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S를 이용하여 자유자재로
웹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날까
이 책의 여러분의 출발을 응원

닥치고 예제부터 만들어 보고
연습문제로 복습하며
실습문제로 응용력을 쑥쑥
웹 디자인 실습 프로젝트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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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입문
with 텐서플로우 2.x
백견불여일타

조휘용 지음

수백 번 본들 한번 만들어봄만 하랴!

百見不如一打

백견불여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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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함께 공부해요
cafe.naver.com/codefirst

양용석 ugpapa@gmail.com

대기업부터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직장 경험을
프리랜서로 활동 중에 있으며, 웹사이트 기획,
주로 하고 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HTML5 & CSS3>, <
HTML5 & CSS3>, <처음 시작하는 CSS & 워
<부트스트랩으로 디자인하라>, <CSS 수퍼파워
를 집필하였다.
두바이 아시아나 호텔(asianahoteldubai.com
기반으로는 경제전문 출판사 스마트북스(sma
보안 전문회사인 ㈜신시웨이(sinsiway.com) 그
제주관광문화진흥원(jtipa.org) 사이트를 개발
테이블 태그를 사용한 비 웹 표준 사이트로 개
HTML5와 CSS3 기반의 웹 표준 사이트로 전
워드프레스 기반으로는 소반 레스토랑(sobah
개발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수의 웹 사이트를
웹 디자인뿐만 아니라 인쇄 디자인 영역까지 작
있으며, HTML5와 CSS3 그리고 jQuery와 W
와 같은 다양한 기술 및 CMS에 관심이 많으며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사람이 공존하는 제주도에서 사진을 취미 삼아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양용석 지음

로드북은
책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http:www.roadbook.co.kr
https://www.facebook.com/Ro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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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見不如一打
코드를 한번 쳐보고 실행해보는 것이
프로그래밍을 익히는 으뜸 공부법이라는
철학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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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의 글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딥러닝은 아직 과장된 상태입니다. 많은 작업이 자동화되는 것과
동시에 일자리가 사라지며, 일을 하지 않고 여가 생활만 즐길 수 있다는 수많은 글들. 실제로 딥러
닝은 기존에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나가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환경에 적용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심지어 물리적 환경에도 엄청난 제한을 받으며, 소수를 제외한 다수 회사
의 의사결정자가 연구 대비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딥러닝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한다
는 의견에 매우 회의적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과장된 상태를 향해가거나 혹은 뛰어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발전
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여 여태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나 편리함을 직
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딥러닝의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가 컴퓨터, 스마트
폰, 각종 문서 애플리케이션(ex: excel, word, 한글 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기본 소양처럼 받아
들여지는 것과 같이 딥러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도 기본 소양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딥러닝의 방법을 당장 사용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줄 시간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은 딥러닝 입문서입니다. 필자가 딥러닝에 입문하던 시기에 겪었던 고충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입문 단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책의 내용
을 구성하였습니다. 책이 출간되기 전까지 텐서플로우 2.x 배포 버전을 항시 체크하여 중복 및 변
경된 함수나 입문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추가 기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이 책을
시작으로 점차 수학과 이론적 지식이 필요함을 느끼고, 프로세스나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를 보았을 때 “과연 저기에 딥러닝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본
격적으로 딥러닝 엔지니어, 연구자,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총 9장으로 이루
어진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텐서플로우 2.x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함수와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어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검색해보고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를 권장합니다. 딥러닝도 다른
프로그래밍에서의 입문과 다르지 않게 반복해보는 것이 입문 단계를 벗어나기 위한 가장 빠른 방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반복되는 코드를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따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전과 다른 오픈 소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금 공유와 소통은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캐글을 딥러닝 대회의 장이 아닌 공유의 장으로 바라보
면서 참여하고, 딥러닝을 공부하거나 적용했던 경험들을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함께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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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에 공유해주세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근처에 널리 퍼져있는 문제
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정보 격차)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진
정한 AI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는건 어떨까요.
이 책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편집장님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해주셨던 여러 가지 기분 좋은 말들을 통해 격려해주시고, 미숙한 글을 하나하나 보시면
서 읽어주시며, 쉽지 않은 기회를 만들어 제안해주신 임성춘 편집장님께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전
합니다. 또, 수많은 교정 제안에도 묵묵히 진행해주신 홍원규 편집자님과 디자이너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기회도 잡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작업과 병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선뜻 수락하지
못하고 있던 제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대학생 시절부터 대학원까지 아낌없는 조언
으로 방향을 잡아주셨던 김민수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 나아가는 방향은 다르지만 항상 자신이 겪은 경험을 공유해주는 김세진 대표님, 다양한 의견
공유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 동기 차시명,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뭐든 일단 해보라고 고민
하던 저를 응원해준 동기 박승태, 잠시나마 책 내용의 구상을 도와주었던 동생 장동근에게 감사의
표현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표현으로도 한없이 부족한 부모님과 나의 동생에게 감사를 전
합니다.

2020년 5월
조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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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이자 베타테스터의 글

“이 책은 딥러닝 입문서이기 전에 인공지능 입문서를 지향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학습해나갈 것인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편집하고 내용을 읽으며 예제를 테스트하고 연습문제를 풀어본 편집자입니다. 이제 지천
명의 나이이며 IT 편집자로서 20년 정도의 경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IT 책을 기획하고 편집했지
만, 인공지능은 낯선 분야라 아마 대부분의 이 책 독자분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편집자는 약간의 파이썬 지식이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은 넓은 분야이며, 딥러닝은 그 중에서 요즘 각광받는 기술이고 이것을 실습해보니 일정
한 패턴을 계속 익혀나가는 것이다.”
일정한 패턴을 익혀나간다는 의미는 데이터를 모으고(이 책에서는 데이터가 주어지지만) 모델을
만들어 내며 학습을 시키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익혀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
요한 라이브러리를 찾아내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데이터와 모델,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
시하는 [함께 해봐요] 예제를 테스트하면서 모델의 학습시간을 기다리고 결과를 뿜어낼 때 기쁨보
다는 약간 허망하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내는 게 뭐지?” “이것을 응용해
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는 의문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IT 기술이 그렇듯
이, 단편적인 예제만으로는 실용적인 예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작은 미션들(여기서는 [함께 해
봐요] 예제)에 익숙해지는 약간의 고통스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

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만으로는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하지는 못하지만, 그 과정의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고 독자가 끝까지 완주하여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
다 이 책은 “백견불여일타”라는 시리즈 이름처럼 말 그대로 “그래, 그냥 해봐(Just do it)” 같은 책
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 하며 실행해보고 에러를 내뿜을 때 고민해보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배우는 과정을 통해 내가 부족한 지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까지 학습하면서 다양한 에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문제부터
변수명 하나 잘못되어 고생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른 독자들도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많은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했지만, 분명 어딘가에서는 쉽게 넘어가지 못하
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땐 언제든지 백견불여일타 카페에서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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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역시 하이라이트는 [실습해봅시다]였습니다. 몇가지 미션들을 풀어봄으로써 딥러닝을 이해
하고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 파트입니다. 편집자로서 다른 프로그래밍 도서의 단편적인 문제와
는 달리, 스스로 풀기가 힘들었지만, 본문의 내용과 검색을 통해 가능한 저자가 제공하는 답안을
보지 않고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실습해봅시다]를 직접 풀어보고 난 후 이해하기 힘들
었던 내용도 선명하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실습해봅시다

이 아닌가 싶습니다.
●● 나의●이해도를●측정하자
1. 케라스의 개발 과정을 활용하여 단층 퍼셉트론으로 XOR 게이트 문제에 대해 적은 횟수의
에폭으로 학습시켜보고 evaluate(), predict() 함수를 통해 결과를 출력해보세요. 아마 학
습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 학습시키기 위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학습되지 않는 경우를 체험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경험입니다.

