이미 갖추었다고 가정하는 배경지식이 더 있다. 우선, 독자가 고등학교 수학, 특히 대수
학(algebra)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파이썬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다고 가정한다. 이 책의
예제들은 파이썬 3.x와 여러 유명 도구 모음(NumPy, SciPy, scikit-learn 등)을 사용한다.
독자에 대한 가정은 이 정도로만 두려고 노력했다. 애초에 이 책의 목적은 심층학습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것을 최대한 많은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가정은 적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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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
기본적으로 이 책은 수학책이다. 그렇지만 증명과 연습문제가 아니라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개념
을 설명한다. 심층학습은 응용 분야라서 실제로 해봐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책은 순수한 수학 지식과 실천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코드를 활용한다.
이 책의 각 장(chapter)은 이전 장들의 내용에 기초해서 전개된다. 장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수학 주제가 등장하며, 마지막 두 장에서는 그때까지 배운 모든 것을 퉁합해서 심층학습의
필수 알고리즘들을 설명한다. 따라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자신이
잘 아는 주제를 다루는 장을 만났다면 그다음 장으로 건너뛰어도 된다.역주1

제1장: 실습 환경 설정
제1장에서는 이 책의 예제들을 실행하기 위한 작업 환경을 설정한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실제로 심층학습에 가장 자주 쓰이는 여러 도구 모음을 설치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제2장: 확률 1부
확률은 심층학습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신경망의 학습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이
다. 확률을 다루는 두 개의 장 중 첫 번째인 제2장에서는 확률의 기초를 소개한다.

제3장: 확률 2부
확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장에 다 담을 수 없었다. 제3장은 제2장의 내용에 기초해서
확률을 좀 더 살펴본다. 확률 분포와 베이즈 정리 같은 핵심 심층학습 주제들이 등장한다.

제4장: 통계
통계는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다. 특히 모형을 평가하는 데 꼭 필요하다. 통계는 확률과
짝을 이루므로, 심층학습을 이해하려면 통계를 알아야 한다.

제5장: 선형대수 1부
선형대수는 벡터와 행렬의 세계이다. 심층학습의 핵심부에는 선형대수가 있다. 신경망을 구현한
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벡터와 행렬에 대한 일련의 계산을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벡터와 행렬
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역주1

그런 경우에도 주요 용어들은 훑어보길 권한다. 같은 개념이라도 분야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번역서에서 어
떤 용어가 쓰이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random’을 ‘무선’이라고 부르는 분야가 있지만, 이 책에서는 ‘무작위’
를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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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선형대수 2부
제5장에 기초해서, 행렬에 대한 주요 연산과 개념에 초점을 두고 선형대수를 좀 더 살펴본다.

제7장: 미분
신경망의 훈련에 깔린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아마 기울기(gradient)일 것이다. 심층학습에서 기울
기가 무엇을 뜻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하려면 함수의 도함수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
야 한다. 제7장은 도함수와 기울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제공한다.

제8장: 행렬 미분
심층학습에서 미분은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와 행렬에 대한 것이다. 제8장은 제7장에서 배운 개
념을 벡터와 행렬로 일반화한다.

제9장: 신경망의 데이터 흐름
신경망에서 벡터와 행렬이 처리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신경망 안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
는지 알아야 한다. 제9장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다.

제10장: 역전파
일반적으로 신경망의 성공적인 훈련은 두 알고리즘의 합작품이다. 두 알고리즘이란 역전파와 경
사하강법인데, 제1장에서는 역전파를 자세히 살펴본다. 제9장까지 배운 수학이 실제 신경망의
훈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제11장: 경사하강법
경사하강법은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구한 기울기들을 이용해서 신경망을 훈련한다. 제11장은 1차
원의 예를 이용해서 경사하강법의 기초를 설명하고, 완전 연결 신경망의 경우로 논의를 확장한
다. 또한 경사하강법의 주요 변형들을 소개하고 비교한다.

부록: 더 나아가기
이 책의 목적에 따라 확률, 통계, 선형대수의 여러 주제를 부득이하게 생략하거나 간단하게만 언
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록은 심층학습에 깔린 수학을 좀 더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를 위해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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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모든 예제는 https://github.com/rkneusel9/MathForDeepLearning/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역주2 또한,
https://nostarch.com/math-deep-learning/ 의 정오표(페이지 하단 Updates 섹션의 latest errata 링크)도 참고하

기 바란다. 그럼 학습을 시작하자.

역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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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본문에서는 이 깃허브 저장소에서 내려받은 파일들을 통칭해서 ‘예제 코드 모음’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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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PTER

확률 1부
확률(probability)은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지만, 사실 사람들은
확률을 잘 모른다. 이 점을 이번 장의 여러 예제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심
층학습 개발자인 우리는 확률을 잘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확률론의 개념들이
심층학습에 다방면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신경망의 출력,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분
류명들의 빈도, 심층 신경망을 초기화하는 데 쓰이는 분포에 이르기까지 확률은 어디에나 등
장한다.
이번 장은 여러분이 심층학습에서 자주 만날 확률 관련 개념과 용어를 소개한다. 먼저 확률의
기본 개념들, 특히 확률 변수를 소개한다. 그런 다음에는 기본적인 확률 법칙들을 소개하고 그에
기초해서 결합 확률과 주변 확률 을 설명한다. 결합 확률과 주변 확률을 모두 살펴본 후에는 이 책에
등장하는 두 가지 연쇄법칙 중 첫째 것을 설명한다(둘째 연쇄법칙은 미분에 관한 제6장에 나온다). 확률
에 관한 논의는 제3장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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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본 개념들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0과 1 사이의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 확률은 0이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면 그 확률은 1이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0과 1 사이의 수치 대신 퍼센트 수치를 더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 확률은 0.25이
다”라고 말하는 대신 “내일 비가 올 확률은 25%이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이번 장에서도 그런 어법
이 종종 등장한다.
앞 문단에서 확률과 관련해서 가능성이나 확실 같은 용어를 사용했는데(그밖에 운, 우연 같은 단어
도 쓰인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며, 심지어 심층학습에서도 문맥에 따

라서는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엄밀한 논의가 필요할 때는 확률이라는 단어와 0에서

1까지의 수치, 즉 [0,1] 구간의 수치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구간(interval 또는 range) 표기에서 대괄호는
해당 상한 또는 하한도 구간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하한이 포함되지 않을 때는 대괄호 대신 소괄호
(둥근 괄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NumPy 함수 np.random.random()이 돌려주는 부동소수점 의사

난수(pseudorandom number)의 구간은 [0,1)이다. 따라서 이 함수가 정확히 참값 0에 해당하는 부동소
수점 수를 돌려줄 수는 있지만, 정확히 참값 1에 해당하는 부동소수점 수를 돌려주는 일은 없다.
그럼 확률의 기본 개념인 표본 공간과 사건, 확률 변수를 살펴보자. 이들과 함께, 사람들이 확률
에 얼마나 서툰지 보여주는 예제들도 제시하겠다.

