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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의,
개발자에 의한,
개발자를 위한 AI

코드로 배우는 인공지능

쏙쏙 들어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ISBN 979-11-91600-08-7 / 360쪽 / 28,000원

딥러닝과 인공지능의 핵심 알고리즘을 				
그림과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 책은 어려운 용어는 가능한 한 피하면서 일러스트레이션, 연습문제, 그리
고 직관적인 설명으로 기본적인 인공지능 개념을 설명합니다. 독자는 단지
고등학교 수준의 대수학만 알고 있으면 되며, 기본적인 이론 외에 금융사기
감지, 예술 작품 제작, 자율주행 자동차 설정과 같은 도전적인 코딩 과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구현하며 개발자의 시선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이 책은 개발자에게 바치는 머신러닝 가이드북입니다. 철저하게 개발자의 시선에서 접근하고 실
제 산업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모델에 관해 설명합니다. 동시에 신경망의 원리와 기초 구현 방법,
케라스 라이브러리의 사용법과 텐서플로를 활용한 모델 배포 방안도 포함합니다. 복잡한 머신
러닝 이론 대신, 간단한 AI 구현 코드를 보여주면서 구조와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초보
학습자가 궁금해할 문제를 선별하여 이러한 문제와 연계해 새로운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책의
모든 장에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상편(1장~4장)에서는 간단한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편(5장~9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3대 영역인 추천 시스템, 자
연어 처리(NLP), 그리고 이미지 처리에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 코드를 통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데이터 과학자와 데이터 엔지니어를 위한

는 전체적인 구조와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전개해,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코드를 통해 구현되

인터뷰 문답집

는지 군더더기 없이 설명합니다.

ISBN 979-11-90665-23-0 / 528쪽 / 34,000원

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트 등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
GANs, 강화학습 등 최신 알고리즘까지!

인공지능 개발자나 데이터 과학자로 전향하고 싶은 프로그래머
코드 구현 사례를 배우고자 하는 머신러닝 연구원이나 데이터 과학자

25,000

난이도
분 야

장리커, 판후이 지음 / 김태헌 옮김

이 책은 간단한 내용부터 복잡한 내용까지, 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트
등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 GANs, 강화학습 등 최신 알고리즘까지 차례대로
전개되며, 머신러닝 각각의 영역을 포괄하는 간결한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술을 잘 설명하
고 있는 동시에 독자들의 필요에 따라, 역량에 따라 주제와 난이도별로 골라
읽는 학습을 통해 필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의 대상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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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에게 바치는 머신러닝 가이드북!

개발자의,
개발자에 의한,
개발자를 위한 AI

지은이

장리커 张力柯
텐센트 AI 연구소 책임자이자 AI 시스템 설계 전문가로서 운영 시스템 커널,
웹 보안, 검색 엔진, 추천 시스템, 분산 시스템, 이미지 처리,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텍사스 대학교 샌안토니오 캠퍼스에
서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 우버 및 여러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개발 엔지니어 및 프로젝트 매
니저로 근무했다.

판후이 潘晖
알리바바 알고리즘 센터 산하 조직의 책임 관리자로서 추천 시스템, 자연어
처리, 이미지 처리,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전 경험을 쌓았다.
미국 플로리다 공과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마이크로
소프트 중국 지사, 중국판 배달의민족인 메이투안, 그리고 텐센트에서 알고
리즘 개발 및 관리자로 일했다. 다수의 논문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 receipts/models.py from decimal import Decimal from django.db import models class Receipt(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f __str__(self): return f"Receipt(id={self.id})" def total(self) -> Decimal:
return sum(item.cost for item in self.item_set.all()) class Item(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
add=True) description = models.TextField() cost = models.DecimalField(max_digits=7, decimal_places=2) receipt = models.
ForeignKey(Receipt, on_delete=models.CASCADE) def __str__(self): return f"Item(id={self.id}, description={self.
description}, " \ f"cost={self.cost})" # receipts/views.py from django.http import JsonResponse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def receipt_json(request): results = { "receipts":[], } for receipt in Receipt.objects.all(): line =
[str(receipt), []] for item in receipt.item_set.all(): line[1].append(str(item)) results["receipts"].append(line) return
JsonResponse(results) # receipts/admin.py from django.contrib import admin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Item @
admin.register(Receipt) class ReceiptAdmin(admin.ModelAdmin): pass @admin.register(Item) class ItemAdmin(admin.ModelAdmin):
pass $ curl -sS http://127.0.0.1:8000/receipts/receipt_json/ | python3.8 -m json.tool { "receipts": [ [ "Receipt(id=1)", [
"Item(id=1, description=wine, cost=15.25)", "Item(id=2, description=pasta, cost=22.30)" ] ], [ "Receipt(id=2)", [
"Item(id=3, description=beer, cost=8.50)", "Item(id=4, description=pizza, cost=12.80)" ] ] ] }# receipts/models.py from
decimal import Decimal from django.db import models class Receipt(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
add=True) def __str__(self): return f"Receipt(id={self.id})" def total(self) -> Decimal: return sum(item.cost for item in
self.item_set.all()) class Item(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scription = models.
TextField() cost = models.DecimalField(max_digits=7, decimal_places=2) receipt = models.ForeignKey(Receipt, on_
delete=models.CASCADE) def __str__(self): return f"Item(id={self.id}, description={self.description}, " \ f"cost={self.
cost})" # receipts/views.py from django.http import JsonResponse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def receipt_
json(request): results = { "receipts":[], } for receipt in Receipt.objects.all(): line = [str(receipt), []] for item in
receipt.item_set.all(): line[1].append(str(item)) results["receipts"].append(line) return JsonResponse(results) # receipts/
admin.py from django.contrib import admin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Item @admin.register(Receipt) class
ReceiptAdmin(admin.ModelAdmin): pass @admin.register(Item) class ItemAdmin(admin.ModelAdmin): pass $ curl -sS
http://127.0.0.1:8000/receipts/receipt_json/ | python3.8 -m json.tool { "receipts": [ [ "Receipt(id=1)", [ "Item(id=1,
description=wine, cost=15.25)", "Item(id=2, description=pasta, cost=22.30)" ] ], [ "Receipt(id=2)", [ "Item(id=3,
description=beer, cost=8.50)", "Item(id=4, description=pizza, cost=12.80)" ] ] ] }# receipts/models.py from decimal import
Decimal from django.db import models class Receipt(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f __
str__(self): return f"Receipt(id={self.id})" def total(self) -> Decimal: return sum(item.cost for item in self.item_set.
all()) class Item(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scription = models.TextField() cost =
models.DecimalField(max_digits=7, decimal_places=2) receipt = models.ForeignKey(Receipt, on_delete=models.CASCADE) def __
str__(self): return f"Item(id={self.id}, description={self.description}, " \ f"cost={self.cost})" # receipts/views.py from
django.http import JsonResponse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def receipt_json(request): results = { "receipts":[],
} for receipt in Receipt.objects.all(): line = [str(receipt), []] for item in receipt.item_set.all(): line[1].
append(str(item)) results["receipts"].append(line) return JsonResponse(results) # receipts/admin.py from django.contrib
import admin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Item @admin.register(Receipt) class ReceiptAdmin(admin.ModelAdmin): pass
@admin.register(Item) class ItemAdmin(admin.ModelAdmin): pass $ curl -sS http://127.0.0.1:8000/receipts/receipt_json/ |
python3.8 -m json.tool { "receipts": [ [ "Receipt(id=1)", [ "Item(id=1, description=wine, cost=15.25)", "Item(id=2,
description=pasta, cost=22.30)" ] ], [ "Receipt(id=2)", [ "Item(id=3, description=beer, cost=8.50)", "Item(id=4,
description=pizza, cost=12.80)# receipts/models.py from decimal import Decimal from django.db import models class
Receipt(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f __str__(self): return f"Receipt(id={self.
id})" def total(self) -> Decimal: return sum(item.cost for item in self.item_set.all()) class Item(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scription = models.TextField() cost = models.DecimalField(max_digits=7,
decimal_places=2) receipt = models.ForeignKey(Receipt, on_delete=models.CASCADE) def __str__(self): return
f"Item(id={self.id}, description={self.description}, " \ f"cost={self.cost})" # receipts/views.py from django.http import
JsonResponse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def receipt_json(request): results = { "receipts":[], } for receipt in
Receipt.objects.all(): line = [str(receipt), []] for item in receipt.item_set.all(): line[1].append(str(item))
results["receipts"].append(line) return JsonResponse(results) # receipts/admin.py from django.contrib import admin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Item @admin.register(Receipt) class ReceiptAdmin(admin.ModelAdmin): pass @admin.
register(Item) class ItemAdmin(admin.ModelAdmin): pass $ curl -sS http://127.0.0.1:8000/receipts/receipt_json/ | python3.8
-m json.tool { "receipts": [ [ "Receipt(id=1)", [ "Item(id=1, description=wine, cost=15.25)", "Item(id=2,
description=pasta, cost=22.30)" ] ], [ "Receipt(id=2)", [ "Item(id=3, description=beer, cost=8.50)", "Item(id=4,
description=pizza, cost=12.80)" ] ] ] }# receipts/models.py from decimal import Decimal from django.db import models class
Receipt(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f __str__(self): return f"Receipt(id={self.
id})" def total(self) -> Decimal: return sum(item.cost for item in self.item_set.all()) class Item(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scription = models.TextField() cost = models.DecimalField(max_digits=7,
decimal_places=2) receipt = models.ForeignKey(Receipt, on_delete=models.CASCADE) def __str__(self): return
f"Item(id={self.id}, description={self.description}, " \ f"cost={self.cost})" # receipts/views.py from django.http import
JsonResponse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def receipt_json(request): results = { "receipts":[], } for receipt in
Receipt.objects.all(): line = [str(receipt), []] for item in receipt.item_set.all(): line[1].append(str(item))
results["receipts"].append(line) return JsonResponse(results) # receipts/admin.py from django.contrib import admin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Item @admin.register(Receipt) class ReceiptAdmin(admin.ModelAdmin): pass @admin.
register(Item) class ItemAdmin(admin.ModelAdmin): pass $ curl -sS http://127.0.0.1:8000/receipts/receipt_json/ | python3.8
-m json.tool { "receipts": [ [ "Receipt(id=1)", [ "Item(id=1, description=wine, cost=15.25)", "Item(id=2,
description=pasta, cost=22.30)" ] ], [ "Receipt(id=2)", [ "Item(id=3, description=beer, cost=8.50)", "Item(id=4,
description=pizza, cost=12.80)" ] ] ] }# receipts/models.py from decimal import Decimal from django.db import models class
Receipt(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f __str__(self): return f"Receipt(id={self.
id})" def total(self) -> Decimal: return sum(item.cost for item in self.item_set.all()) class Item(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scription = models.TextField() cost = models.DecimalField(max_digits=7,
decimal_places=2) receipt = models.ForeignKey(Receipt, on_delete=models.CASCADE) def __str__(self): return
f"Item(id={self.id}, description={self.description}, " \ f"cost={self.cost})" # receipts/views.py from django.http import
JsonResponse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def receipt_json(request): results = { "receipts":[], } for receipt in
Receipt.objects.all(): line = [str(receipt), []] for item in receipt.item_set.all(): line[1].append(str(item))
results["receipts"].append(line) return JsonResponse(results) # receipts/admin.py from django.contrib import admin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Item @admin.register(Receipt) class ReceiptAdmin(admin.ModelAdmin): pass @admin.
register(Item) class ItemAdmin(admin.ModelAdmin): pass $ curl -sS http://127.0.0.1:8000/receipts/receipt_json/ | python3.8
-m json.tool { "receipts": [ [ "Receipt(id=1)", [ "Item(id=1, description=wine, cost=15.25)", "Item(id=2,
description=pasta, cost=22.30)" ] ], [ "Receipt(id=2)", [ "Item(id=3, description=beer, cost=8.50)", "Item(id=4,
description=pizza, cost=12.80)