[실습해봅시다]를 직접 풀어보는 것이
딥러닝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XOR 논리 회로의 형태
•케라스 개발 과정: 데이터 준비, 모델 구성(Dense), 학습 과정(compile) 설정, 학습(fit), 평가(evaluate,
predict)

2. 학습률은 최적값을 찾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하이퍼파라미터입니다. 학습률
의 설명에서 낮은 크기의 학습률은 학습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 있고, 높은 크기의 학습

눈으로만
지식이
수게이트
없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제공하는 [함께 해봐요]와 [실습해
률은 읽으면
학습이 되지절대
않을 수내
있다고
했습니다.될
문제에서 다양한
학습률을
사용
XOR
하여 학습 속도와 학습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매우 큰 학습률 0.1 또는 매우 작은 학
봅시다]는
여러분이 나중에 현업에서 부딪히며 해결해야 할 미션들의 작은 버전과도 같습니다. 안
습률 0.0000001과 같이 극단적인 학습률을 사용하여 최종 결과까지 도출해보세요.

되면 밤새 고민해서 해결해보고 성취감을 맛본 후에 저자의 정답과 맞춰보고 잘한 점, 잘못한 점을
다음과 같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분하여 배워나가야 합니다.
•XOR 논리 회로의 형태
•케라스 개발 과정

연습문제를
스스로
•학습률에
대한 개념 풀어본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부터
고민하게 되고 이 라이브러리를 쓸까, 이런 모델을 설계해볼까 등을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실제 현실에서와 같은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아주 작은 부분이겠지만, 이제 막 딥러닝을 배
우는 독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연습문제는 꼭 스스로 풀어보는 훌륭한 독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인공지능의 세계에서 마음껏 날갯짓을 하며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89
마지막으로 집필 기간 중에 엉뚱한 질문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세심하게 잘 들어주고 책에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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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 책의 학습 방법
●●

이 책은 코랩 또는 캐글 노트북을 기반으로 실습을 통해 딥러닝의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
게끔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실습과제인 [함께 해봐요]는 눈으로만 보아도 알 만한 예제라도
하나하나 직접 키보드로 입력해 해보면서 학습해야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
고, 결과를 확인하며 예제의 의미를 반드시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 책의 실습은 1장의 “준비하기”를 통해 실습환경을 구축하고 시작하기를 권장합니다.

●●

[함께 해봐요]는 실행 가능한 하나의 노트북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실습 결과
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먼저 소스 에러를 확인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백견불여일타 카페에서 도움을 받으
시기
바랍니다.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History 객체를 사용하여 손실값과 정확도를 그려보겠습니다.
[함께 해봐요]

두 모델의 학습 과정 그려보기

fashion-mnist.ipynb
➊

import numpy as np
02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01

➋
➋

03

def draw_loss_acc(history_1, history_2, epochs):
05
his_dict_1 = history_1.history
06
his_dict_2 = history_2.history
07
keys = list(his_dict_1.keys())
04

➊

08
09
10
11

●●

➊

epochs = range(1, epochs)
fig = plt.figure(figsize = (10, 10))
ax = fig.add_subplot(1, 1, 1)
# axis 선과 ax의 축 레이블을 제거합니다.
ax.spines['top'].set_color('none')
ax.spines['bottom'].set_color('none')
ax.spines['left'].set_color('none')
ax.spines['right'].set_color('none')
ax.tick_params(labelcolor='w', top=False,
bottom=False, left=False, right=False)

➋
➋
➊

[정리해봅시다]는 가볍게 복습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배운 내용을 복기함으로써 한번 더 정리
12
13
14

하는 단계이오니,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읽어보길 권합니다.
15
16
17

결과 그림에서 1행은 첫 번째 모델의 결과이고, 2행은 두 번째 모델의 결과입니다. Dense(128)층

[실습해봅시다]는 힌트가 제공되는 실습문제입니다.
파트이기도
합니다.
을 추가한 두가장
번째 모델은 중요한
첫 번째 모델보다 빠르게
수렴하며 높은 정확도와
낮은 손실값을 보여실습문
18
19
20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대적합 문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 그림에서 ➊ 번 선과 ➋ 번 선이 벌

for i in range(len(his_dict_1)):

= fig.add_subplot(2,
2, i + 1)
제는 각temp_ax
장에서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딥러닝 관련 미션들을 제시합니다. 이 미션들을 여
temp = keys[i%2]
21

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을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20에폭)보다 두 번째 모델(10 에폭)

22
23

은 벌어지는 지점이 상대적으로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에폭을 기준으로 벌어짐의 정도 또

val_temp = keys[(i + 2)%2 + 2]
temp_history = his_dict_1 if i < 2 else his_dict_2
temp_ax.plot(epochs, temp_history[temp][1:],
color = 'blue', label = 'train_' + temp)
temp_ax.plot(epochs, temp_history[val_temp][1:],
color = 'orange', label = val_temp)
if(i == 1 or i == 3):
start, end = temp_ax.get_ylim()
temp_ax.yaxis.set_ticks(np.arange(np.round(start, 2), end, 0.01))
temp_ax.legend()
정리해봅시다
ax.set_ylabel('loss', size = 20)
ax.set_xlabel('Epochs', size = 20)
정답은 백견불여일타 카페에서 제공됩니다. 정답은 백견불여일타 카페에서 제공됩니다.
plt.tight_layout()
plt.show()

러분 스스로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딥러닝의 초급 단계를 넘어 스스로
24
25

한 더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 예측을 위해 두 모델 중 한 가지를 사용해야 한다면, 두 번째 모
델을 기준으로 과대적합이 일어나기 전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지는 8에폭까지만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를 최종 성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예제와의 공통점은 과대적합이 일어나기

학습하며 성장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6
27
28
29
30
31
32

정리해봅시다

33
34
35

●● 이●장에서●우리가●얻은●것

36
37

전까지의 모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결과는 모델을 깊게 구성하면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모델이 가지는 파라미터의 수가 매우
많아지기 때문에 과대적합 문제에도 많이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모델의 깊이는 데이터

에 알맞게 조절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절한 모델의 깊이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면, 유명
한 데이터셋이나 유사한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준 모델의 구조를 참고하여 구성해보고 실험을 진행하

실습해봅시다

●● 이●장에서●우리가●얻은●것

Sequential()
Sequential(), 서브클래싱, 함수형 API
이 장에서는 케라스에서 모델을
이 장에서는
방법인 케라스에서
모델을
, 서브클래싱,
구성하는함수형
방법인API
38 구성하는
draw_loss_acc(first_history,
second_history,
30)

실습해봅시다

는 것이 좋습니다.