2.1.1 표본 공간과 사건
간단히 말해 표본 공간(sample space)은 주어진 한 사건의 모든 가능한 결과(outcome)를 나타내는 이
산 집합(discrete set) 또는 연속 구간(continuous range)이다. 사건(event)은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다.역주1
일반적으로 사건은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굴리기 같은 어떤 물리적 과정의 결과이다. 확률을 다룰
때는 주어진 사건의 모든 가능한 결과를 하나의 표본 공간으로 묶어서 취급한다. 표본 공간은 모든
가능한 결과를 대표하며, 개별 사건은 표본 공간의 한 부분집합, 즉 표본 공간에서 뽑은 하나의 표
본(sample)에 해당한다. 그럼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앞면(head, H)과 뒷면(tail, T) 두 가지이다. 따라서
동전 하나 던지기의 표본 공간은 집합 {H, T}이다. 표준적인 6면체 주사위를 굴리는 행위의 표본
공간은 집합 {1,2,3,4,5,6}이다. 주사위가 공교롭게도 모서리만으로 서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때, 주사위는 여섯 면 중 하나가 위를 향한 상태로 정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은 모두 이산적

역주1

통계학과 확률에서,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지는 것 자체를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전을 던져서 특정한 결과(앞면 또는 뒷면)가 나온 것
을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처음에는 다소 혼동되겠지만, 문맥에 따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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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표본 공간의 예이다. 심층학습에서는 대부분의 표본 공간이 연속적이다. 즉, 정수나 개별 원소들
의 집합이 아니라 실수(컴퓨터에서는 부동소수점 수로 표현되는)들의 범위이다. 예를 들어 신경망의 한
입력 특징(input feature)이 [0,1] 구간의 값이라면, 그 특징에 대한 표본 공간은 [0,1]이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값을 가능도(likelihood)라고 말한다.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앞면이 위로 나올 가능도는 어느 정도일까? 동전의 질량이 한쪽에 몰려 있
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동전의 한 면이 나올 가능성은 다른 면이 나올 가능성과 같을 것이다. 따
라서 앞면의 가능도는 50%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0.5이다(퍼센트로 표현하면
50%). 마지막으로,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앞면과 뒷면뿐이므로, 모든 가능한 결과의

확률들을 합하면 0.5 + 0.5 = 1.0이다. 동전 던지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건에서도, 표본 공간의
모든 가능한 값을 더하면 반드시 1이 된다.

6면체 주사위를 굴렸을 때 눈금이 4가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주사위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할
때 특정 면이 다른 면보다 더 자주 나올 이유는 없으며, 눈금이 넷인 면은 여섯 면 중 하나이므로,

4가 나올 확률은 여섯 경우 중 하나, 즉 1/6 ≈ 0.166666 . . .(대략 17%)이다.

2.1.2 확률 변수
동전 하나 던지기의 결과를 X라는 변수로 표기하기로 하자. 이 X를 확률 변수(random variable)라고
부른다. 확률 변수는 해당 표본 공간에서 하나의 값을 특정한 확률로 취하는 변수이다. 지금 예에
서 표본 공간이 이산적이기 때문에, 이 X는 이산 확률 변수(discrete random variable)이다. 이산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관례이다. 동전 던지기의 경우 X가 앞면일 확률은 X가 뒷면일 확
률과 동일한 0.5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앞면

뒷면

여기서 P는 괄호 안에 있는 주어진 확률 변수가 해당 결과를 취할 확률을 나타내는 데 보편적으
로 쓰이는 기호이다. 연속 표본 공간에서 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continuous random
variable)라고 부르고, x처럼 소문자로 표기한다. 확률 변수의 확률을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인 실수 수

치가 아니라 표본 공간 안의 특정 구간을 언급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NumPy random 함수로 [0,1)
구간의 부동소수점 난수를 얻는다고 할 때, 그 난수가 [0,0.25) 구간에 속할 확률은 얼마일까? 이 함
수는 모든 수치를 동일한 확률로 생성하므로, 한 난수가 그 구간에 속할 확률은 0.25, 즉 25%이다.

2.1 기본 개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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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인간은 확률에 약하다
확률의 수학은 다음 절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겠다. 그 전에, 사람들이 확률에 얼마나 약한지 보
여주는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자. 두 사례 모두 전문가들조차도 당황하게 했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확률에 대한 우리 인간의 직관이 종종 완전히 부정확하다는 사실과 전문
가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2.1.3.1 몬티 홀 딜레마
이 문제는 석박사 학위를 가진 수학자조차도 헷갈린다는 점에서 내가 특히나 좋아하는 사례이다.
이 딜레마는 Let’s Make a Deal(거래를 합시다)이라는 오래된 미국 TV 게임 쇼에서 비롯했다. 그 쇼의
진행자인 몬티 홀Monty Hall은 청중 중 한 명을 선택하고 각각 1, 2, 3이라는 번호가 붙은 닫힌 문 세
개를 제시한다. 그 문 중 하나의 뒤에는 신형 자동차가 있고, 나머지 두 문의 뒤에는 살아 있는 염
소 같은 우스꽝스러운 상품(이하 우스개 상품)이 있다.
참가자가 세 문 중 하나를 고르면, 몬티 홀은 참가자가 고르지 않은 두 문 중 하나를 연다. 당연
히 그 문 뒤에는 자동차가 없다. 우스개 상품을 보고 청중들이 터트린 웃음이 잦아들면 몬티 홀은
참가자에게 원래 골랐던 문 대신 다른 문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다. 이 딜레마는 간단하다. 원래 고
른 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다른 문으로 바꾸는 게 유리할까?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일단 책을 덮고, 산책하면서 생각해 보거나 종이와 연필
로 문제를 풀어 보라. 답이 나왔다면(또는 포기했다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자.
정답은, 문을 바꾸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문을 바꾸었을 때 자동차를 얻을 확률은 2/3이고,
바꾸지 않으면 그냥 처음에 문을 선택했을 때 자동차를 얻을 확률인 1/3이다(셋 중 하나가 옳은 선택
이므로).

이 문제를 1990년에 칼럼니스트 매릴린 보스 사반트Marilyn vos Savant가 잡지 《퍼레이드Parade》의
한 칼럼에서 소개하고, 정답은 문을 바꾸는 것임을 밝혔다. 그러자 그녀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편지
(일부는 분노에 찬)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중에는 수학자가 쓴 것도 많았다. 물론 그녀는 틀리지 않

았다. 문을 바꾸는 것이 왜 정답인지 납득하는 한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게임을 모의
실행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 이를 위한 코드를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게 어
렵지는 않다. 모의 실행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해 보면, 시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문을 바꾸었
을 때의 승리 확률이 2/3에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없이 상식과 확률
에 관한 기본 개념으로도 이 정답을 이해할 수 있다.
일단, 만일 문을 바꾸지 않는다면 차를 얻을 확률은 그냥 1/3임은 확실하다. 다음으로, 문을 바
꾸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보자. 문을 바꾸었을 때, 차를 얻지 못하는 유일한 경우는 처음에 고
른 문이 정답일 때뿐이다. 왜 그럴까? 처음에 우스개 상품이 있는 문(간단히 ‘우스개 문’)을 골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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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몬티 홀은 차가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으므로, 당연히 차가 있는 문은 열지 않는다. 애초
에 우스개 문을 골랐으므로, 몬티 홀은 남아 있는 다른 한 우스개 문을 열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
서 문을 바꾸면, 참가자는 차를 얻게 된다. 차가 없는 문이 두 개이므로, 처음에 문을 잘못 고를 확
률은 2/3이다. 그렇지만 처음에 우스개 문을 골랐다면, 문을 바꾸기만 하면 차를 얻게 된다. 결론적
으로, 문을 바꾸어서 승리할 확률은 2/3이다. 문을 바꾸어서 패배할 확률 1/3은 처음에 옳은 문을
고르는 한 가지 경우에만 해당한다.