옮긴이

김태헌 afterglow1204@gmail.com

하나금융융합기술원, IBM 등을 거쳐 지금은 외국계 FMCG 회사에서 시니어
데이터 과학자로 일하고 있다. 중학생 때부터 10여 년간 중국에서 거주하며
베이징 대학교를 졸업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국제 경제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퀀트 전략을 위한 인공지능 트
레이딩》(한빛미디어, 2020)이 있으며, 역서로는 《단단한 머신러닝》과 《데이
터 과학자와 데이터 엔지니어를 위한 인터뷰 문답집》(이상 제이펍, 2020)이
있다.

독자 A / S 안내
이 책의 예제 코드는 아래의 UR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책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은 독자 Q&A로 문의 바랍니다.
파일 다운로드
https://github.com/Jpub/CodeAI
독자 Q&A

afterglow1204@gmail.com 혹은 help@jpub.kr

장리커, 판후이 지음 / 김태헌 옮김

인공지능 / 머신러닝

출판 수익 및 역자 번역료의 일부는
아름다운재단의 사회영역기금에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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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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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자 및 역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일
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각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책에서 소개한 URL 등은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버전은 출간일 기준 최신 버전으로 작성되었으며, 독자의 학습 시점이나 환경에 따라 책
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원서 국가의 실정을 바탕으로 집필되었으나, 가능한 부분은 국내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거
나 편집하였습니다.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옮긴이나 출판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옮긴이: afterglow1204@gmail.com
- 출판사: help@jpu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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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이 책의 저자 두 분은 각각 중국 인터넷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알고리즘 연구소와 텐
센트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자들의 화려한 이력만으로 이 책을
선택하고 살펴볼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저는 개발자 출신이 아니지만, 책의 구성
이나 설명 방식이 새로워 매우 흥미롭게 읽고 결국 번역 작업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자의 시각에서 인공지능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두 저자
모두 컴퓨터과학 전공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발자의 시선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문제
를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에 많은 개발자들이 인공지능 열풍에 흥미를 느끼거
나, 반대로 불안감을 느껴 관련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 때 배웠던 선형대수, 미적분
을 다시 복습하고 고급 통계를 배우는 정도正道를 걷는 것은 매우 권장할 일이지만, 저자의 의도처럼
경험 있는 개발자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빠르게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 개념이 아직은 생소한 개발자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핵심 개념들을 코드
로 실습해 가며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핵심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배포하는 과정에

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인공지능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책이
여러분이 인공지능 학습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더 일찍 출간되어야 했을 책인데,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간 일정이 많이 지연되
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신 장성두 대표님
께 감사드리고, 편집이 쉽지 않은 중국어 책인데도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주신 이주
원 과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책의 퀄리티 향상을 위해 좋
은 피드백을 주신 베타리더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역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체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최근 코로나를 잘 이겨낸 아들 라온이, 그리고 사랑하는
딸 라엘과 아내 유리나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옮긴이 김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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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AI 기술의 보편화로 인해 많은 프로그래머에게 AI 기술을 빠르게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 책은 케라스Keras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코드 구현을 중심으로 프로그래머들이

AI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자주 만나게 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의
핵심 개념을 실전 예제를 통해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상편과 하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편(제1장~제4장)은 독자 여러분이 간단한 머신러
닝 애플리케이션을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편(제5장~제9장)에서는 AI 기술의 3
대 영역인 추천 시스템, 자연어 처리(NLP), 그리고 이미지 처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1장에서는 구
체적인 실전 구현을 통해 빠르게 케라스 구현 방법을 소개하고 관련 개념을 정리합니다. 제2장에서
는 간단한 뉴런부터 시작해 실전 문제와 코드 구현을 통해 복잡한 신경망 구현까지 살펴봅니다. 제

3장에서는 케라스의 핵심 개념과 사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독자 여러분이 빠르게 케라스에 입
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머신러닝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과 정의, 알고리즘
에 대해 배웁니다. 제5장에서는 협업 필터링 등 추천 시스템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안을 보여주고

wide&deep 모델 등에 대한 구현을 소개합니다. 제6장에서는 순환 신경망RNN의 원리 및 Seq2Seq,
Attention 등 기술이 자연어 처리 영역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소개합니다. 제7~8장에서는 이미지
처리와 객체 인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코드를 통해 Faster RCNN과 YOLO v3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9장에서는 AI 모델을 배포하는 문제를 텐서플로 서빙TensorFlow
Serving을

통해 소개합니다.