●● 나의●이해도를●측정하자

●● 나의●이해도를●측정하자

112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방법에권장
대해방법인
알아보았습니다.
함수형 API는
이 중에서도
쉽고, 편리하며,
권장 방법인
높 함수형 API는 쉽고, 편리하며, 높

1.

은 유연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은 유연성의
가상의
장점이
데이터를
있습니다.
통해 이를
다중 활용하여
입출력 모델을
가상의사데이터를 통해
다중 입출력 모델을 사
4장 신경망 적용해보기
111

캐글을 통해 능력 향상시키기
●●

백견_딥러닝(02).indd 112

용해보았으며, 잔차 연결과 인셉션 모듈을
용해보았으며,
직접 구현해보고
잔차 연결과
모델을
인셉션
구성해보았습니다.
모듈을 직접 구현해보고
딥
모델을 구성해보았습니다. 딥

통해 능력
향상시키기
이진 분류 문제,
빙산과
선박을
구별하는
이진캐글
분류대회
문제,
참여하기
빙산과 선박을 구별하는 캐글 대회 참여하기
1. 캐글을

●● 이
이 책은 코드와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책은 코드와
제공하지
데이터에
않습니다.
대한 어떠한2020-05-04
내용도 제공하지
오후 9:08:35 않습니다.
● 캐글에 ‘Statoil/C-CORE
캐글에 ‘Statoil/C-CORE Iceberg●Classifier
Challenge’를 검색하세요!
Iceberg Classifier Challenge’를 검색하세요!

신경망”까지 학습하였다면 이후부터는 초급을이 뛰어넘기
위한
내용들을
알아봅니다.
6장 을“순환
장에서는 다중 입력 모델을
구성하여
이 장에서는
결과를 제출하세요!
다중 입력
모델을 구성하여 결과를 제출하세요!
을 주는 케라스 콜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는 케라스 콜백을 살펴보았습니다.
●●

러닝의 강력한 힘인 전이
한번 살펴보았으며,
강력한 힘인 전이
마지막으로
학습을 다시
성능 한번
향상에
살펴보았으며,
큰 도움
마지막으로 성능 향상에 큰 도움
●●학습을 다시러닝의
백견_딥러닝(02).indd 111

●● 이것만은●알고●갑시다

●●

●●

2020-05-04 오후 9:08:10

7장.
초급을 향해서-1
●● 이것만은●알고●갑시다

Sequential()
, 서브클래싱,
모델 구성함수형
방법은API가
있습니다.
, 서브클래싱,
권장 방법은함수형 API가 있습니다. 권장 방법은
1. 케라스 모델 구성 방법은 Sequential()
1. 케라스

(번외) EfficientNet은
발표 시점을이전에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 데이터셋에서 이전에 사용되고 있
ImageNet 데이터셋에서
ImageNet
2. (번외) EfficientNet은 발표 시점을2.기준으로
던 모델의 성능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던 모델의
동시에 성능을
‘효율성’이라는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장점을 잃지 않아
동시에
많은‘효율성’이라는
관심
장점을 잃지 않아 많은 관심

	케라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케라스에는을모델
구성을
위한
대표
함수형 API입니다.
을 받은 모델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
받은
구현을
모델입니다.
시도해보세요.
이에 대해
큰 도움이
알아보고,
될 것입니다.
구현을 시도해보세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수형 API입니다.

Efficientnet: Rethinking model scaling
Efficientnet:
for convolutional
Rethinking
neural
model
networks
scaling fo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적인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제공되는 세 가지 방법은
분류,
탐지,
자연어
처리
등과 같
&
(2019).
&
(2019).

함수형
구조를
쉽게
활용하면
구성할다중
수 있습니다.
입출력 모델 구조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API를
2. 함수형 API를 활용하면 다중 입출력
2. 모델

●●
●●

●●

Tan, M.,

Le, Q. V.

●● Tan, M.,
Efficientnet:
Rethinking
Le, Q.model
V. scaling
Efficientnet:
for convolutional
Rethinking model scaling fo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rXiv preprint arXiv:1905.11946.
networks. arXiv preprint arXiv:1905.11946.
은 특정 문제에 적합한 모델을 구성하거나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neural
위해
유동적으로 사용

잔차모델에서
연결과 인셉션
사용되고
모듈의
있습니다.
구조는가장
많은기본적인
모델에서형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
3. 잔차 연결과 인셉션 모듈의 구조는
3.많은
를 알아두면, 조금 변형된 형태를 이해하기에
를 알아두면,
더욱 조금
수월할
변형된
것입니다.
형태를 이해하기에 더욱 수월할 것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전이 학습의학습한
사용을다양한
위해 케라스는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한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mageNet을
4. 전이 학습의 사용을 위해 케라스는4.ImageNet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nsorflow.keras.applications에서 확인할
tensorflow.keras.applications에서
구조를제네레이터와
활용하여 다중다중
레이블
입력문제를
모델 구조를
다시 해결해보
활용하여 다중 레이블 문제를 다시 해결해보
5. 커스텀 제네레이터와 다중 입력 모델
5. 커스텀
았습니다.

았습니다.

6. 네 가지 케라스 콜백을 사용해보았습니다.
6. 네 가지 케라스 콜백을 사용해보았습니다.
●●

ModelCheckpoint

●● EarlyStopping
백견_딥러닝(END).indd
8
●●

ReduceLROnPlateau

●●

ModelCheckpoint

●●

EarlyStopping

●●

ReduceLROnPlat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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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초급을 향해서–2

	이전까지의 모든 내용은 기본적인 전처리, 모델 구성,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8장에서는
다음 단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법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당장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한 번쯤은 찾아볼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이 책의 실습 환경과 예제 다운로드
●●

이 책의 소스코드는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에 GPU가 장착되어 있다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
습할 수 있으며, GPU가 없다면 무료 클라우드 환경인 코랩(Google Colaboratory)이나 캐글
노트북(Kaggle Notebooks)에서 실습할 수 있습니다.