2.1.3.2 암 진단
이 문제는 확률과 통계에 관한 여러 유명한 서적에 등장한다(이를테면 조엘 베스트Joel Best의 More
Damned Lies and Statistics[UC Press, 2004]와 레너드 믈로디노프Leonard Mlodinow의 The Drunkard’s
Walk[Pantheon, 2008] 등). 이 문제는 실제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유방조영상
(mammogram; 유방 X선 사진) 진단 결과가 양성(positive)인 40대 여성이 실제로 유방암을 가지고 있을

확률을 결정해야 한다. 아래의 설명에 나오는 수치들은 당시 연구를 수행했을 때는 정확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냥 하나의 예로만 생각하기 바란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무작위로 선택한 40대 여성의 유방암 보유 확률은 0.8%(1,000명 중 8명)이다.
2. 유방암이 있는 여성의 유방조영상 진단이 양성일 확률은 90%이다.
3. 유방암이 없는 여성의 유방조영상 진단이 양성일 확률은 7%이다.

한 여성이 병원에 와서 X선 사진을 찍었는데 결과가 양성이라고 하자. 앞의 수치들에 근거할 때,
이 여성이 실제로 유방암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얼마일까?

1번에 따르면, 40대 여성 1,000명을 무작위로 골랐을 때 평균 8명이 유방암 보유자이다. 2번
에 따르면, 그 8명의 90%는 유방조영상 진단이 양성이다. 8 × 0.9 = 7.2이므로, 유방암을 가진 약

7명의 여성의 유방조영상 진단이 양성으로 나올 것이다. 원래의 1,000명에서 유방암 보유자
8명을 빼면 992명이 남는다. 3번에 따르면 유방조영상 진단이 거짓 양성일 확률은 7%이므로,
992 × 0.07 = 69.4명의 여성은 유방암이 없어도 유방조영상 진단이 양성으로 나온다. 유방조영상 진
단이 양성인 여성은 7 + 69 = 76명인데, 그중 7명은 정말로 유방암 보유자이지만 69명은 거짓 양성이
다. 따라서, 유방조영상 진단이 양성일 때 실제로 유방암이 있을 확률은 76중의 7, 즉 7/76 = 0.092
이다. 단 9%밖에 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실제 의사들이 추정한 확률의 중앙값(median)은 약 70%이고, 의사 중 약 3분의 1은 확률을

90%로 추정했다. 이 사례는 확률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심지어는 오랜 훈련을 거친 사람들에
게조차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의사들이 확률을 잘못 추정한 이유는 무작위로 선택한 40대 여
2.1 기본 개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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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유방암을 가지고 있을 확률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확률을 고려하는 베이
즈 정리를 이용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제3장에서 설명하겠다.
일단 지금은, 우리의 직관을 수학적 정식화로 전환해 보자.

2.2 확률의 법칙들
기본적인 확률 법칙들로 시작하겠다. 이들은 이번 장과 이후 여러 장에 필요한 근본적인 규칙들이
다. 먼저 사건 하나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확률들을 더할 때 어떤 법칙이 적용되는
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런 다음에는 확률들을 곱하는 법칙을 소개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생일 역설을 해결한다. 한 방에 있는 사람 중 생일이 같은 사람이 적어도 두 명일
확률이 50%를 넘으려면 방에 최소 몇 명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될 텐데, 아마 생각보다 적
은 수일 것이다.

2.2.1 단일 사건의 확률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 표본 공간의 모든 확률을 합하면 1이 된다. 따라서 표본 공간에 있는 임의의 한
사건의 확률은 반드시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표본 공간의 임의의 사건 A에 대해
(2.1)

이고, 표본 공간의 모든 사건 Ai에 대해
(2.2)

이다. 여기서

시그마 는

모든 i 에 대해 오른쪽 수식을 합산하라는 뜻이다. 오른쪽 수식이 루프의 본

문인 파이썬 for 루프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6면체 주사위를 굴릴 때 임의의 눈금이 나올 확률은 모두 여섯 가능성 중 하나인 1/6으로 동
일함을 우리는 직관적으로(그리고 옳게) 이해한다. 따라서, 식 2.1은 눈금 1이 나올 확률 P(1)이 0과

1 사이의 값임을 말해준다. 실제로

이므로 이는 참이다. 더 나아가서, 식 2.2는 표본

공간의 모든 사건의 확률을 더하면 1이 나옴을 말해준다. P(1) = P(2) = P(3) = P(4) = P(5) = P(6)
= 이고

+ + + + + = 1이므로, 6면체 주사위의 경우에도 이는 참이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A)라고 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다음과 같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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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에서 A 위의 수평선(bar)은 ‘아님(not)’ 또는 ‘부정(negation)’을 뜻하는 기호이다. A를 A의 여사건
(complementary event)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P(A)는 A의 여사건의 확률이다. P(A)를 P( A)로 표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는 논리학에서 ‘부정’을 뜻하는 기호이다.
식 2.3은 식 2.1과 식 2.2에서 유도된 것이다. 한 사건의 확률은 1 이하이고 표본 공간에 있는 임
의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1이므로(그 어떤 사건이든 일어나긴 일어날 것이니까), A가 아닌 사건이 일어
날 확률은 1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뺀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주사위역주2를 굴려서 [1,6] 구간의 한 눈금이 나올 확률은 1이지만, 눈금 4가 나올 확
률은 1 ∕ 6이다. 따라서, 눈금 4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1에서 눈금 4의 확률을 뺀 것이다.

눈금 4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약 83%인 셈이다.
주사위 두 개를 굴려서 두 눈금을 합하는 경우도 생각해 보자. 그러면 표본 공간은 2에서 12까
지의 정수들의 집합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눈금 합들의 발생 확률이 같지 않다. 예를 들어 카지
노 게임 ‘크랩스Craps’가 바로 이러한 확률들에 의존한다. 경우의 수를 따져 보면 각 눈금 합의 확률
을 구할 수 있다.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세고 전체 사건 수로 나누면 된다. 각
눈금 합이 만들어지는 모든 가능한 조합이 표 2-1에 나와 있다.
표 2-1 주사위 두 개를 굴렸을 때 나오는 눈금 합들의 조합들과 그 개수 및 확률

합

역주2

조합

개수

확률

2

1+1

1

0.0278

3

1 + 2, 2 + 1

2

0.0556

4

1 + 3, 2 + 2, 3 + 1

3

0.0833

5

1 + 4, 2 + 3, 3 + 2, 4 + 1

4

0.1111

6

1 + 5, 2 + 4, 3 + 3, 4 + 2, 5 + 1

5

0.1389

7

1 + 6, 2 + 5, 3 + 4, 4 + 3, 5 + 2, 6 + 1

6

0.1667

8

3 + 6, 4 + 5, 5 + 4, 6 + 3

5

0.1389

9

3 + 6, 4 + 5, 5 + 4, 6 + 3

4

0.1111

10

4 + 6, 5 + 5, 6 + 4

3

0.0833

11

5 + 6, 6 + 5

2

0.0556

12

6+6

1

0.0278

36

1.0000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6면체 주사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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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에서 보듯이 주사위 두 개를 굴려서 나올 수 있는 눈금 조합은 총 36가지이다. 가능성이 가장
큰 합은 7이다. 합해서 7이 되는 조합이 여섯 개나 된다. 가능성이 가장 작은 합은 2와 12로, 둘 다
한 가지 조합뿐이다. 합이 7이 되는 조합이 여섯 가지이므로, 7이 나올 확률은 “36분의 6”, 즉 6∕36
≈ 0.1667이다. 다음 장에서 확률 분포와 베이즈 정리를 논의할 때 이 표 2-1이 다시 등장한다. 표