이 책이 AI 개발자 혹은 데이터 과학자로 전향하고 싶은 개발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단순히 케라스를 배우거나 케라스를 통해 여러 가지 영역에서 AI 프로덕트 구현을 해보고
싶은 독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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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조우징거(周竟舸)

핀터레스트 데이터 플랫폼 기술 책임자

저자를 알고 지낸 세월도 몇 년이 흘렀네요. 그는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코드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술이나 상품을 통해 증명할 줄 알고, ‘형식’
이나 ‘특정 사상’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죠. 저는 이 책에 그의 성품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본인답게 매우 직관적이고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머신러닝 혹은 산업계 AI 기술이 최근 몇 년 동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정작 개발자들이 보고 배울
만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는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교재는 깊이가 너무 얕아서 그저 그
런 입문 교재 수준에 머물러 실전에서 사용하기 힘든 수준이고, 어떤 교육 과정은 너무 이론에 초
점을 맞추고 있어 개발자들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리적인 내용은 개발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만, 모든 개발자가 미적분, 확률 통계, 편미분 방정식, 선형 대수 등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공부할 시간이나 인내심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수학적인 이론 부분과 실전 엔
지니어링 부분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 실전 경험이 풍부한 개발자분들이 실질적인 가치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저도 머신러닝 교과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다행히
도 이제 이 책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책은 개발자에게 바치는 머신러닝 가이드북입니다. 철저하게 개발자의 시선에서 접근하고(많은 책
들이 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산업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모델에 관해 설명

합니다. 동시에 신경망의 원리와 기초 구현 방법, 케라스 라이브러리의 사용 방법과 텐서플로를 활
용한 모델 배포 방안도 포함합니다. 그 외에도 책의 내용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교과서도 아니고, 백과사전도 아닙니다. 단지 코드가 포
함된, 개발과 구현에 관한 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이 요즘 머신러닝 학습에서 가장 부족한 유
형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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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상편을 보고 있으면 몇 년 전 저자와 실리콘밸리에서 귀국했을 당시에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 우리는 ‘어떤 면접 문제를 내야 좋은 데이터 엔지니어를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해 토론
했습니다. 당시에는 AI에 대한 열기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상황으로, 시장에는 각종 배경과 경력
을 가진 인재가 있었으며, 각각의 편차도 큰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인재를 채용할 때 적용할 보편적
인 절차나 획일화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지요. 저자가 낸 면접 문제는 다소 ‘난폭’했다
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후보자가 직접 기초적인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신경망
모델을 구현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러한 면접 문제가 다소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했습니
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문제를 출제 중이고, 또한 후보자의 능력을 평가
할 때 이보다 적합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모델을 배제하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역
전파 방법 등 기초적인 구현을 코드 레벨에서 시작하게 함으로써, 비록 수학은 고등 수학의 일부만
사용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후보자의 엔지니어링 역량과 수리적 능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 교육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만, 신경망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요소를 구현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책과 강의는 많지 않았습
니다. 이 책의 상편, 특히 제2장에서는 뉴런, 활성화 함수, 손실함수 등 기초 개념에 대한 구현을 자
세히 소개하고 있어, 코드 레벨에서 앞서 나온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이는 저자의 일관적인
생각과 집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편에서는 비교적 표준화된 딥러닝에 대한 입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독자분들도 실전 관점에서 읽다 보
면 이 책의 진가를 분명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지에(喻杰) 박사

화웨이 Intelligent Vehicle Cloud Services 기술 책임자

최근 십여 년 동안 IT 영역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중심으로 매우 큰 성과를 이룬 결과물들이 쏟아
져 나왔습니다. 이미지 인식, 기계 번역, 자율주행 등 수십 년간 컴퓨터 과학자들이 씨름하던 문제
가 딥러닝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류 과학 역사 무대에 등장한 스타
가 아닐 수 없습니다.

AI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구시대 개발자들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자주 사용한 자료 구조, 정렬 검색, 링크 배열 등은 이제 모델, 합성곱, 가중치 그리고 활성화 함수
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던 데이터 과학자와 함께 일하던 이들은 공통

xii

추천사

된 고민을 품게 되었습니다. AI 기술을 어떻게 배울지, 데이터 과학자가 말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할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AI와 관련된 코드를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과 연결시킬지
에 대한 고민입니다.
시중에는 이미 많은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 서적이 출간되었습니다. 실제 예제를 통해 설명한 책이
나 코드 중심으로 개념을 설명하는 책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발자의 관점에서 딥러닝 기술을
바라본 책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서적은 딥러닝 이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용한 예제가
딥러닝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많습니다. 많은 책이 이론과 코드를 깊게 설명하고 있지만, 다음
과 같은 핵심적인 질문에는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반드시 딥러닝 혹은 머신러닝 방법을 써야 하는가?
•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 딥러닝 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할 경우 장점은 무엇이 있는가?
• 이러한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시중의 다른 책과 다르게 독자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일방적으로 강요
하는 게 없어 좋았습니다. 이 책은 머신러닝 개념부터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간단한 AI 구
현 코드를 보여주며 구조와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초보 학습자가 궁금해할 문제를 골라
이러한 문제와 연계해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는데, 이 책의 모든 장에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
습니다. 먼저 실제 필드에서 부딪히게 되는 실전 문제를 설명하고, 각기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
다. 그리고 각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사람이 쉽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찾아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에 관해 설명합니다. 독자는 단순하게 머신러닝 이론만 이해하는 것
이 아니라, 각기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와 이를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머신러닝의 진정한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저자는 미국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실용적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길렀고, 그의 이러한
모습은 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껴지고 체험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론을 설명하면서도 지루
하지 않고, 기술에 대한 비판이나 개인의 의견을 섞어 독자들이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코드를 통해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구조와 프로세
스를 중심으로 전개해, 이론상의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코드를 통해 구현되는지에 대해 군더더기
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각기 다른 영역에서 적용되는 AI 기술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 개발자의 시
선에서 관련 코드를 살펴보는 경험도 얻을 것입니다. 이 책이 개발자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연구원,
데이터 과학자에게도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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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윈지(王昀绩)
구글 AI 연구원

알파고AlphaGo의 승리 이후 머신러닝 연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검색, 광고, 자율주행, IoT 등 IT 영역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AI의 폭발적인 발
전의 주요 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누적된 데이터의 양입니다. 각 IT 회사는 대부분 데이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가
누적되는 속도 역시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포함한 각 연구 기관도 각자의 분야에 맞는
데이터를 누적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컴퓨터 성능의 향상입니다. CPU에서 GPU로, 그리고 GPU에서 AI를 위해 전문적으로 설계
된 칩까지, 갈수록 강력한 계산 능력이 컴퓨터에 부여되고 있으며, 이는 AI 알고리즘의 진화를 이뤄
냈습니다.
셋째, AI 이론과 모델의 발전입니다. CNN이나 LSTM 같은 알고리즘이 개발되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딥러닝 오픈 소스 환경입니다. 텐서플로TensorFlow는 현재 딥러닝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 중 가
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일반 예측 분석 작업에
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케라스 역시 사용하기 쉬운 API를 제공해 딥러닝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코드에서 출발해 AI 관련 원리나 이론으로 회귀합니다. 매우 체계적으로 케라스와 자주
사용되는 딥러닝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영역에서 딥러닝이 활용되는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장씩 따라가다 보면, AI 알고리즘의 신비함을 깨닫고 문제 해결의 즐거움
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AI를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잡고 준
비해 AI 시대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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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강찬석(LG전자)
짧은 분량으로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다양한 기술을 훑어볼 수 있는 책입니다. 단순히 코드 구현이
나 예제 소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이론 설명이 뒷받침되므로 실제로 코드를 구현하
고자 하는 사람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민서
케라스와 텐서플로 서빙까지 기술하여 기초적인 모델 학습 및 테스트, 서비스를 위한 모델 서빙까
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코드 위주의 설명에다 무난하고 쉽게 기술되어 있어, 이론보다는 실행하
며 배우려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코드가 곁들여진 알고리즘 소개와 공들인 기반 개념 및 용어 설명은 독자가 최소의 시간으로 AI를
명쾌하게 배울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직접 타이핑해 보라거나 코드보다는 이해에 초점을 맞추게 하
는 등 챕터 서두에 가이드를 제공해 주어, 자칫 불필요한 암기나 노력으로 인해 지루해지고 진도가
더딜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AI의 주요 개념을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도서였습니다. 좋은 서적을 출간하는 데 기여한 모든 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박조은(오늘코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배우다 보면 알아야 할 지식이 너무 많아 배워도 끝이 없는 느낌이 들곤 합니
다.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고자 해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이 책은 이론과 프로젝트를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 구성하여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예시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어떤 차이가 있고 내가 가진 데이터에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좋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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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줄 것입니다. 구성도 좋고 API의 옵션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고 친절해서 그동안 API 문서
를 보며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고 새로 알게 된 내용도 많았습니다. 배웠던 내용을 프로
젝트에 적용하고, 새로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시작하는 분에게 많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책
만듦새나 편집도 간결하고, 번역도 잘 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사지원(뉴빌리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복잡한 수식은 때론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책
은 엔지니어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의 빠른 적용을 위해 코드 단위로 인공지능 기술을 설명하고 있
습니다. 자연어 처리와 객체 검출과 같은 응용 기술의 기초가 되는 모델 설명과 학습 코드를 설명하
고 있어 손으로 코드를 작성하기 망설이는 분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석곤(엔컴㈜)
전반부에는 머신러닝에 대한 기초 및 케라스에 대해서 배우고, 후반부에서는 실전 프로젝트로 챗봇
만들기, 추천 시스템, 이미지 분류 등 다양한 예제로 실전에서도 사용 가능한 수준의 코드를 배우
면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개발자라도 책의 코드를 한 줄씩
실습해 보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의 편집과
내용이 훌륭해서 베타리딩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지현
실습을 통해 머신러닝을 폭넓게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 케
라스를 사용하는 방법, 대표적인 활용 예제 등을 실제 코드와 설명을 따라가며 익힐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자주 사용하는 함수, 레이어, 파라미터 등에 대한 설명도 잘 정리되
어 있어서 개념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AI 분야에 대한 실습을 시작하는 개발자에게 강
력히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번역도 매끄러워 읽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xvi