●●

3.1.3 @tf.function

예제
소스는 로드북 사이트와 백견불여일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tf.function
은 텐서플로우에서 자동으로 그래프를 생성Auto Graph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

용하면 파이썬으로 구성된 코드를 고효율의 텐서플로우 그래프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roadbook.co.kr/233
텐서플로우
그래프로 변환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GPU 연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환되는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cafe.naver.com/codefirst

●●

●

if → tf.cond

●

for/while → tf.while_loop

책의
라인 번호를 두었습니다. 라인 번호는 독자가 어느 위치에 코드를 추가해야
for _예제에는
in dataset → dataset.reduce
●

@tf.function은
위와 같은 반복적인
5장부터 다룰 신경망(컨볼루
할지
직관적으로
알파이썬
수코드에는
있게효율적이지만,
하기 위함입니다.
생략된 코드는 없으며, 모두 완전소스로 구성
션 신경망, 순환 신경망)과 같은 고비용 연산에는 성능에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
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되었습니다

●●

주요
소스코드는
[함께 해봐요]
basic_calc.ipynb
@tf.function 별도의 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01

import tensorflow as tf

02
03
04
05
06
07
08

@tf.function
def square_pos(x):
if x > 0:
x = x * x
else:
x = x * -1
return x

09
3. 백견불여일타
카페에서 함께 공부합시다.
10
11

print(square_pos(tf.constant(2)))

앞으로tf.Tensor(4,
지속적으로
백견불여일타 시리즈 책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HTML5, 안드로이드 앱
shape=(), dtype=int32)
개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이어베이스, C#, Vue.js 독자분들이 백견불여일타 카페에서 많은 도움
사실 위의 예제는 즉시 실행 모드를 사용하면 @tf.function 없이도 문제없이 실행되는 코드입니

다. @tf.function을 사용한 함수와 그렇지 않은 함수의 출력 형태를 보겠습니다.
을 받고
있습니다. 외롭게 홀로 고군분투하며 어렵게 학습하는 입문자들에게 힘이 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견불여일타 네이버 카페 주소 : cafe.naver.com/codefirst
3장 기본기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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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준비하기

인공지능, 머신러닝, 신경망. 과거에 전문가만이 주로 접할 수 있었던 용어는 이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신경망이 내장되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막강한 힘으로 적용 분야를 매우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공지능은 특
정 집단의 기술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편리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도
직접 기능을 만들어보고, 적용해보고,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장에서는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케라스를 살펴보고, 설치하는 과정을 다룹니
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있는 구글 코랩과 캐글 노트북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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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작하며
이 책을 선택한 우리는 이미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딥러닝인 것 같기도 하고,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인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합니다. 서로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그림 1-1] 세 가지 용어의 관계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학습, 인식, 추적 등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과 할 수 없는 작업을 컴
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신러닝ML; Machine Learning은 기계가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신러닝은 주로 선형모델의 수식으로 설명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고 아래 그림으로
대체합니다. [그림 1-2]에서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정답을 활용하여 규칙을 찾은 모델을 통해 우리
가 알고 싶은 정답을 도출합니다.

데이터

전통 프로그래밍

정답

프로그램

데이터

머신러닝
정답

모델

우리가 알고 싶은 정답

규칙

[그림 1-2] 전통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

딥러닝Deep Learning은 깊은 신경망을 의미하는 단순 용어입니다. 딥러닝은 깊게 쌓인 신경망들이 데
이터를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정답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 용어는 개인마다 여러 가지 해석으로 사
용되고 있지만, 필자는 이 용어가 마케팅 용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저명한 학자들은 ‘딥
러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AI 분야가 많은 투자를 받는 것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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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각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텐서플로우의 케라스를 사용하여 딥러닝의 범
위를 다룹니다.
텐서플로우TensorFlow는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머신러닝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2019
년 8월 24일(한국시간 기준)에 텐서플로우 2.0 rc 버전이 공식 배포되었습니다. 텐서플로우 2.x의
시간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하위 버전(텐서플로우 1.x)을 벗어나기 위한 분석
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분석과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텐서플로우 2.x로 넘어오면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텐서플로우 2.x는 단순성 및 사용 용이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이 책에서 살펴볼 케라스가 텐서플로우의 고수준 API로 채택되었고, 구글Google은 향
후 입문자들에게 케라스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텐서플로우 2.x에서 무엇이 바뀌는지에
관해 관심이 있다면, 구글이 유튜브Youtube에 직접 게시한 동영상1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변경된 점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책을 공부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독자 여
러분이 이 책을 보는 시점에서는 텐서플로우 2.2 또는 그 이상의 버전이 배포되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텐서플로우 2.x는 단순히 2.x 버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텐서플로우 1.x 버전을
벗어난 전체 버전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최대한 개념과 코드를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식은 최대한 다루지 않으려고 했
으며, 케라스의 많은 기능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공부 방법은 사람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필자
로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곁에 두고 함께 공부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

백견불여일타 딥러닝 입문 with 텐서플로우 2.x

●●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수학적 개념 등을 다루는) 이론서

●●

텐서플로우 및 케라스 공식 API

많은 사람이 케라스의 단순한 매력에 빠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글만 봐서는 잘 모를 것입니다.
직접 사용해보면 왜 구글이 케라스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권장하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케라스는 비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AI에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가진
AI 민주화 정신에 의해 구글 엔지니어 프랑소와 숄레François Chollet가 만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입
니다. 이 책을 보고 우리도 AI 민주화의 노력에 동참하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1 유
 튜브에서 TensorFlow 2.0 Google IO를 검색하세요. 입문자로서 전부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느끼고 찾아
보면서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글에서는 이외에도 텐서플로우 2.x을 다루는 유용한 동영상을 다수 제공합니다.

1장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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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케라스란
케라스Keras2는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접할 수 있도록 파이썬3으로 설계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입
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성 및 간결성(Simplicity)
케라스의 표현은 짧고 간결합니다. Input, Model, Layer 등과 같이 이름만으로 기능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Easy extensibility)
텐서플로우 2.x의 케라스는 텐서플로우와 호환하는 데 있어 높은 유연성을 가집니다. 기존의 케라
스는 텐서플로우와의 호환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접할 케라스는 여러 기능과의 호
환이 가능하게 되면서 높은 유연성을 가짐과 동시에 향상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듈화(Modularity)
케라스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모듈은 독립적으로 문제에 맞게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적합한 모델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기반(Python base)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한 파이썬 코드를 통해 작동합니다.
주로 텐서플로우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이유는 케라스가 텐서플로우의 공식 고수준 API로 채택된
만큼 여러 기능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지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케라스는
CNTK, Theano와도 호환 가능한 라이브러리입니다. 하지만 케라스 2.3.x 버전을 기점으로 더는
이러한 호환을 지원하지 않으며, 케라스 독립적으로 버전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향후 케라스의 사용은 텐서플로우 2.x에 포함된 tf.keras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케라스의 주요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는 https://keras.io/입니다.
3 파이썬이 처음이라면, 파이썬의 기본 문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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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스의 핵심은 모델Model입니다. 이를 사용하면 우리는 많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도 쉽게 모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 (고수준 API가 가지는 공통적인) 단점
을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직접 텐서Tensor를 변형하거나 모델을 세부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딥러닝을 공부하는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믿고 따라와도 좋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습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 Data Preparing, Preprocessing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정의합니다. → Model(Sequential, Functional API)
3. 손실 함수(Loss), 옵티마이저(Optimizer)를 설정합니다. → compile( )
4. 모델을 학습시키고, 추론합니다. → fit( ), evaluate( ), predict( )
각 단계별로 알아야 할 내용은 이후에 다루는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하지만, 이 책을 통해 케라스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이제부터 케라스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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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케라스 준비하기
케라스의 사용은 매우 간단하다고 계속 강조하지만, 의외로 케라스 사용을 위한 텐서플로우 설치
에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격적으로 케라스를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인 설치부터 다
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에서 설치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나콘다Anaconda