2-1은, 표본 공간의 사건들을 나열해 보면 특정 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법칙을
보여준다.
마지막 예로, 동전 세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과 하나만 나올 확률,
두 개가 나올 확률, 세 개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자. 모든 가능한 결과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앞면

조합

개수

확률

0

TTT

1

0.125

1

HTT, THT, TTH

3

0.375

2

HHT, HTH, THH

3

0.375

3

HHH

1

0.125

8

1.000

이 표에서 보듯이, 동전 세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가 나올 확률과 두 개가 나올 확률이 37.5%
로 동일하다. 이를 약간의 코드로 확인해 보자.
import numpy as np
N = 1000000
M = 3
heads = np.zeros(M+1)
for i in range(N):
flips = np.random.randint(0,2,M)
h, _ = np.bincount(flips, minlength=2)
heads[h] += 1
prob = heads / N
print("Probabilities: %s" % np.array2string(prob))

이 코드는 동전 세 개(M = 3)를 던지는 시행을 100만 회(N = 1000000) 반복한다. 각 시행에서 나온 앞
면 개수(0, 1, 2, 3 중 하나)를 heads에 저장한다. 각 시행은 [0,1] 구간에서 무작위로 정수(0 또는 1) 세
개를 추출해서 flips에 넣고, np.bincount를 이용해서 0(앞면)의 개수를 센다. 뒷면 개수는 사용하
지 않는다. 그런 다음 앞면 개수별로 그 발생 횟수(빈도)를 누적한다.
이러한 시행을 N번 반복한 후에는, 앞면 개수별 빈도를 시행 횟수로 나누어서 개수별 확률을 구
한다(prob). 마지막으로, 개별 확률을 화면에 출력한다. 내 경우 이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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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했다. 수치들은 순서대로 앞면이 0개, 1개, 2개, 3개 나올 확률이다.
Probabilities: [0.125236, 0.3751, 0.37505, 0.124614]

앞에서 수식으로 계산한 값들에 아주 근접하므로, 수식이 옳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

2.2.2 합의 법칙
먼저 중요한 용어 하나를 정의하자.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다시 말해 하나가 발
생하면 다른 하나는 발생하지 않을 때, 두 사건을 가리켜 상호 배반(mutually exclusive; 또는 서로 배반적)
이라고 칭한다. 예를 들어 동전 하나를 던지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뿐, 앞과 뒷면이 함께 나
오지는 않는다. 상호 배반 사건들은, 만일 사건 A가 발생한다면 사건 B는 배제되며, 그 역도 마찬가지
라는 뜻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정의로, 만일 두 사건의 발생 확률이 서로 완전히 무관하다면, 즉 A의
확률이 B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라면, 두 사건은 서로 독립(independent)
이다.
확률의 합의 법칙(sum rule)은 둘 이상의 상호 배반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에 관한 것이다. 합의
법칙은 두 사건 중 하나라도 발생할 확률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표준 주사위를 굴렸을 때 4 또는

5가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주사위를 굴렸을 때 4가 나올 확률은 1∕6이며, 5가 나올 확률도 마찬
가지이다. 이 두 사건은 상호 배반이므로, 4 또는 5가 나올 확률은 두 확률의 합임을 직관적으로 이
해할 수 있다. 4와 5 둘 다 같은 표본 공간에 있는 결과들이며, 둘 중 하나가 나오거나 둘 다 나오지
않거나이지 둘이 동시에 나오는 일은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또는
여기서

(2.4)

상호 배반 사건들에 대해

은 ‘또는(or; 논리합)’ 또는 ‘합집합(union)’을 뜻하는 기호이다. 이

것이다. 표준 주사위를 굴려서 4 또는 5가 나올 확률은

기호를 자주 만나게 될

, 약 33%이다.

동전 두 개 던지기의 표본 공간은 {HH, HT, TH, TT}이다. 따라서, 둘 다 앞면이거나 둘 다 뒷
면일 확률은 다음과 같다.

또는
합의 법칙에 관해 배울 것이 더 있지만, 그걸 이야기하려면 먼저 곱의 법칙부터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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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은 사건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을 말해준다. 곱의 법칙(product rule; 또는 곱 규칙)은 사건
A 그리고 B가 발생할 확률을 말해준다.
(2.5)

그리고
여기서 은 ‘그리고(and; 논리곱)’ 또는 ‘교집합(intersecton)’을 뜻하는 기호이다.

상호 배반인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라는 사실을 이 곱의 법칙으로 유도할
수는 없음을 주의하자. 식 (2.5)는 서로 독립인 사건들에 적용되는 법칙이다. 상호 배반 사건들에 대
해서는 §2.2.6(p.34)에서 설명하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곱의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서로 독립인 사건들에 관한 예로, 전 세계 인구의 80%가 눈 색깔이 갈색이고 50%가 여성이라고
할 때 무작위로 선택한 한 사람이 여성이자 갈색 눈일 확률은 얼마일까?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답
이 나온다.
여성 갈색 눈

여성

갈색 눈

무작위로 선택한 한 사람이 갈색 눈의 여성일 확률은 40%이다.
잠깐만 생각해 보면 곱의 규칙이 납득이 될 것이다. 전체 인구 중 여성인 사람의 비율(이는 곧 확
률이다)은 그 여성들 중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성별이 여성이라는

사건이 눈 색깔이 갈색이라는 사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곱의 규칙이 사건 두 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보자. 보험사들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벼락을 맞을 확률은 약 1/1,222,000, 즉 0.000082%이
다. 그렇다면 미국에 사는 사람 중 갈색 눈의 여성 한 명이 벼락을 맞을 확률은 얼마일까? 이 경우
에도 곱의 규칙을 적용하면 답이 나온다.
여성 갈색 눈 벼락

여성

갈색 눈

벼락

미국 인구는 약 331,000,000이고, 이 계산에 따르면 올 한 해 벼락을 맞을 갈색 눈의 여성은

0.000033%, 즉 109명이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한 해에 벼락을 맞을 사람은 약 270명이다. 앞에
서 말했듯이 전체 인구 중 갈색 눈의 여성은 40%이므로, 벼락을 맞을 갈색 눈의 여성은 270(0.4) =
108명이다. 따라서 우리의 계산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28

CHAPTER 2 확률 1부

2.2.4 합의 법칙 보충
앞에서 앞의 법칙에 관해 배울 것이 더 있다고 말했다. 그럼 합의 법칙을 좀 더 살펴보자. 식 2.4는
상호 배반인 두 사건 A와 B에 대한 합의 법칙이다. 그런데 사건들이 상호 배반이 아니면 어떻게 해
야 할까?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 합의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또는

그리고

(2.6)