베타리더 후기

상편

CHAPTER 1 머신러닝의 Hello World
CHAPTER 2 직접 구현하는 신경망
CHAPTER 3 케라스 시작하기
CHAPTER 4 예측과 분류: 간단한 머신러닝 응용

CHAPTER 1 머신러닝의 Hello World

이 장은 장은 입문 수준의 내용으로 매우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준
비하고 여러분의 첫 번째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보세요.

CHAPTER 2 직접 구현하는 신경망
이 장은 코드 위주로 설명하며, 이론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설명만 더합니다. 만약
코드를 한 줄씩 따라 하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급해하
지 마세요. 이번 장 마지막 부분의 예시 코드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CHAPTER 3 케라스 시작하기
이 장에서도 많은 코드가 등장하지만, 기본적으로 도표나 개념에 대한 보충 설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CHAPTER 4 예측과 분류: 간단한 머신러닝 응용
이 장에서는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룰 예정인데, 이러한 것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번 장을 머신러닝 이론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후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CHAPTER

머신러닝의 Hello World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전통 통계학, 데이터 마이닝, 병렬 계산, 빅
데이터 등 다양한 영역의 융합 학문일 뿐만 아니라, 개발 모듈, 과정 그리고 사고방식이 기존 프로
그래밍 방식과 많이 달라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개발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면
에서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머신러닝을 접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개념이나 원리에 대
해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적 사고방식을 쉽게 전환하지 못하기 때
문입니다. 즉, 전통적인 ‘논리 프로세스의 구현’에서 ‘데이터와 결과를 적합fit하기 위한 구현’으로 사
고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론과 원리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입문 방식을 버리고, 머신러닝 코드부터 살펴보고 직접 구현하며 독자들에게 머신러닝 방식으로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장은 입문 수준의 내용으로 매우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준비하고 여러분의 첫 번째 머
신러닝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보세요.

1.1 머신러닝에 대한 간략한 소개
머신러닝은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이렇
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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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도학습
지도학습은 머신러닝 영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신뢰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설명하
면, 지도학습의 목적은 레이블된labeled 데이터에 대해 모델 훈련을 진행하고, 훈련된 모델을 사용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혹은 분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supervised’란 단어는 이미
레이블된(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지도학습은 스팸 메일 필터링, 부동산 가격 예측, 이미지 분류 등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의 레이블된 데이터가 필요해 (데이터 구매나 확보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높
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비지도학습
대량의 레이블 데이터가 필요한 지도학습과 달리, 비지도학습은 대규모의 레이블 데이터 없이도 특
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상황에서 비지도학습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비지도학습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 군집clustering: 군집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지도학습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
를 들어,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고 비슷한 이미지들을 나누고자 할 때 군집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클래스 수를 미리 지정하는 준지도학습법semi-supervised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임곗값
threshold을

미리 설정해 놓고 이미지에 대한 자동 군집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 차원 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 데이터 특징이 지나치게 많거나 차원이 높을 경우, 우리는 고차
원의 데이터를 합리적인 저차원 공간으로 축소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진
특성 데이터는 보존하면서 말이죠.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은 이러한 역할을 수
행하면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3. 강화학습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모두 데이터 자체에 대한 훈련을 바탕으로 합니다. 강화학습의 가장 큰 특징
은 환경과 모종의 상호 작용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이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게임과 비
슷한 환경에서 상호 작용과 AI 훈련을 시뮬레이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딥마인드DeepMind
는 2015년에 DQN을 이용해 ATARI 게임을 학습했고, OpenAI에서는 Gym 등을 발표했습니다.
강화학습의 구현과 응용 환경은 비교적 특수한데, 비록 몇몇 대기업에서 이미 추천 시스템과 다이
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 등에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실험적 성질이 더 강합니다. 이 책에서는
강화학습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화학습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다른 학습 자료를 참고하
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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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란, 정해진 금액 없이 제품, 서비스 가격을 유동적으로 바꾸는 전략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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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개발 프로세스
머신러닝 연구원은 ‘특성’, ‘모델’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튜닝을 해야겠어’
라는 말도 자주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러한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머신러닝 용어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핵심 프로세스를 알아야 합니다.
그림 1-1은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개발 프로세스를 네 가지 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사실상
대부분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개발 과정은 이 네 가지 단계에 따라 분할하고 실행한다고 볼 수 있습
니다.
새로운 데이터

레이블(label)

원시 데이터

훈련 데이터셋
(training
dataset)

머신러닝
알고리즘

최종
모델

학습(learnin )

평가(evaluation)

예측

레이블
(label)

테스트 데이터셋
(test dataset)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 )

그림 1 - 1 머신러닝 응용 기본 프로세스

예측(prediction)

그럼 이제 그림 1-1에 있는 네 가지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데이터 전처리
머신러닝의 첫 번째 단계는 원시 데이터raw data(혹은 원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레이블된 데이터를 처리해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훈련 세트train set와 모델 효
과 검증에 사용되는 테스트 세트test set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두 가지 핵심 작업이 필요
합니다.
1 특성 공학feature engineering: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대부분의 경우 일관된 형식으로 존

재하지 않습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 곳곳에 있기도 하고, 숫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음
성 등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입력input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은 대부분 부동소수점float으로 이뤄진 행렬 혹은 벡터 형식입니다. 이처럼 각양각색

의 데이터 형식을 머신러닝 모델링에 적합한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며, 우리는 이를 ‘특성 공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시 데이터에서 선정되고 변환되어
머신러닝 모델링에 사용되는 수치를 ‘특성값’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꽃의 종류를 식별하
는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꽃 이미지에서 꽃잎 색깔, 꽃잎 모양, 꽃잎 길이, 줄기의 길이, 잎의 형
태 등 속성을 수치화한다면, 이러한 수치가 꽃의 ‘특성’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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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점은, 이 예제에서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용하다고 판단
되는 특성값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천 단위, 만 단위가 넘어가는 후보 특성을 만나
게 되는 것은 매우 보편적입니다. 이 모든 속성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성
선별feature selection을 위해 특성 공학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특성 선별은 특성 공학의 주목적이기
도 합니다. 그러나 경험에만 의존하는 작업은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도
메인 전문가domain experts와 함께 논의하고 실험하며 우리가 선택한 특성값이 프로젝트 목표에 부
합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2 데이터 정제data cleaning: 어떤 경우에는 원시 데이터를 모델링에 적합한 입력 형식으로 변환한다고

해도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입력에 필요한 어떤 특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특성 사
이의 수치 범위 차이가 너무 크고 혹은 문자 형식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불규칙한 특성값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결측
치를 0이나 평균으로 대체replace하거나, 문자 형식의 특성을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 등의 방
법을 통해 더미 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해 주고, 수치 구간 차이가 심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
규화normalization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제의 목적은 알고리즘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
를 최대한 이상적으로 만들어 노이즈noise(잡음)를 줄이는 동시에 모델의 훈련 정확도를 향상하
는 데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가 마무리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
트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할은 랜덤으로 진행되며, 80% 정도의 데이터를 훈련에 사
용하고, 남은 20% 정도의 데이터를 테스트 용도로 사용합니다. 사실, 서로 다른 머신러닝 프레
임워크에 따라 데이터를 분할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가 내재되어 있어 분할을 간편
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진 않겠습니다.