●●

텐서플로우 CPU

●●

텐서플로우 GPU(2.1)4
- CUDA(10.1)
- cuDNN(7.6)

먼저, 파이썬 그리고 NumPy와 같은 필수 라이브러리 설치를 간편히 하기 위해 아나콘다Anaconda
를 설치합니다. 두 번째로, 텐서플로우를 설치하고 임포트해볼 것입니다. 더하여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에 GPU가 장착되어 있다면 텐서플로우 GPU 버전 설치를 추천합니다. 텐서플

로우 CPU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GPU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후의 내용에서 GPU를 무료로 제공하는 구글 코랩Colab과 캐글 노트북Kaggle Notebook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루니 너무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설치 과정은 윈도우즈 10 Windows 10에서 진행했으며, 맥Mac 그리고 리눅스Linux에서의 설치는
이보다 더욱 간략한 내용(환경변수 설정 등)으로 진행되니 별도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설치 시
발생하는 오류는 매우 다양합니다.5 천천히 따라오길 바랍니다. 또한, 텐서플로우, CUDA, cuDNN의
버전은 잘못 설치하면 시간적 소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 책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 적합한 버전을 충분
히 검토하고 설치하기를 권장합니다.

1.3.1 아나콘다 설치하기
아나콘다Anaconda는 파이썬의 다양한 패키지를 쉽게 제공해주어 설치 후에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패키지, 가상환경의 관리를 쉽고 편리하도록 합니다.
먼저, https://www.anaconda.com/distribution/6에 접속합니다. 우리는 파이썬 3.7 버전을 사용
할 것입니다. 또는, 본인의 환경에 따라 3.x의 낮은 버전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파이썬 3.6 이상

4 소괄호는 버전을 나타냅니다.
5 만약 오류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구글에 검색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6 구글에서 Anaconda를 검색해서 접속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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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버전을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향후 텐서플로우는 파이썬 2.x 버전을 지원하지 않는
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림 1-3] 아나콘다 설치

아나콘다를 사용하려면 환경변수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림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은근히 입문자들
이 강조되어 있음에도 매우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림 1-4]의 화살표 부분을 꼭 체크하세요.

[그림 1-4] Anaconda PATH 자동 생성

텐서플로우를 설치할 가상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7

7 아나콘다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면, 주피터 노트북(jupyter Notebook)은 cmd에 jupyter notebook 명령어를 입력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1장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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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봐요]
01
02
03
04
05
06
07
08

텐서플로우를 설치할 가상환경 만들어 보기

# 가상환경을 만듭니다. 가상환경의 이름은 keras_study로 하겠습니다.
#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해도 좋습니다.
conda create –n keras_study
conda env list
# 설치 확인, keras_study가 목록에 존재해야 합니다.
activate keras_study
# 가상환경을 활성화합니다.
pip install ipykernel
# Jupyter Notebook 사용을 위한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python –m ipykernel install --user --name keras_study
--display-name "keras_study"
jupyter kernelspec list # Jupyter Notebook에 해당 가상환경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완료했다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가상환경을 통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
기서 주피터 노트북Jupyter Notebook이란, 웹 브라우저에서 파이썬을 실행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명령 프롬프트와 같은 딱딱한 환경보다 더욱 시각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 작업
할 수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네모 부분에 해당하는 jupyter
notebook 명령어를 입력하세요.

[그림 1-5] 주피터 노트북 실행

[그림 1-6]의 왼쪽 그림처럼 명령 프롬프트 창이 알지 못할 명령어로 채워지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웹 브라우저에서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됩니다.8

8 반대로 명령 프롬프트에서 주피터 노트북 종료를 위한 명령어는 [Ctrl] + [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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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주피터 노트북 화면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여 현재 가상환경에 설치된 파이썬 버전을 출력해보겠습니다.

➊
➋

[그림 1-7] new를 통한 주피터 노트북 파일 생성

주피터 노트북 화면의 오른쪽 위에 위치한 New 버튼을 누르면 현재 아나콘다에 설치된 파이썬 버
전과 우리가 미리 만들어 등록해놓은 가상환경 keras_study(또는 직접 만든 이름)가 보입니다. 이
를 통해 *.ipynb 확장자를 가진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일을 만들면 다음 그림
과 같이 나타나는데,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을 셀cell이라고 부릅니다. 셀에 아래와 같이 코드
를 입력한 후 [shift]+[enter]를 입력하면 설치된 파이썬 버전이 출력됩니다.

1장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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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import sys
print('파이썬 버전은?', sys.version)

[그림 1-8] 주피터 노트북을 통한 파이썬 버전 출력

이제 마지막 단계인 텐서플로우 설치만이 남았습니다. GPU를 보유하고 있다면 ‘1.3.3 텐서플로우
설치(GPU)’로 넘어가서 진행해주세요.

1.3.2 텐서플로우 설치(CPU)
텐서플로우 CPU 버전을 사용해도 기초 예제를 다룰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는 예제를 실행시킬 때는 매우 느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글 코랩 또는 캐글 노트북 사용을
추천합니다. 텐서플로우 최신 버전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책은 텐서플로우 2.1 버전
을 기준(작성일 2020년 2월 12일)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GPU 버전을 사용하려면
tensorflow-gpu와 같이 GPU 버전을 명시해주어야 했지만, 이제 텐서플로우는 기본적으로 GPU를

지원하는 버전으로 설치됩니다. 따라서 CPU 버전을 설치하려면 다음 명령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함께 해봐요]
01

텐서플로우 CPU 버전 설치하기

pip install tensorflow-cpu

1.3.3 텐서플로우 설치(GPU)
텐서플로우 GPU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카드 드라이버와 Microsoft Visual C++(2015,
2017, 2019 버전 중 하나)를 설치해주어야 합니다.9 이제 차례대로 NVIDIA 드라이버, CUDA,
cuDNN을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텐서플로우를 임포트해보겠습니다. 다른 설치에 비해 꽤 길고, 복
잡할 수 있으니 더욱 천천히 따라와야 합니다.
9 h
 ttps://support.microsoft.com/ko-kr/help/2977003/the-latest-supported-visual-c-downloads로 접속하거나 구글에서
Microsoft visual c++ 2017(또는 2015, 2019)을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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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IDIA 드라이버 설치하기
이미 설치가 되어있다면, 이 부분을 넘어가서 ‘CUDA 설치하기’ 부분을 진행하세요. NVIDIA 드
라이버를 설치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10로 진입하여 본인의 드라이버에 맞는 버전을 다운받습니다.
필자는 그림과 같이 GeForce GTX 1050 Ti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림 1-9] NIVIDIA 드라이버 설치