이 수식을 응용하는 예제를 하나 보자.
한 고고학자가 고대 주화(coin) 20개가 담긴 작은 보관함을 발견했다. 주화 중 12개는 로마 주화
이고 8개는 그리스 주화이다. 또한, 로마 주화 중 6개와 그리스 주화 중 3개는 은화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화(동전)이다. 보관함에서 주화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은화이거나 로마 주화일 확률은
얼마일까?
만일 은화와 로마 주화가 상호 배반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처럼 합의 법칙을 적용하면 된다.
은화 또는 로마

은화

로마
오답

두 확률의 합은

= 1.05인데, 알다시피 확률이 1보다 클 수는 없다. 따라서 위의 계산은 뭔가 잘

못되었다.
우리가 놓친 것은, 로마 주화임과 동시에 은화인 주화가 보관함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위의 계
산은 그런 주화들을 두 번, 그러니까 P (은화)에서 한 번, P (로마) 에서 또 한 번 셈한다. 따라서, 정
답을 얻으려면 전체 합에서 두 번 셈한 합을 빼야 한다. 로마 주화이자 은화인 주화는 총 6개이므
로, 로마 은화가 선택될 확률은 P (은화 그리고 로마) =

이다. 앞의 두 확률의 합에서 이 확률을 뺀

0.75(75%)가 바로 은화 또는 로마 주화가 선택될 확률이다.
은화 또는 로마

은화

로마

은화 그리고 로마

합의 법칙에서처럼 곱의 법칙에 대해서도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다.
일단 지금은 곱의 법칙으로 생일 역설을 푸는 방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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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생일 역설
한 방에 있는 사람 중 생일이 같은 사람이 적어도 두 명일 확률이 50%를 넘으려면 방에 최소 몇 명
의 사람이 있어야 할까? 이 문제를 생일 역설(birthday paradox) 또는 생일 문제(birthday problem)라고
부른다. 그럼 확률의 곱의 법칙에 관한 지식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 보자.
윤년은 고려하지 않고 한 해가 항상 365일이라고 가정한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무작위로 선
택한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을 확률은 365의 1일 것 같다. 표본 공간은 365일이고, 두 사람이 공유하
는 생일은 단 하루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생일이 같음

두 사람은 생일이 같거나 같지 않거나이므로, 생일이 같지 않을 확률은 1에서 생일이 같을 확률을
뺀 1 − 1∕365 = 365∕365 − 1∕365 = 364∕365이다. 즉:

생일이 다름

1년은 365일이므로, 생일이 같은 날 하루를 뺀 364일은 생일이 같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무작위로 선택한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은 확률이 정말로 0.3%밖에 되지 않을까? 무작위로
선택한 천 쌍(pair) 중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은 경우가 단 세 쌍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 어떤 쌍(두 사람)도 생일이 같지 않을 확률이 50%
미만이려면 방에 몇 명이 있어야 하느냐는 관점에서 생일 역설을 풀어보자.
무작위로 선택한 한 쌍의 생일이 같지 않을 확률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다. 따라서, 만일 두

쌍을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 두 쌍 모두 생일이 같지 않을 확률은 다음과 같다.
두 쌍 다 생일이 다름

생일이 다름

생일이 다름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므로 곱의 법칙을 적용했음을 주목하자. 비슷한 논리로, 세 사람 (A,
B, C)의 생일이 다를 확률은 서로 다른 세 쌍 (A, B), (A, C), (B, C)의 생일이 각각 다를 확률을 곱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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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생일이 다름

이를 n번의 비교로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온다.

(2.7)

모두 생일이 다름

생일 역설이 요구하는 것은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이 50% 미만이 되는 비교 횟수 n의 최솟값이
다. 여기서 n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 n의 함수이다. 왜 50% 미만일까? 만일 어떠한 n에 대해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이 50% 미만이라면, 생일이 같은 쌍이 적어도 하나는 있을 확률은 50%보다
크기 때문이다.역주3
비교 횟수 n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 무작위로 선택한 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쌍은 셋이고,
네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쌍은 6이다. 사람이 많을수록 쌍의 수도 늘어난다. 사람 수 n을 비교할
쌍의 수 n으로 사상(mapping)하는 함수를 찾아낸다면, 식 2.7의 확률이 50% 미만이 되는 n으로 사
상되는 최소의 n을 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한 방의 사람들처럼 유일한(고유한) 객체 m개의 집합에서 서로 다른 쌍을 선택하는 가
짓수를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 m개에서 k개를 선택하는 조합(combination)의 수는 다음 공식으로 구
할 수 있다.

이를 “m개에서 k개를 고르는 수”라고 말하기도 한다. 지금 문제에서는 k = 2이다. 그럼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이 50% 미만인 최소 비교 횟수 n을 구하고, 그로부터 m을 구해 보자.
다음은 직접적인 루프를 이용해서 n을 구하는 파이썬 코드이다.
for n in range(300):
if ((364/365)**n < 0.5):
print(n)
break

역주3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논의에서 그 확률이 정확히 50%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지만(‘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며 잠시 후의 코드에서도 <=가
아니라 <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부동소수점 수의 제한된 정밀도를 생각하면 굳이 그런 경우를 따질 필요는 없겠다.

2.2 확률의 법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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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드에 따르면 n = 253이다. 즉, 평균적으로 253쌍을 비교하면 적어도 한 쌍은 생일이 같을 확
률이 50%이 넘는다. 이제 두 사람씩 고르는 수가 적어도 253이 되는 m을 구하면 답이 나온다. 무차
별 대입(brute force)으로 시행착오를 조금 거치면 다음과 같은 수치를 얻게 될 것이다.

적어도 두 사람이 생일이 같을 확률이 50%를 넘으려면 평균 m = 23명이 필요하다. 이 답의 계산
과정은 곱의 법칙을 기반으로 한다.
이 결과가 믿을 만할까, 아니면 그냥 잔재주일 뿐일까? 코드로 검증해 보자. 우선, 다음은 무작
위로 뽑은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을 확률이 정말로 0.3%인지를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코드이다.
match = 0
for i in range(100000):
a = np.random.randint(0,364)
b = np.random.randint(0,364)
if (a == b):
match += 1
print("Probability of a random match = %0.6f" % (match/100000,))

이 코드는 무작위로 뽑은 두 사람의 생일을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100,000회 반복한다. [0,364] 구
간의 정수 난수는 생일(1년 중 하루)을 뜻한다. 모든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에는 그 확률을 출력한
다. 다음은 내가 얻은 결과인데, 앞에서 계산으로 얻은 0.3%가 믿을 만함을 보여준다.
Probability of a random match = 0.003100

다음으로, 생일이 같을 확률이 50%를 넘기 위한 사람 수도 확인해 보자. 이번에는 4중 루프가
필요하다. 가장 바깥 루프는 방의 사람 수(m)를 차츰 증가하고, 그 안쪽 루프는 현재 사람 수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10만 회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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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선형대수 2부
제5장에 이어 이번 장에서도 선형대수의 개념들을 살펴본다. 심층학습과
관련이 적은 개념들도 나오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이 마주치게 될 수학 개념
들이다. 이번 장의 내용을 향후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바란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정방행렬의 성질과 연산을 논의한다. 심층학습 문헌들에 나오는 여러 용어
를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정방행렬의 고윳값과 고유벡터에 깔린 개념을 소개하고 고윳값과
고유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벡터 노름을 살펴보고 심층학습에서 자주 마주치는
여러 거리 측정 방법을 소개한다. 이 지점에서, 심층학습에 중요한 개념인 공분산 행렬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는 주성분 분석(PCA)과 특잇값 분해(SVD)를 예제와 함께 살펴본다. 여러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이 두 접근 방식은 이번 장에서 소개하는 여러 개념과 연산에 크게 의존한다. 주성분
분석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하는지, 기계학습의 관점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
다. 또한, 특잇값 분해를 수행하는 방법과 그것을 이용해서 주성분 분석을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직사각행렬의 유사 역행렬을 계산하는 방법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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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정방행렬
선형대수의 세계에서 정방행렬(square matrix)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럼 정방행렬을 자세히 살
펴보자. 이번 절에서 소개하는 용어들은 심층학습과 기타 여러 분야에서 자주 등장한다.