2. 학습
이 학습learning 단계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훈련 단계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이미
적절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목표에 따른 적합한 알고리즘 모델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데이터셋에 기반한 합리적인 파라미터 선정을 하고, 모델 훈련
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델 훈련이란 무엇일까요? 학창 시절에 배웠던 다변량 함수를 떠올려 봅시다.

여기서 는 이미 레이블된 레이블 변수이고,
음과 같이 쉽게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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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이전에 언급했던 특성값입니다. 이를 다

꽃의 종류

× 꽃술 색깔 + × 꽃잎 색깔 + × 잎사귀 색깔

여기서 는 꽃의 종류를 나타내고,

,

,

는 각각 꽃술 색깔, 꽃잎 색깔, 잎사귀 색깔을 나타냅

니다.
만약 이 공식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훈련 세트 데이터를 입력해 , , 를 계
산해 내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보통의 상황에서 완벽한 , , 를 찾아내 앞서 나온 알
고리즘으로 얻은 결과를 훈련 세트에서의 모든 입력과 일치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
실함수loss function를 설정해 전체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결과가 최대한 원래 데이터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MSEMean Squared Error(평균제곱오차)
를 사용해 손실함수의 오차를 계산합니다.
앞서 나온 예제는 너무 간단해서 산출해야 할 파라미터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 딥러닝 모델을 구현
할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는 만에서 백만 단위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를 ‘가중치
weight’라고

부르며, 특정한 형식의 문서에 보관됩니다(사용하는 프레임워크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 저

장 방식을 가지고 있음). 2장에서 딥러닝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 과정에 대해 더 설명하겠습니다.

3. 평가
다음은 평가evaluation 단계인데, 학습 단계의 오차가 충분히 작다면 훈련을 중단하고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만든 테스트 세트에서 훈련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해 봅니다. 테스트 세트에 있는 데이터
는 훈련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 세트를 ‘새로운 데이터셋*’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
며, 실제 환경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의 모델 예측 성능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
습니다.

4. 예측
다음은 예측prediction 단계인데, 평가 단계에서 우리가 만든 모델이 예상 정확도(혹은 정밀도)에 도달
했다면 모델을 런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작은 규모의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훈련된 모
델을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트래픽traffic이 많은 프로덕트 환경에서는 전문적인 모델 서비스 프레임
워크(예: 텐서플로 서빙)를 사용해 모델을 이에 맞는 형식으로 변환해 줘야 해당 프레임워크에서 고효
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장에서는 어떻게 텐서플로 서빙TensorFlow serving에서 모델을 배
포deploy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옮긴이

혹은 기존에 만나지 못했던 데이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2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개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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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구현하는 신경망
1장에서는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과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짧은 코드를 통해 케라
스를 사용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는 잠시 제쳐 두고, 순수하게 파이썬 코드만 활용해 간단한 신
경망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케라스로 구현했던 코드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장은 코드 위주로 설명하며, 이론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설명만 더합니다. 만약 코드를 한 줄씩 따라 하
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번 장 마지막 부분의 예시 코드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2.1 퍼셉트론
2.1.1 뉴런에서 퍼셉트론까지
먼저, 신경망의 역사에 대해 살펴봅시다. 1943년, 워렌 스터기스 맥컬록Warren Sturgis McCulloch과 월터
피츠Walter Pitts는 인간 대뇌 세포에 대한 간단한 논문인 〈A Logical Calculus of the Ideas Immanent

in Nervous Activity(신경작용에 내재된 관념의 논리적 계산법)〉(참고자료 [1])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논문

에서 뉴런neuron을 대뇌 중 신경세포를 상호 연결하고, 각종 화학 신호와 생물 신호를 처리하거나 전
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뉴런을 각종 신호를 입력받고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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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단순한 논리 게이트logic gate로 정의했습니다. 만약 신호의 가중치가 어떤 임계점threshold을
넘으면 해당 뉴런의 출력 신호를 다음 뉴런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1957년, 프랑크 로젠블라트Frank Rosenblatt는 〈The Perceptron, a Perceiving and Recognizing
Automaton(퍼셉트론, 감지와 인지의 자동화)〉(참고자료

[2])이라는

글에서 퍼셉트론perceptron이라는 개

념과 계산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가중치를 학습할 수 있으며, 해당 가중치
와 입력과의 곱을 통해 뉴런의 출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듭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1(출력)과 0(비출력)으로 분류를 정의하는 하나의 이진 분류 문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입력과 가중치의 곱을 계속해서 더해 최종 출력을 생성하고, 출력값에 어떤 전환 함수transfer function
를 정의해 해당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분류로 전환합니다. 이 전환 함수는 일반적으로 활성화 함수
activation function라고

부릅니다.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곗값
기타
여기서

는 가중치라고 부르며, 는 입력 특성, 는 네트워크 입력network input, 그리고 는 출력을

결정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가 활성화 함수라고 불리는 이유는, 초기 뇌신경 연구에서 출력(1)을 한다면 해당 뉴런이 활성화되
고, 출력하지 않는다면(0, 비출력) 해당 뉴런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 , ,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지도 훈련 단계에서

는 미리 알 수 없고, 훈련과 학습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는 훈련 세트

중 이미 알고 있는 와

출력값으로

값을 유추합니다. 이런 유추 과정을 역전파라고 부르

며, 일반적으로 경사 하강법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경사 하강법에 대해서는 뒤
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적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계산에 걸리는 시간과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 실제 운영과 예측 단계에서 우리는 훈련된 가중치( )와 실시간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력

값을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몇 차례 행렬 연산만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역전파에 비해 복잡
도가 낮습니다.

*

옮긴이

주어진 입력을 정확한 타깃에 매핑하기 위해 신경망의 모든 층에 있는 가중치 값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2.1 퍼셉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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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에서 기본적인 퍼셉트론 계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런이 입력 를 받고, 입력 와
가중치

는 서로 곱해진 후 더해져 네트워크 입력을 형성합니다. 네트워크 입력은 활성화 함수로

전해지고, 출력output(1 혹은 0)을 생성합니다. 만약 훈련 단계라면 출력된 값과 실제 값 사이에 오차
에 대한 계산을 진행해 가중치( )를 업데이트합니다.

1

1

2

2

에러

출력
3

3

네트워크 입력

활성화 함수

...
m

m

그림 2 - 1 퍼셉트론

아직 우리는 신경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신경망이 뉴런으로 구성되고, 퍼
셉트론은 뉴런의 작동 방식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신경망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단일 뉴런
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2.1.2 간단한 퍼셉트론 구현하기
그림 2-1에 설명된 내용을 따라 간단한 퍼셉트론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퍼셉트론에 대한 기본적 아
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 이번 코드에서는 넘파이Numpy를 포함한 어떠한 별도의 라이브러리도 사
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가중치( )와 편향bias 파라미터만 설정합니다. 따라서 network_input은
(편향 역시 가중치

0로

간주되고, 입력이 1인 상수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이고, 동시에

위에서 정의한 ( )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입력 값을 바탕으로 1 혹은 0을 출력하
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간단한 퍼셉트론 모델입니다.