설치가 끝났다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nvidia-smi를 입력하여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
다. 동시에 그래픽 드라이버 버전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CUDA 10.1을 설치할
것이므로 NVIDIA 드라이버의 버전이 CUDA 버전에 맞는 버전이거나 높은 버전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최신 버전을 설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림 1-10] nvidia-smi를 통한 정상 설치 확인

CUDA 설치하기
NVIDIA Developers 홈페이지의 [DOWNLOADS]–[CUDA Toolkit]을 통해 다운로드를 위한
페이지로 진입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DOWNLOADS NOW] 버튼을 눌러 CUDA Toolkit을
다운받을 수 있으나 해당 버전은 우리가 원하는 버전이 아닙니다. 오른쪽의 [Legacy Releases]를

10 https://www.nvidia.co.kr/Download/index.aspx?lang=kr로 접속하거나 구글에서 ‘NIVIDIA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를 검색하세요.

1장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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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러 이전 버전들을 다운받기 위한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Archived Releases
카테고리를 보면 CUDA Toolkit 10.1 버전이 보입니다. 밑의 그림과 같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옵
션을 선택하여 다운받습니다. Installer Type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local 버전으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림 1-11] CUDA Toolkit 다운로드 페이지

설치를 완료했다면, 환경변수를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빠트리면 아무리 잘 설치했다고
해도 작동하지 않습니다.11 환경 변수의 [시스템 변수]에 CUDA_PATH가 있을 텐데, 이는 CUDA
가 잘 설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ath]–[편집]을 눌러 다음 항목들을 추가합니다.
●●

C:\Program Files\NVIDIA GPU Computing Toolkit\CUDA\v10.1

●●

C:\Program Files\NVIDIA GPU Computing Toolkit\CUDA\v10.1\bin

여기까지 오류가 없었다면 매우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cuDNN 설치하기
NVIDIA cuDNN12에 접속하여 [Download cuDNN] 버튼을 누릅니다(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1 환경변수를 편집할 수 있는 위치는 [제어판] → [시스템] → [고급 시스템 설정]입니다.
12 https://developer.nvidia.com/cudnn으로 접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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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NVIDIA cuDNN 다운로드 페이지

텐서플로우 공식 문서에 따르면 cuDNN은 7.6.0 이상의 버전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압축을 해제하면 세 가지 폴더(bin, include, lib)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3]처럼 앞서 환
경 변수에 존재한 CUDA_PATH와 같은 경로에 복사해서 붙여넣어 줍니다.

[그림 1-13] CUDA_PATH에 cuDNN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드디어 텐서플로우 2.x GPU 버전을 사용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상환경을 활성화한 채로
텐서플로우 설치를 진행하고, 두 개의 변수 선언을 통해서 실제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보겠습
니다.

1장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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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봐요]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텐서플로우 GPU 버전 설치와 테스트

# 가상환경이 활성화된 상태여야 합니다.
pip install tensorflow # 텐서플로우 GPU 버전을 설치합니다.
# 설치가 완료되고 난 후,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python # 파이썬을 실행합니다.
import tensorflow as tf # 텐서플로우를 임포트합니다.
a = tf.Variable(1)
# 변수를 선언합니다.
b = tf.Variable(1)
a + b
>> <tf.Tensor: id=10, shape=(), dtype=int32, numpy=2>
# 출력이 나오면 설치가 성공한 것입니다.

설치 과정을 길게 설명한 이유는 꽤 많은 입문자가 설치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오류를 만나기 때
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절을 진행하기 위해 잠시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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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무료 클라우드 사용하기
신경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 가진 가장 큰 어려움은 개발 환경일지도 모릅니다. 핵심적으로 CPU를 사용한 학습은 아주 오
랜 시간이 소요되며, 예제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코드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개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를 보기 위해 무심코 모델을 사용했다가는 결과도 얻지 못하고 종료시키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경망 모델을 구축하고 사용하면서 GPU가 필수라고들 말하
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좌절하기엔 이릅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가진 우리를 위해 직
접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바로 코랩Google Colaboratory13과 캐글 노트북Kaggle Notebooks에서 무료
로 GPU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14 이 책을 공부하면서 개발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면, 이 두 가지의 사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필자도 실험할 때 코랩과 캐글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
한, 이들은 필수 라이브러리를 직접 설치해주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간략한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1 코랩(Google Colaboratory)
Google Colaboratory는 간단하게 코랩Colab이라고 부릅니다. 코랩은 GPU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줌과 동시에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와 연동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코랩을 처
음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http://colab.research.google.com으로 접속하면 [그림
1-14]와 같은 시작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림 1-14] 코랩 시작 페이지

13 관심이 있다면 Goggle Colab Pro도 검색해보세요.
14 TPU(Tensor Processing Unit)도 제공하지만, 이 책에서는 생략합니다.

1장 준비하기

백견_딥러닝(END).indd 31

31

2020-06-01 오후 3:09:01

팝업창의 오른쪽 아래에 [새 PYTHON 3 노트]가 보이나요? 누르면 다음 창이 뜹니다. 주피터 노
트북과 디자인이 비슷하죠?

[그림 1-15] 코랩 실행 화면

GPU를 사용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런타임]–[런타임 유형 변경]을 누르면 밑의 그림과 같
은 팝업창이 뜹니다. 하드웨어 가속기에서 GPU를 선택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림 1-16] 코랩에서 GPU 설정하기

GPU는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구글 드라이브 연
동을 위해 실행해야 할 코드입니다. 또는 왼쪽 탭에서 폴더 모양을 누른 뒤, 드라이브 마운트 버튼
을 누르면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가 연동됩니다.

[함께 해봐요]

구글 드라이브 연동하기

from google.colab import drive
02 drive.mount('/content/drive', force_remount=True)
0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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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해서 사용하려면 계정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한 계정의 메일을 통해
권한을 승인하면 간단히 인증이 완료되고, 다음 그림처럼 drive 폴더가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7]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하기

1.4.2 캐글 노트북(Kaggle Notebooks)
캐글15은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를 위한 놀이터입니다. 상금이 걸린 대회가 다양한 데이터를 통
해 개최되고, 재야의 고수들은 서로 누가 잘 분석하는지 경쟁하게 됩니다. 또한, 입문자들을 위한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하기, 보스턴 집값 예측하기 등의 다양한 예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개최된 다양한 대회에서 순위권을 달성한 전문가들이 작성해놓은 캐글 노트북을 통
해 최고의 분석 기술을 무료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로그인하면 새롭게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왼쪽의 Compete, Datasets, Notebooks 목록
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Compete에서는 종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대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ta에서는 최대 20GB까지 본인의 데이터셋을 로컬 환경에서 추가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미리 작
성한 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Notebooks는 우리가 사용할 가상환경을 만들거나 전문가들이 작
성해놓은 캐글 노트북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15 https://www.kaggle.com을 참고하세요.