6.1.1 왜 정방행렬인가?
행렬에 열벡터를 곱하면 또 다른 열벡터가 나온다.

기하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예는 2 × 4 행렬로 ℝ4 공간의 한 점에 해당하는 4 × 1 열벡터를 ℝ2
공간의 한 점으로 사상(mapping)한 것에 해당한다. 점 값들에 2 × 4 행렬의 성분들을 곱하기만 하므
로 이러한 사상은 선형(linear)이다. 비선형 연산(이를테면 벡터의 성분을 지수로 한 거듭제곱 등)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렬이라는 것은 한 공간의 점을 다른 공간의 점으로 변환하는 수단이다.
n × n 형태의 행렬, 즉 정방행렬의 경우에는 ℝn 에서 다시 ℝn 으로의 사상이 된다. 다음 예를 생각해
보자.

이 행렬 곱셈은 ℝ3 공간의 점 (11, 12, 13)을 그 공간의 점 (74, 182, 209)로 사상하는 것이다.
행렬을 이용해서 한 공간의 점을 다른 공간의 점으로 사상한다는 개념을 확장하면, 회전행렬
(rotation matrix)을 이용해서 점들의 집합을 한 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수 있다. 단순한 회전의 경우,

2차원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전행렬을 사용하면 된다. 𝜃는 회전각이다.

(6.1)

그리고 3차원 공간에서는 다음 행렬들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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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들은 3차원 공간에서 각각 x축, y축, z축을 기준으로 점들을 𝜃만큼 회전하는 행렬들이다.
행렬을 이용하면 상관변환(affine transformation; 또는 아핀변환·어파인 변환)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
다. 상관변환은 원래의 공간의 한 직선이 사상된 공간에서도 여전히 직선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방
식으로 점 집합을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사상하는 변환이다. 상관변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 수식에서 보듯이, 상관변환은 행렬 변환 A와 이동(translation; 병진이동) b를 적용해서 x를 새 벡
터 y로 사상한다. 이 상관변환을 하나의 행렬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A를 왼쪽 상단에 두고,
그 오른쪽에 b를 하나의 열로 붙인 행렬을 만들면 된다. A 아래의 행은, 제일 오른쪽 열( y의 마지막
성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0으로 채운다. 즉, 행렬 변환이

이고 이동 벡터가

일 때, 최종적인 상관변환 행렬은

이다. 이 행렬은 점 (x, y)를 새 점 (x´, y´)으로 사상한다.
이러한 행렬 조작은, 신경망 구현 시 치우침 항(§8.4.2)을 증강된 가중치 행렬 안에 포함시키
기 위해 값이 1인 특징 벡터 입력을 하나 더 추가하는 요령과 일맥상통한다. 사실, 순방향 신경망
(feedforward neural network)은 입력에 상관변환들을 차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6.1 정방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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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 층들 사이의 가중치 행렬이 변환 행렬이고 치우침 벡터가 이동 벡터이다. 이것만으로는 층들
이 선형 관계를 가지지만, 각 층의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 때문에 비선형 관계가 생긴다. 이
러한 비선형성 덕분에, 신경망은 입력을 적절한 함수 관계(신경망 설계 시 의도한)가 반영된 출력으로
사상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정방행렬은 한 공간의 점들을 그 공간의 다른 점들로 사상하는 데 쓰인다.
한 축을 기준으로 점들을 회전하는 것이 그러한 사상의 예이다. 그럼 정방행렬의 또 다른 특별한 성
질 몇 가지를 살펴보자.

6.1.2 전치, 대각합, 거듭제곱
제5장에서 열벡터를 행벡터로(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벡터 전치 연산을 배웠다. 전치 연산이 벡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임의의 행렬에 대해, 주대각(main diagonal) 성분들을 기준으로 행들와 열들을
뒤집어서 전치 행렬을 얻을 수 있다. 다음이 그러한 예이다.

행렬의 전치는 다음처럼 행렬 성분들의 색인들을 맞바꾼 것이다.

이렇게 하면 n × m 행렬이 m × n으로 바뀐다. 정방행렬은 전치해도 여전히 정방행렬이며, 주대각
성분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하자.

NumPy는 배열을 전치하는 transpose 메서드를 제공한다. 그리고 전치 연산이 아주 흔하기 때
문에, .T라는 단축 표기도 제공한다. 다음은 이들을 사용하는 예이다.
>>>
>>>
>>>
[[1
[4
[7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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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numpy as np
a = np.array([[1,2,3],[4,5,6],[7,8,9]])
print(a)
2 3]
5 6]
8 9]]
print(a.transpose())
4 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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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2
[3

6 9]]
print(a.T)
4 7]
5 8]
6 9]]

정방행렬에 고유한, 그리고 흔히 쓰이는 연산으로 대각합(trace; 또는 자취)이 있다. 이름에서 짐작
하듯이 대각합은 대각 성분들을 합한 것이다.

하나의 연산자로서의 대각합에는 특별한 성질들이 있다. 우선, 대각합은 선형이다.

그리고 tr(A) = tr(AT )와 tr(AB) = tr(BA)도 성립한다.

NumPy에서는 np.trace를 이용해서 행렬의 대각합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행렬의
대각 성분들을 담은 1차원 배열을 돌려주는 np.diag도 있다. n × n 또는 n × m 행렬의 대각 성분
들은 다음과 같다.

NumPy의 np.diag는 정방행렬이 아닌 행렬에 대해서도 대각 성분들을 돌려준다. 더 나아가서,
수학적으로 대각합은 정방행렬에만 적용되지만, NumPy는 임의의 행렬에 대해 대각 성분들의 합을
돌려준다.
>>> b = np.array([[1,2,3,4],[5,6,7,8]])
>>> print(b)
[[1 2 3 4]
[5 6 7 8]]
>>> print(np.diag(b))
[1 6]
>>> print(np.trace(b))
7

마지막으로, 정방행렬을 자기 자신과 곱할 수 있다. 이는 정방행렬을 임의의 정수 지수로 거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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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할 수 있음을 뜻한다. 정방행렬의 거듭제곱은 자신과의 행렬 곱셈을 반복한 것이므로, 그냥 개별
성분을 거듭제곱한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기 바란다. 다음 예가 이 점을 보여준다.