1장에서 사용했던 훈련 세트, 테스트 세트를 다시 사용합니다. 10쌍의 숫자 데이터가 훈련 세트이
고, 4개의 숫자 조합이 테스트 세트입니다. 전체 코드(Simple_perceptron.py)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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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Perceptron(object):
def __init__(self, eta=0.01, iterations=10):
self.lr = eta
self.iterations = iterations
self.w = 0.0
self.bias = 0.0

CHAPTER 2 직접 구현하는 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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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def fit(self, X, Y):
for _ in range(self.iterations):
for i in range(len(X)):
x = X[i]
y = Y[i]
update = self.lr * (y - self.predict(x))
self.w += update * x
self.bias += update

def net_input(self, x):
return self.w * x + self.bias

def predict(self, x):
return 1.0 if self.net_input(x) > 0.0 else 0.0

x = [1, 2, 3, 10, 20, -2, -10, -100, -5, -20]
y = [1.0, 1.0, 1.0, 1.0, 1.0, 0.0, 0.0, 0.0, 0.0, 0.0]
model = Perceptron(0.01, 10)
model.fit(x, y)
test_x = [30, 40, -20, -60]
for i in range(len(test_x)):
print('input {} => predict: {}'.format(test_x[i],
model.predict(test_x[i])))
print(model.w)
print(model.bias)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1~6번 행

초기화 파라미터 lrlearning rate(학습률을 뜻하며 훈련 스텝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iterations

(반복 횟수), 가중치
9~29번 행

, 그리고 편향bias을 설정합니다.

이 부분이 모델 훈련의 핵심입니다. iterations 설정에 따라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훈

련을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매번 훈련 때마다 파라미터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는데, 이것
을 모델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훈련 세트에는 실제 레이블 가 포함되어 있는데, 입력된 가 실제
로 속한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설정해 놓은
측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측은
19~20번 행

23~24번 행

(예측값)

(

)을 바탕으로

의예

의 predict 함수를 통해 실행됩니다. 이는 사실

의 network_input 입력을 바탕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2.1 퍼셉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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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행 에서

먼저 실젯값 와 예측값

의 편차를 얻지만, 이 편차를 가지고 와

조정하지 않고 파라미터 lr을 곱합니다. 매번 훈련을 할 때마다 와
행하고, 여러 번 반복과 조정을 거친 후 와

를 계산하거나

에 대해 미세한 조정을 진

는 최적해optimized value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 폭을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정에서 완벽한 균형을 달성하기란 어려운데,
lr 값이 너무 작으면 훈련 시간이 너무 길어져 실제 테스트에서 수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lr 값이 너무 크면 보폭이 너무 커져 수렴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4번 행 에서 업데이트해야

할 값update를 얻은 후, 이번 장 참고자료 [2]에 나오는 퍼셉트론 학습률에 따라 와

를 조절하면

됩니다(알고리즘마다 구현 방법이 다를 것이므로 다음의 두 공식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
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2절 경사 하강법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16번 행

단순히 앞 오차 업데이트에 기반해 와

를 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한 모델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28~39번 행

에서 우리가 1장에서 사용했

던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바탕으로 훈련 효과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다
음 출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put
input
input
input
0.01
0.01

30 => predict: 1.0
40 => predict: 1.0
-20 => predict: 0.0
-60 => predict: 0.0

입력된 4개의 숫자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줄의 출
력값은 각각 와

값입니다.

이상으로 파이썬을 활용해 신경망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퍼셉트론을 구현했습니다. 물론 이번
예제에서 ① 단일 입력에 대한 처리밖에 하지 않았고, ② 분류 역시 매우 간단한 이진 분류이며,
③ 사용한 활성화 함수도 매우 단순했기 때문에 정말로 단순하고 간단한 예제임을 명심해야 합니

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모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코드를 통해 신경망이 작
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모델은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6

옮긴이

지역 최솟값(local minimum)에 갇힐 수 있습니다.

CHAPTER 2 직접 구현하는 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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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실전 프로젝트: 챗봇 만들기
이번 장에서는 간단한 챗봇 모델을 설계하고 구현합니다. 다른 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장에서도 먼
저 챗봇chatbot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고, 딥러닝을 토대로 발전한 Seq2Seq 모델과 자연어 처리의 핵
심 개념인 임베딩embedding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 말뭉치corpus를 사용해 AI 모델을
만들어 챗봇 기능을 구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텐션attention의 개념을 추가로 설명하고, 하나의
문제에 대해 어텐션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장의 내용은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이번 장에 나오는 모든 예제를 차근차근 숙지하고 개념을 이해한
후에 코드를 실습하기 바랍니다.

6.1 챗봇의 발전 역사
사실 챗봇은 아주 오래전에 탄생했습니다. 컴퓨터 발전 초기부터 연구원들은 컴퓨터와의 대화를 시
도했습니다. 유명한 ‘튜링 테스트’가 가장 적절한 예일 것입니다. 1950년 현대 컴퓨터가 탄생한지 몇
년이 지나고 앨런 튜링Alan Turing은 인간과 컴퓨터가 자연어를 통해 대화하는 방식으로 기계의 지능
행위를 측정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때부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AI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들을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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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엘리자(1966년)
인간-기계 사이의 존재한 최초의 대화 프로그램은 엘리자ELIZA입니다. MIT 대학원의 조셉 바이젠바
움Joseph Weizenbaum 교수가 1966년에 개발했습니다. 이 최초의 자연어 처리 프로그램이 흥미로운 점
은, 해당 프로그램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
리 치료 방식을 모방하고, 기계가 질문하는 형식으로만 대화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엘리자: 안녕? 어떤 문제가 있니?
나: 그냥 재미로.
엘리자: 이런 이야기가 널 불편하게 했니?
나: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엘리자: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거니?
나: 아니.
엘리자: 그거 참 흥미롭구나. 계속해봐.

2. 앨리스(1996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연어 처리 프로그램은 사실상 어떠한 발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계속
해서 미리 지정된 규칙에 기반을 둔 피드백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1996년 개발한 앨리스ALICE입니다. 엘리스는 인공지능 마크업 언어Artificial Intelligence Markup Language(이하
AIML)에 기반해 만 개가 넘는 구절을 생성할 수 있으며, 대화 도중에 사용자의 피드백을 자신의 시

스템에 저장할 수 있어 지속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AIML은 다음과 같이 대화 모듈을 비교적 유연
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category>
<pattern>where are you from</pattern>
<template>I'm from China</template>
</category>
<category>
<pattern>My name is *</pattern>
<template>
Hello!<think><set name = "username"> <star/></set></think>
</template>
</category>

3. 유진 구스트만(2014년)
튜링 테스트를 처음으로 통과한 슈퍼컴퓨터인 유진 구스트만Eugene Goostman은 2014년 개발되었습니다.

6.1 챗봇의 발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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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챗봇은 2014년 튜링 대회에서 심사위원 1/3이 자신을 실제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성과를 이
루어냈습니다. 당시에 해당 성과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유진 구스트만이 기교 섞인 코
드 규칙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진정한 AI와 비교하기엔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진 구스트만은 튜링 테스트를 처음으로 통과한 챗봇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 딥러닝 기술에 기반한 챗봇
위에서 언급한 기술은 모두 규칙에 기반한 방법입니다. 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딥러닝에 기반한
챗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머신러닝에서 챗봇에 대한 모델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검색 모델retrieval-based model: 미리 정의한 답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즉, 문제에 기반해
미리 정의한 답안 중 적합한 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드코딩hard-coding으로 된 규칙을 선택
할 수도 있고, 전통적인 머신러닝 분류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지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새로운 답안을 생성해낼 수는 없습니다.
• 생성 모델generative model: 이 방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미리 정의해 둔 답을 사용하지 않고 답을
자동으로 생성해냅니다. 이 방식은 머신러닝 번역 기술에 기반해 구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
지만 하나의 언어를 또 다른 하나의 언어로 번역을 한다기 보다, 문제에서 답으로의 전환을 완
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모델이 모두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더욱 자유도가 높고 실제 사
람에 가까운 생성 모델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6.2 순환 신경망
챗봇 개발은 자연어 처리 영역에 속합니다. 앞서 전통 방식의 챗봇 구현 맥락을 살펴봤는데, 이번 절
에서는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 시대에 텍스트 언어 처리를 위해 주요 알고리즘으로 자리 잡은 순환
신경망을 중심으로 각종 딥러닝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6.2.1 슬롯 채우기
먼저 간단한 예제를 통해 순환 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구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영문으로 된 예제를 사용했습니다).