1장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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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캐글 기본 예제: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

최근에는 신경망을 활용하는 대회가 많이 개최되면서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글은 대
회에 참가하는 데이터 과학자들의 역량을 더욱 높여주기 위해 GPU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GPU를 사용하기 위해 캐글 홈페이지 상단의 Notebooks로 들어간 후, [New Notebook]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Notebook과 Script 중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선택하고 [create]를 누릅
니다. 여기서는 Notebook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캐글이 자동으로 노트북을 만들어줍니다. 코랩
을 사용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하지만, 몇 가지가 다릅니다. 지금부터 캐글 노트북 사용 방법에 대
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림 1-19] 캐글 노트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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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른쪽 목록의 Settings에서 Internet과 Accelerator를 통해 인터넷과 GPU를 활성화할 수 있
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바일 인증이 필요합니다. Internet 버튼은 외부 패키지를 이용할 때
사용하며,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오른쪽 위에 [+Add data]와 [Save Version] 버튼이 보입니다. [+Add data] 버튼을 누르면 데이
터셋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Save Version] 버튼은 현재 사용 중인 노트북의 버전을 저장하고 모
든 코드를 일괄적으로 실행시켜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Save Version]을 실행하
지 않으면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캐글 노트북의 화면에서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오
류 없이 잘 작동하는지,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한다면 [Save
Version]을 누른 후 왼쪽의 [Output] 탭을 누르면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간단한 예제를 통해 결과물을 얻어보겠습니다. 셀에 나타나 있는 모든 코드를 지우고 다음 코드를
입력한 뒤에 [Save Version] 버튼을 누릅니다.

[함께 해봐요]
01

캐글 노트북에서 결과물 얻는 방법

import pandas as pd

02

# 데이터프레임을 생성합니다.
data = ['hello kaggle']
05 my_df = pd.DataFrame(data, index = ['hello'], columns = ['kaggle'])
03
04
06
07
08

# Output의 결과를 보기 위해 데이터프레임을 저장합니다.
my_df.to_csv('./my_df.csv')

[Save Version] 버튼을 누르면 그림에서 나타나는 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림 1-20] 캐글 노트북 버전 저장

1장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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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Name에서 해당 버전의 이름을 정의합니다. Version Type에서 노트북을 바로 저장(Quick
Save) 할 수 있고, 저장과 동시에 실행을 통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Save & Run All). [Save
& Run All] 버튼을 누른 채로 [Save] 버튼을 누르면 버전이 실행됩니다. 실행이 완료되면 Save
Version 옆의 숫자가 1로 변경됩니다. 숫자를 눌러보세요. 우리가 만든 노트북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오른쪽 위의 [Go to Viewer] 버튼을 누르면 다음 그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림 1-21] 노트북 버전 확인 화면

오른쪽 목록에 Output 탭이 보이시나요? 결과물을 만들지 않으면 이 탭은 생기지 않습니다. 탭을
눌러보면 우리가 저장한 my_df.csv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글 노트북의 GPU 기능은 7일
을 기준으로 30시간 활용 가능합니다. 할당된 GPU 시간은 매우 소중하니 잘 관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캐글에 익숙해지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다양한 데이터와 강력한 노트북이 최대 장점입니다.
여기서 강력한 노트북이란, 전문가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놓은 글이 담긴 것을 뜻합니다. 신경
망과 다양한 데이터에 관한 공부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노트북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 해보면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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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PI 문서 활용하기
API 문서를 통해 우리가 사용할 다양한 함수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텐서플로우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므로 문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어제 보았던 카테
고리가 오늘은 사라지고, 다른 카테고리가 올라온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
분들은 검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간혹 사람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
식 문서의 영어표현과 비교해보면 좋습니다.

[그림 1-22] 텐서플로우 및 케라스 공식 문서

1장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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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봅시다

●● 이 장에서 우리가 얻은 것
본격적으로 케라스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텐서플로우를 설치하여 실행해 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가 활용하고 있는 무료 클라우드인 구글 코랩과 캐글 노트북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
아보았습니다. 향후 예제를 실행시킬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
로 사용하는 함수가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면 공식 API 문서를 통해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
는 것이 좋습니다.

●●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1. 인공지능 ← 머신러닝 ← 딥러닝
2. 텐서플로우의 케라스는 매우 단순하며 강력합니다.
3. 신경망 모델 사용을 위해서 GPU 보유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4. GPU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구글 코랩과 캐글 노트북이 존재합니다.
5. 무료 GPU는 사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6. 캐글의 최대 강점인 캐글 노트북은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볼 수 있는 최고의 기술서입니다.
7. 공식 홈페이지를 보는 습관은 실력 향상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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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살펴보기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려면 선수의 능력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선수를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경기
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팀의 선수뿐만 아니라 적 팀의
선수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신경망을 효율적으로 다루려면 신경망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
만, 그 외의 다양한 요소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머신러닝 프로
세스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프로세스의 개별 과정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많은 용어를 아
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각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셋, 커뮤니티를 살펴보
겠습니다.
•머신러닝 프로세스 간략히 살펴보기
[문제 정의 및 데이터 준비하기] → [학습하기] → [추론 및 평가]
•용어 살펴보기
- 데이터 준비하기: 클래스 불균형, 과소표집과 과대표집, 회귀와 분류, 원핫 인코딩, 교차 검증
-	학습하기: 하이퍼파라미터, 배치와 배치크기, 에폭과 스텝,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과대적합과
과소적합
- 평가하기: 혼동 행렬, 정확도, 정밀도와 재현율, F1-Score, ROC 곡선
•데이터셋 및 커뮤니티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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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머신러닝 프로세스 간략히 살펴보기
머신러닝 프로세스는 크게 [문제 정의 및 데이터 준비하기] → [학습하기] → [추론 및 평가] → […]
의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 … ]에 해당하는 단계는 다시 데이터를 준비할 수도 있고,
분야에 따라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를 다루면서 본인만의 프로세스를 구축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구축된 프로세스가 결과적으로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기 때문입니

다. 예제 데이터를 통한 프로세스 구축은 매우 쉽지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잘’ 구축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구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양한 데
이터셋에서 우리가 구축한 프로세스를 적용해보는 경험이 최고의 정답입니다.

문제 정의 및
데이터 준비하기

학습하기

추론 및 평가

[그림 2-1] 머신러닝 프로세스(간략)

이 책에서 결과 도출을 위한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위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과정을 따르게 됩니
다. 이제부터 각 프로세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절에서 나오는 모든 관련 용어는
‘2.2 용어 살펴보기’에서 다룹니다.