행렬의 거듭제곱은 스칼라 거듭제곱과 동일한 지수법칙들을 따른다. 즉, 양의 정수 n, m ∈ 𝕀+과
행렬 A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

NumPy는 정방행렬의 거듭제곱을 np.dot을 여러 번 호출하는 것보다 빠르게 계산하는 함수를
제공한다.
>>> from numpy.linalg import matrix_power
>>> a = np.array([[1,2],[3,4]])
>>> print(matrix_power(a,2))
[[ 7 10]
[15 22]]
>>> print(matrix_power(a,10))
[[ 4783807 6972050]
[10458075 15241882]]

그럼 여러분이 종종 마주칠 특별한 종류의 정방행렬 몇 가지를 살펴보자.

6.1.3 특별한 정방행렬들
정방행렬들 중에는(그리고 정방행렬이 아닌 행렬들 중에도) 특별한 이름이 붙은 것들이 있다. 일부는 이
름만으로도 그 정체를 짐작할 수 있는데, 모든 성분이 0인 영행렬(zero matrix)과 모든 성분이 1인 일
행렬(ones matrix; 모든 성분이 1인 행렬)이 좋은 예이다. NumPy는 이들을 위한 함수들을 제공한다.
>>> print(np.zeros((3,5)))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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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0. 0.]]
>>> print(np.ones(3,3))
[[1. 1. 1.]
[1. 1. 1.]
[1. 1. 1.]]

이 두 함수는 아주 자주 쓰인다. 임의의 상수 c 를 일행렬에 곱해서 모든 성분이 c 인 행렬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기 바란다.

NumPy가 행렬 성분들에 기본적으로 64비트 부동소수점 수를 사용한다는 점도 주목하자. 이
는 C 언어의 double에 해당한다. 제1장의 표 1-1(p.7)에 NumPy 배열에 쓰이는 여러 수치 데이터 형
식들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특정한 데이터 형식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려면 dtype 매개변수
를 사용하면 된다. 순수 수학에서는 데이터 형식을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심층학습을 위해서는 배
열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메모리를 소비하지 않게 하는 데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심층학습 모형
중에는 32비트 부동소수점 배열로도 충분한 것들이 많다. 32비트 부동소수점 수는 NumPy의 기본
형식인 64비트 부동소수점 수보다 메모리를 절반만 차지한다. 또한, 16비트 부동소수점처럼 새로운
또는 예전에는 별로 쓰이지 않던 데이터 형식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더욱 절약하는 도구 모음들도 많
다. NumPy에서 16비트 부동소수점 수를 사용하려면 dtype을 float16으로 설정하면 된다.

6.1.4 단위행렬
아마도 가장 중요한 특수 행렬은 단위행렬(identity matrix)일 것이다. 항등행렬이라고도 부르는 단위행
렬은 대각 성분들이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정방행렬이다.

(6.2)

단위행렬은 행렬 곱셈의 항등원이다. 즉, n × n 정방행렬 A와 n × n 단위행렬 I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행렬의 차수를 알 수 있도록 In처럼 차수를 첨자로 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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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Py 는 주어진 크기의 단위행렬을 돌려주는 np.identity 함수를 제공한다. 또한,
np.identity보다 유연한 np.eye 함수로도 단위행렬을 만들 수 있다.
>>> a = np.array([[1,2],[3,4]])
>>> i = np.identity(2) # 또는 np.eye(2)
>>> print(i)
[[1. 0.]
[0. 1.]]
>>> print(a @ i)
[[1. 2.]
[3. 4.]]

이 예제를 세심하게 살펴보기 바란다. 수학에서 정방행렬에 단위행렬(정방행렬과 같은 차수의)을 곱하
면 원래의 정방행렬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나 NumPy의 결과는 좀 다르다. 정방행렬 a는 정수들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이 int64이다. 반면 단위행렬 i의 데이터 형식은 64비트 부동소수점
인데, 이는 np.identity 호출 시 데이터 형식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NumPy가 기본 데이터 형
식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a와 i의 행렬 곱셈(@)의 결과는 a의 부동소수점 버전이 되었다. 데
이터 형식의 이러한 미묘한 변화가 이후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언급
했었지만 NumPy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 형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np.identity 대신 np.eye를 사용해도 된다. 사실 np.identity는 내부적으로 np.eye를 호출한다.

6.1.4.1 삼각행렬
종종 삼각행렬(triangular matrix)라는 용어도 듣게 될 것이다. 삼각행렬에는 상삼각행렬(upper
triangular matrix)과 하삼각행렬(lower triangular matrix)이 있다. 이름에서 짐작하겠지만 상삼각행렬은

주대각과 그 위쪽에만 0이 아닌 성분들이 있는 행렬이고 하삼각행렬은 주대각과 그 아래쪽에만 0이
아닌 성분들이 있는 행렬이다.역주1 예를 들어 다음은 상삼각행렬이고

다음은 하삼각행렬이다.

역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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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주대각 성분들도 0인 삼각행렬을 순삼각행렬(strict triangular)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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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각에만 0이 아닌 성분들이 있는 행렬은 짐작했겠지만 대각행렬(diagonal matrix)이라고 부른다.

NumPy의 np.triu와 np.tril은 각각 주어진 행렬의 상삼각 부분과 하삼각 부분을 돌려준다.
다음 예를 보자.
>>> a = np.arange(16).reshape((4,4))
>>> print(a)
[[ 0 1 2 3]
[ 4 5 6 7]
[ 8 9 10 11]
[12 13 14 15]]
>>> print(np.triu(a))
[[ 0 1 2 3]
[ 0 5 6 7]
[ 0 0 10 11]
[ 0 0 0 15]]
>>> print(np.tril(a))
[[ 0 0 0 0]
[ 4 5 0 0]
[ 8 9 10 0]
[12 13 14 15]]

삼각행렬은 심층학습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지만 선형대수에서는 종종 쓰인다. 특히 행렬식을 계산
할 때 삼각행렬이 쓰이는데, 그럼 행렬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6.1.5 행렬식
n × n 정방행렬의 행렬식(determinant)은 정방행렬을 하나의 스칼라로 사상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
다. 심층학습에서 행렬식의 주된 용도는 행렬의 고윳값을 계산하는 것인데, 고윳값에 관해서는 이
번 장에서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일단 지금은 고윳값이라는 것이 행렬과 연관된 특별한 스칼라 값
이라고만 알아 두자. 행렬식은 행렬에 역행렬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데도 쓰이는데, 역행렬
역시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다. 행렬의 행렬식은 흔히 수직선으로 표기한다. 다음은 3 × 3 행렬 A의
행렬식을 표기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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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는 행렬식이 하나의 스칼라(ℝ의 한 요소)라는 점도 보여준다. 모든 정방행렬에는 행렬식이 있다.
다음은 행렬식의 주요 성질이다.
1. A에 모든 성분이 0인 행이나 열이 존재하면 det(A) = 0이다.
2. A에 동일한 두 행이 존재하면 det(A) = 0이다.
3. A가 삼각행렬이면(상삼각이든 하삼각이든) det(A) =     이다.
4. A가 대각행렬이면 det(A) =     이다.
5. 단위행렬의 행렬식은 차수와 무관하게 항상 1이다.
6. 두 행렬의 곱의 행렬식은 두 행렬의 행렬식들의 곱이다. 즉, det(AB) = det(A)det(B)이다.
7. det(A) = det(A⊤).
8. det(An) = det(A)n.