만약 본문 구절이 ‘I’ll be at home on 8 pm today.’라고 가정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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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 단어는 ‘home’, ‘8 pm’, ‘today’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위치에 있는 어휘의 변화가 빈번
하기 때문입니다.
슬롯 채우기slot filling 기술을 사용해 우리는 위치location와 시간time이라는 두 슬롯slot을 정의합니다.
location: home
time: 8 pm today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유사한 구조를 가진 구절은 슬롯에 대응하는 값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I'll be in the company on 7 pm today.
location: company
time: 7 pm today
I'll be in the school for this afternoon.
location: school
time: afternoon

그렇다면 어떻게 신경망을 사용해 각 단어가 위치 또는 시간에 속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림 6-1과 같은 간단한 신경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school”

x1

y1

x2

y2

(x1, x2)

그림 6 - 1 간단한 신경망

그림 6-1에서는 1개의 은닉층을 포함하는 신경망을 구성하고, 문장 중의 각 단어를 벡터 [x1, x2]로
입력하고 출력 [y1, y2]를 받습니다. 여기서 y1, y2는 각 슬롯에 속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즉, ‘I’ll be

at home tomorrow’라는 문장에서 신경망을 f라고 정의한다면, y1과 y2는 각각 시간과 위치를 나타
내는 슬롯slot이 되는 것입니다.
f("I'll") = [0, 0]
f("be") = [0, 0]
f("at") = [0, 0]
f("home") = [1, 0]
f("tomorrow") = [0, 1]

6.2 순환 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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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단어를 [x1, x2]와 같은 숫자 조합으로 변환시킬 수 있을까요? 혹시 3장에서
임베딩embedding층을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즉, 해당 방법을 통해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습
니다. 6.2.2절에서는 자연어 처리NLP 영역에서 각기 다른 단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6.2.2 자연어 처리(NLP)에서의 단어 처리 방법
자연어 처리에서의 단어 처리 방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원-핫 인코딩
• n-gram
• word2vec
여기서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은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사전 중의 모든 단어를 꺼내서 하나
의 숫자 조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dog', 'cat', 'animals']라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
면 다음과 같은 원-핫 인코딩을 만들 수 있습니다.
dog = [1, 0, 0, 0]
cat = [0, 1, 0, 0]
animals = [0, 0, 1, 0]
others = [0, 0, 0, 1]

//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음을 뜻함

원-핫 인코딩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지만, 데이터가 너무 희소sparse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n-gram과
같은 방법을 통해 ‘dog and cat are animals’라는 문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dog and cat" => [1, 1, 0, 1]
"and cat are" => [0, 1, 0, 1]
"cat are animals" => [0, 1, 1, 1]

앞에서는 단어를 벡터화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했는데, 우리는 이런 처리 방식을 워드 임베
딩word embedd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방법은 현재 업계에서 유행하고 있
는 방법은 아닙니다. 현재 업계의 표준은 2013년 구글에서 발표한 word2vec 방법입니다.

3장에서 케라스를 소개할 때 소프트맥스softmax 함수를 언급했습니다. 소프트맥스 함수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word2vec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word2vec은 CBOWContinuous Bag of Words Model과
스킵 그램Skip Gram 모델이라는 두 가지 모델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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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배포 및 서비스
이전 장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머신러닝 모델부터 시작해 비교적 복잡한 RNN, CNN 및 객체 식별
관련 모델까지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살펴본 것에 그치지 않고, 코드를 분석하며 어떻게 이런 모델
들이 실전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케라스에 기반한 코드는 아직 ‘상품 코드(혹은 프로덕트 레벨의 코드)’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단순히 개인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만요. 아직 서비스 단계에 가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모델 배포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텐서플로
서빙TensorFlow serving에 기반해 머신러닝 모델을 실제 생산 환경에 배포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을 살펴
볼 것입니다.
이번 장은 도커(Docker)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요구합니다

9.1 생산 환경에서의 모델 서비스
머신러닝 연구원은 보통 모델 자체의 정확도accuracy, 재현율recall 등 지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생산 환경production environment에서는 이런 지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모델의 정
확도, 재현율 등의 지표는 이미 사용할 수 있는 표준을 달성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들은 전통적
인 백엔드 개발자가 초점을 맞추는 병렬 처리 가능 여부나 반응 속도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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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머신러닝 연구원(혹은 데이터 과학자)과 머신러닝 개발자(데이터 엔지니어)의 서로 다른 관심사를 보
여줍니다.
표 9-1 데이터 과학자와 데이터 엔지니어의 차이
기술 초점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엔지니어

파라미터 설정

중요

중요하지 않음

모델 구조

중요

중요하지 않음

데이터셋

표준 데이터셋

내부 데이터 사용

데이터 레이블

표준 데이터, 안정성 중시

자체 설계, 오차가 비교적 큼

배포 과정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모델 크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버전 컨트롤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병렬 처리 성능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로딩 속도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사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 모델이 과도하게 커져 생산 환경에서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한 다수의 모델을 만들기 힘듦
• 모델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림
• 버전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 A/B 테스트를 진행하기 힘듦
• 인터페이스 파라미터를 설정하기 힘듦. 실제 응용 중에서 데이터 전환이 복잡함
간단한 케라스 예제를 통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7장의 이미지 분류 문제에
서 우리는 다음 코드로 간단한 CNN 모델을 만들어 분류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1
2
3
4

model = create_model(NUM_CLASSES, IMG_SIZE)
weight_file = 'gtsrb_cnn_augmentation.h5'
model.load_weights(weight_file)
y_pred = model.predict([[x]])

이 코드에서 우리는 CNN 모델을 만들어 네트워크 가중치를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 x
에 대한 분류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실제 응용에서 model을 전역 변수로 설정하고 입력된 데
이터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면 매번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
은 플라스크flask에 기반한 웹 서비스 예제 코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294

CHAPTER 9 모델 배포 및 서비스

model = create_model(NUM_CLASSES, IMG_SIZE)
weight_file = 'gtsrb_cnn_augmentation.h5'
model.load_weights(weight_file)
@proxy.route('/cnn', methods=["POST"])
def cnn_action():
payload = request.get_json()
# post 파라미터 처리
# post 파라미터에서의 이미지 정보를 모델 입력 형식에 맞춰 image_data로 저장
y_pred = np.argmax(model.predict([[image_data]]))
return jsonify({'result': y_predict})

이 코드에서 모든 웹 요청Web request은 전역 변수의 model을 호출해 분류 예측을 완료할 수 있습니
다. 이는 하나의 무상태stateless 요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Nginx 혹은 Haproxy를 사용해 로드 밸런
싱load balancing할 수 있습니다. 즉, 수평 스케일링horizontal scaling이 구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렇게 간단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코드에서 전역 변수인 model을 호출하는 것은 사실상 대응하는 텐서플로 그래프
TensorFlow graph와

세션session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동시 요청concurrent request이 많

은 경우에는 모델 오류를 일으키게 됩니다[이 점은 스택오버플로stackoverflow(참고자료 [1])를 참고합니다].