2.1.1 문제 정의 및 데이터 준비하기
데이터셋이 마련되었다면, 먼저 탐색적 데이터 분석1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명
확한 문제 정의입니다.
●●

데이터는 숫자인가요, 문자인가요? 이미지인가요? 오디오인가요? 비디오인가요?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이진 분류? 다중 분류? 회귀? 생성?

문제가 정의되지 않으면 모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와 정답의 형태를 파
악하고 문제를 정의해야만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좋습니다. 각 변수 또는 클래스 간의 연관
관계, 분포와 결측치는 없는지, 클래스당 개수가 편향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
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형하는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 방법의 선택
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의 적합한 방법으로 많은 반복을 통해 최적의 전처리 방법을 찾아내

1 EDA(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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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합니다. 데이터를 알맞게(또는 각 분야2의 특징에 맞게) 변형하고,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데이
터 증식을,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으면 과소표집 또는 과대표집을 수행해야 합니다.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속하는 분야에 관한 탐색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쯤 되니,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도 알아야겠다고요? 맞습니다. 필자가 캐글을 강조하는 이유입니
다. 캐글에는 이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많은 노트북이 존재하니까요.

[그림 2-2] 내가 데이터를 만들 때

데이터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면,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에 대한 고민은 모델 학습과 평가 과정에서도 계속됩니다.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바뀌게 된다면 모
델 또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림 2-1]에서 [추론 및 평가] → [데이터 준비하기]로 화살표를 그
려놓은 이유입니다.

2.1.2 학습하기
데이터를 충분히 파악했나요? 그렇다면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
야 합니다.
●●

선택한 모델이 주로 어떤 데이터에 적용되었나요? 사례가 있을까요?

●●

모델이 얼마나 깊어야 하나요? 어떤 환경에서 사용될까요?

●●

옵티마이저는요? 손실 함수는요?

●●

우리의 실험 환경에 적합한가요?

2 예를 들면, 오디오, 비디오, 화학, 의료 등 각 분야에 맞는 전처리 방법이 존재합니다.

2장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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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2-3] 우리에게 필요한 모델은 무엇일까요?

모델을 무작위로 구성하여 성능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원하는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
습니다. 그래서 주로 SOTA(state-of-the-art; 최고의 성능)를 달성한 모델에서부터 시작하게 됩
니다. 프로토타입처럼 말이죠.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모델로 재구성할 수도 있
고, 다른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모델을 선택했다고 해서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더
욱 중요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모델을 선택했다면, 하이퍼파라미터Hyper parameter를 조정해볼 시간
입니다. 배치 크기, 학습률, 드롭아웃률, 여러 가지 층이 가지는 파라미터 등의 요소를 변경해가
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봐야 합니다. 변경하고 학습하고, 변경하고 학습하고, 반복의 반복입니
다. 하이퍼파라미터는 잘 알려진(대중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값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번 바꾸
어 실험했다면, 그에 대해 기록을 해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학습시간은,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며칠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GPU를 사용하지 않는다
면 학습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3 데이터를 준비할 때 실험 환경에 대해서 간략히
고민할 테지만,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더욱 심각한 고민이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모델을 학습시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모델 선택은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야 한다는 점에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학습이 진행 중이라면 잠자코 완성되기를 기다리기만 해
서는 안 됩니다. 주기적으로 학습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음 방향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3 1장에서 코랩과 캐글 노트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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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추론 및 평가
혹시 최고의 성능을 달성한 모델을 저장했나요? 제일 최근에 저장된 바로 그 모델이 잘못 저장된
모델은 아닐까요?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저장되지 않았다면, 다시 학습하기로 돌
아가야 합니다. 끔찍하죠. 무수히 많은 시간을 두 배로 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케라스를 사용하
면 저장된 모델에서 하나 또는 몇 개의 함수 호출을 통해 추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론
inference은

학습된 모델로부터 정답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 정답을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실 이

는 평가지표가 결정된 후에 하는 고민입니다. 정확한 모델 저장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추론을 통해 얻은 정답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햄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햄버거 가게의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가정합니
다. 이번에 직원 두 명 중 한 명을 승진시켜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승진대상은 주어진 시간
안에 햄버거 열 개를 만들게 되는데,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아 일단 결과물을 보고 결
정하려고 합니다. 결과물을 보니 A 직원은 햄버거 열 개를 다 만들었지만, B 직원은 너무 세심한
성격 탓에 햄버거를 여섯 개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열 개를 만든 A 직원의 햄버거
는 다섯 개만 완벽하고, 나머지 다섯 개는 패티가 빠져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직원을 승진
시켜야 할까요? 단순히 포장된 햄버거의 개수만 보고 열 개를 전부 만든 A 직원일까요? 햄버거는
완벽하지만 여섯 개밖에 만들지 못했던 B 직원일까요? 완벽한 햄버거가 평가 기준이라면 후자의
직원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속도가 중요하다면 전자의 직원 또한 나쁘진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평가 기준을 세우고 최종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을 잘못 결정하고 모델

을 구성한다면, 실제 환경에서 적용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4
학습된 모델을 통해 얻은 결과를 기준으로 우리는 다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이퍼파라미터를 변
경하고, 결과를 얻고, 다시 분석하고 …. 이러한 과정은 모델의 성능이 우리가 정한 일정 기준을 넘
어설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4 기본적인 평가지표와 이에 대한 예시는 ‘2.2.3 용어: 평가하기’에서 살펴봅니다.

2장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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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용어 살펴보기
이 절에서는 본격적으로 머신러닝 프로세스에서 접했던 용어와 추가로 기본적인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5 모든 용어를 다루지는 못하지만, 워밍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읽어주세요.
여기서 다루는 용어는 다음에 다시 설명하지 않으니 꼭 읽어보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해
서,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해되지 않는 용어가 존
재한다면 꼭 검색해서 기타 자료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용어가 중요할까요? 다음 그림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용
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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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어떤 용어가 떠오르나요?

위의 데이터를 학습에 그대로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불균형imbalance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용어 검색입니다. 사실 우리는 클래스 6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다른 데이
터와 개수를 맞춘 뒤 학습하는 방법 등과 같은 해결 방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기대했겠지만, 실
제로는 검색에 쓰일 용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여 잘 검색했다면6 문
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엄청나게 퍼져있을지도 모릅니다.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
하지만, 여러 가지 용어를 알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선 용어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용어를 검색하다 보면 글쓴이마다 표현이 다른 것을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억지로
여러 가지의 표현을 습득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표현으로 다시 이해하는 게 어떨까요?

5 원활한 설명을 위해 세 가지 프로세스로 나누어서 진행하지만, 해당 용어는 각 프로세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6 여기서 ‘잘 검색했다면’은 매우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검색 능력도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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