성질 7은 행렬을 전치해도 행렬식이 변하지 않음을 뜻한다. 성질 8은 성질 6에서 유도된다.
정방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점화식을 이용한 방법 하나만 설
명한다. 모든 점화식(recursive formula)은 자기 자신이 식에 포함된 수학 공식으로, 코드로 치면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재귀 함수에 해당한다. 점화식과 재귀 함수에 깔린 개념은, 주어진 문제를 더 단
순한 버전들로 분해하고 그 결과들을 결합함으로써 더 큰 원래 문제의 해답을 얻는다는 것이다.
정수의 계승(factorial)을 예로 들어 보자. 계승의 기본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 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재귀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첫 행은 n의 계승이 n에 (n −1)의 계승을 곱한 것이라는 뜻이다. 둘째 행은 0의 계승은 1이라는 정
의이다.역주2 첫 행이 점화식인데, 이 점화식만으로는 계산이 무한히 반복된다. 둘째 행이 그러한 반
역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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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는 (n−1)!=n!/n에서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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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중지하는 역할을 하며, 그래서 이를 종료 조건 또는 기본 사례(base case)라고 부른다. 간단히 말
해서, 둘째 행은 계산 과정이 0에 도달하면 재귀를 끝내라는 뜻이다.
코드로 표현하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다음은 계승을 재귀적으로 계산하는 함수이다.
def factorial(n):
if (n == 0):
return 1
return n*factorial(n-1)

factorial이 주어진 인수에서 1을 뺀 값으로 자신을 호출함을 주목하자. 단, 인수가 0인 경우에는

자신을 호출하지 않고 즉시 1을 돌려준다. 이 함수가 작동하는 것은 파이썬 호출 스택(call stack) 덕
분이다. 모든 n*factorial(n-1) 계산은 호출 스택에 쌓인다. 기본 사례에 도달하면 미루어 둔 모든
곱셈이 수행되어서(호출 스택을 거꾸로 훑으면서) 최종 결과가 산출된다.
다시 행렬식으로 돌아가서, 행렬식을 재귀적으로 계산하려면 행렬의 행렬식을 더 간단한 행렬
식으로 정의하는 점화식이 필요하다. 또한, 재귀 과정을 중지하고 최종적인 값을 산출하기 위한 종
료 조건(기본 사례)도 있어야 한다. 행렬식 재귀 계산의 종료 조건은 1 × 1 행렬의 행렬식이다. 임의의
1 × 1 행렬 A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

즉, 1 × 1 행렬의 행렬식은 그냥 그 행렬의 유일한 성분의 값이다.
기본적인 전략은, 앞의 종료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계산을 더 단순한 행렬식의 계산으로 분해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점화식이 필요한데, 행렬식의 점화식을 만들려면 정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행렬의 소행렬(minor matrix)을 정의해야 한다. 행렬 A의 (i, j)-소행렬은 A에서 i
번 행과 j 번 열을 제거한 행렬이다. 그러한 소행렬을 Aij 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라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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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A11은 A에서 행 1(둘째 행)과 열 1(둘째 열)을 제거하고 남은 성분들(밑줄)로 이루어진 행렬이다.
다음으로, 소행렬 Aij 의 여인수(cofactor) C ij 를 정의해야 한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에서 보듯이, 여인수는 소행렬의 행렬식에 의존한다. −1의 지수 i + j + 2에 주목하자. 대부분의
수학 교과서에서는 지수를 i + j 로 두는데, 이는 색인(첨자)가 1에서 시작한다는 관례를 따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 책은 수식과 파이썬 코드와의 통일성을 위해 0 기반 색인을 사용한다. 여인수 공식
의 지수는 0 기반 색인 때문에 이 책이 수학 교과서보다 덜 우아해지는 한 사례이다. 이 책의 색인
은 수학의 관례보다 1만큼 작으므로, −1의 거듭제곱으로 여인수가 번갈아 양수와 음수가 되게 만
들려면 지수에 그 1을 다시 더해 주어야 한다. 지수에 변수가 두 개 있으므로 1을 두 번 더해야 함
을 주의하자. 즉, i → i + 1 , j → j + 1이므로 결과적으로 i + j → (i + 1) + (j + 1) = i + j + 2이다.
이제 A의 행렬식을 위한 점화식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 이 점화식은 여인수 전개 (cofactor
expansion)를 이용한다. 정방행렬의 임의의 행 또는 열에 대해 행렬 성분과 해당 여인수의 곱을 합산

하면 행렬식이 나온다. 다음은 행렬의 첫 행을 이용해서 행렬식을 구하는 공식이다.

(6.3)

그런데 식 6.3이 점화식처럼 보이는 않는다. 행렬식의 점화식이라면 우변에 행렬식이 포함되어야 않
을까?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변에는 행렬식이 포함되어 있다. A가 n × n 행렬이라 할
때 소행렬 Aij 는 (n − 1) × (n − 1) 행렬이다. 따라서, n × n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기 위해 여인수들을
구하려면 (n − 1) × (n − 1) 행렬의 행렬식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n − 1) × (n − 1) 행렬식은 여인수
전개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여인수 전개에는 (n − 2) × (n − 2) 행렬의 행렬식 계산이 관여한다.
이러한 과정이 1 × 1 행렬의 행렬식 계산에 도달할 때까지 재귀적으로 반복된다. 1 × 1 행렬의 행렬
식이 해당 행렬의 유일한 성분임은 앞에서 이야기했다.
이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은 2 × 2 행렬에 직접 적용해 보자.

첫 행에 대한 여인수 전개로 행렬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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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2 × 2 행렬의 행렬식 공식이다. 2 × 2의 소행렬들은 1 × 1 행렬들이며, 행 1에 대한 두 소행렬
의 행렬식은 각각 d와 c이다.

NumPy는 행렬식 계산을 위한 함수 np.linalg.det를 제공한다. 다음 예를 보자.
>>> a = np.array([[1,2],[3,4]])
>>> print(a)
[[1 2]
[3 4]]
>>> np.linalg.det(a)
-2.0000000000000004
>>> 1*4 - 2*3
-2

마지막 코드 행은 앞의 2 × 2 행렬식 공식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np.linalg.det와 사실상 같은 결
과가 나왔다. 내부적으로 NumPy가 재귀적인 여인수 전개를 이용해서 행렬식을 계산하지는 않는다.

NumPy는 행렬을 세 행렬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는데, 세 행렬이란 (1) 치환행렬(permutation matrix;
또는 순열행렬), (2) 하삼각행렬, (3) 삼상각행렬이다. 치환행렬은 각 행과 각 열에 1이 하나씩만 있는,

마치 단위행렬을 뒤섞은 듯한 모습의 행렬이다. 치환행렬의 행렬식은 +1 이거나 −1이다. 삼각행렬
의 행렬식은 주대각 성분들의 곱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행렬들의 곱의 행렬식은 원래 행렬
들의 행렬식들의 곱이다.
행렬식의 한 가지 용도는 주어진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판정하는 것이다. 그럼 역행렬을
살펴보자.

6.1.6 역행렬
단위행렬(식 6.2)은 스칼라 곱셈의 1처럼 행동한다. 즉, 정방행렬에 단위행렬을 곱하면 원래의 정방행
렬이 나온다. 스칼라 곱셈에서, 0이 아닌 임의의 수 x ≠ 0,에 대해 xy = 1을 충족하는 수 y가 존재
한다. 이 수를 x의 역수 또는 곱셈의 역원(multiplicative inverse)이라고 부른다. y의 정체는 정확히 알
고 있다. 바로 1/x = x−1이다.

6.1 정방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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