설사 다른 해결 방식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응용 환경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 기반한 케라스 구현은 처리 속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서비스 환경에는 부족한 면
이 있습니다. 해당 모델의 처리 속도는 비교적 느린 편인데, 첫 번째 이유는 파이썬 자체가 인터프
리터 언어interpreted language로서 실행 속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파이썬에 진정한
멀티스레드multithreading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회사의 머신러닝 서비스에는 전문적인 머신러닝 모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즉, 머신러
닝 모델의 특징과 사용 방법에 맞춰 전문적인 온라인 서비스 구조를 만들어 데이터 과학자가 설계
한 모델을 효율적인 전용 모델 파일로 변환해 자체 정의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대외적 서비스를 진행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모델 서빙model serv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림 9-1은 비교적 초기
의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1 생산 환경에서의 모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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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서비스(build on Flask or Django)

모델 웨어하우스

모델 업데이트 서비스

모델

업무 로직

모델 업데이트 서비스

모델

업무 로직

서비스
다운로드

그림 9 - 1 비교적 초기의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

그림 9-1에서 볼 수 있듯이 Web 응용 서버는 모델 서버상에서 버전 검사를 할 때 새로운 버전이 있
다면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모델 서버에서 관리 인터페이스 업로드를 통해 개발자로 하
여금 업데이트된 머신러닝 모델을 업로드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모델 문서와 웹 응
용상의 호출은, 케라스의 h5 모델 문서를 직접 사용해 웹 응용 프레임워크에 케라스 환경을 추가해
도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언급했듯이 생산 환경에서 케라스를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 초
기 머신러닝 서비스는 C++ 혹은 자바Java를 사용해 다시 배포에 필요한 모델을 다시 작성하고, 전
문 프레임워크에서 실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림 9-1의 모델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여러 회사 내에서 사용되고 있
습니다. 2019년까지 인더스트리industry 업계에서는 실제 AI 모델 서비스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발
프레임워크는 텐서플로가 유일했습니다. 엄격하게 말해, TFXTensorFlow Extension 패키지의 텐서플로 서
빙이 AI 모델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텐서플로 서빙에 대한 구조나 설계에 대해 자
세히 설명하지 않고, 바로 실제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9.2 텐서플로 서빙의 응용
텐서플로 서빙TensorFlow serving은 구글Google이 내놓은 머신러닝 모델 온라인 배포 및 서비스를 위한
고성능 실행 프레임워크입니다. 텐서플로 서빙은 실제 생산 환경의 머신러닝 모델 운영을 위한 첫 번
째 프레임워크이며, 텐서플로와 유기적인 연동이 가능합니다(케라스 모델의 경우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텐서플로 서빙은 C++로 개발되었으며, 성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생산 환경에 필요한 버전 관리,
멀티 인터페이스(HTTP/gRPC) 지원, 패키지 리퀘스트 및 확장성 지원을 합니다. 텐서플로 서빙은 깃
헙GitHub에 공개된 오픈 소스입니다(참고자료 [3]). 이미 많은 회사들이 원본 코드에 기반해 자사의 필
요에 맞춰 수정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텐서플로 서빙의 원본 코드에 기반해 케라
스 모델에 대한 지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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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케라스 모델 변환
우리는 텐서플로의 특정한 API를 통해 케라스 모델을 변환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케라스 모델에 따
라 두 가지 사용 가능한 API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tf.contrib.saved_model.save_keras_mode(참
고자료 [4])이고, 두 번째는 tf.saved_model.builder.SavedModelBuilder.save(참고자료 [5])입니다.

여기서 save_keras_model을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직관적이나, 호환성 문제 때문에 실험이 용이하
지 않아 여기서는 두 번째 API를 사용해 구현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는 케라스 모델에서 텐서플로

PB의 형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명해야 하는 작업들을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텐서플로 2.0 버전 이후 첫 번째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케라스 모델을 텐서플로 서빙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단계의 과정
을 거쳐야 합니다.
1 케라스 모델을 읽어 옵니다.

2 케라스 모델의 입력과 출력을 얻습니다(케라스 모델에서 이미 자체 정의함).

3 케라스 모델의 입력/출력 시그니처signature(즉, 입력 데이터와 출력 결과의 형식과 정의)와 메서드 이

름method name을 정의합니다.

4 ModelBuilder를 만들고 저장합니다.

이 단계에서 1~2단계는 이미 생성된 케라스 모델에서 대응하는 입력과 출력을 불러오고 정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6장에서 이미 케라스 모델 각 층의 입력과 출력이 JSON 파일(model.to_json)로 저
장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케라스 model.save() 메서드에 저장된 모델 파일 안에 해당
모델의 가중치와 층의 입력과 출력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네 번째 단
계에서 필요한 것은 이미 얻은 모델에 대한 정의를 텐서플로 서빙의 요구에 맞춰 다시 정의해 주고
저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구현 과정은 다음 코드를 참고합니다(다음의 코드는 8장의 YOLO v3 모
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YOLO v3 관련 구현은 8장을 참고하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import os
import argparse, json
from tensorflow.keras.models import load_model
import tensorflow as tf
def save_with_signature(input_path, output_path):
model = load_model(input_path)
model_input = tf.saved_model.utils.build_tensor_info(model.inputs[0])
model_output1 = tf.saved_model.utils.build_tensor_info(model.outputs[0])
model_output2 = tf.saved_model.utils.build_tensor_info(model.outputs[1])

9.2 텐서플로 서빙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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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1600-08-7 / 360쪽 / 28,000원

딥러닝과 인공지능의 핵심 알고리즘을 				
그림과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 책은 어려운 용어는 가능한 한 피하면서 일러스트레이션, 연습문제, 그리
고 직관적인 설명으로 기본적인 인공지능 개념을 설명합니다. 독자는 단지
고등학교 수준의 대수학만 알고 있으면 되며, 기본적인 이론 외에 금융사기
감지, 예술 작품 제작, 자율주행 자동차 설정과 같은 도전적인 코딩 과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구현하며 개발자의 시선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이 책은 개발자에게 바치는 머신러닝 가이드북입니다. 철저하게 개발자의 시선에서 접근하고 실
제 산업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모델에 관해 설명합니다. 동시에 신경망의 원리와 기초 구현 방법,
케라스 라이브러리의 사용법과 텐서플로를 활용한 모델 배포 방안도 포함합니다. 복잡한 머신
러닝 이론 대신, 간단한 AI 구현 코드를 보여주면서 구조와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초보
학습자가 궁금해할 문제를 선별하여 이러한 문제와 연계해 새로운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책의
모든 장에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상편(1장~4장)에서는 간단한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편(5장~9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3대 영역인 추천 시스템, 자
연어 처리(NLP), 그리고 이미지 처리에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 코드를 통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데이터 과학자와 데이터 엔지니어를 위한

는 전체적인 구조와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전개해,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코드를 통해 구현되

인터뷰 문답집

는지 군더더기 없이 설명합니다.

ISBN 979-11-90665-23-0 / 528쪽 / 34,000원

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트 등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
GANs, 강화학습 등 최신 알고리즘까지!

인공지능 개발자나 데이터 과학자로 전향하고 싶은 프로그래머
코드 구현 사례를 배우고자 하는 머신러닝 연구원이나 데이터 과학자

25,000

난이도
분 야

장리커, 판후이 지음 / 김태헌 옮김

이 책은 간단한 내용부터 복잡한 내용까지, 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트
등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 GANs, 강화학습 등 최신 알고리즘까지 차례대로
전개되며, 머신러닝 각각의 영역을 포괄하는 간결한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술을 잘 설명하
고 있는 동시에 독자들의 필요에 따라, 역량에 따라 주제와 난이도별로 골라
읽는 학습을 통해 필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의 대상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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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AI 연구소 책임자이자 AI 시스템 설계 전문가로서 운영 시스템 커널,
웹 보안, 검색 엔진, 추천 시스템, 분산 시스템, 이미지 처리,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텍사스 대학교 샌안토니오 캠퍼스에
서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 우버 및 여러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개발 엔지니어 및 프로젝트 매
니저로 근무했다.

판후이 潘晖
알리바바 알고리즘 센터 산하 조직의 책임 관리자로서 추천 시스템, 자연어
처리, 이미지 처리,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전 경험을 쌓았다.
미국 플로리다 공과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마이크로
소프트 중국 지사, 중국판 배달의민족인 메이투안, 그리고 텐센트에서 알고
리즘 개발 및 관리자로 일했다. 다수의 논문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 receipts/models.py from decimal import Decimal from django.db import models class Receipt(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f __str__(self): return f"Receipt(id={self.id})" def total(self) -> Decimal:
return sum(item.cost for item in self.item_set.all()) class Item(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
add=True) description = models.TextField() cost = models.DecimalField(max_digits=7, decimal_places=2) receipt = models.
ForeignKey(Receipt, on_delete=models.CASCADE) def __str__(self): return f"Item(id={self.id}, description={self.
description}, " \ f"cost={self.cost})" # receipts/views.py from django.http import JsonResponse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def receipt_json(request): results = { "receipts":[], } for receipt in Receipt.objects.all(): line =
[str(receipt), []] for item in receipt.item_set.all(): line[1].append(str(item)) results["receipts"].append(line) return
JsonResponse(results) # receipts/admin.py from django.contrib import admin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Item @
admin.register(Receipt) class ReceiptAdmin(admin.ModelAdmin): pass @admin.register(Item) class ItemAdmin(admin.ModelAdmin):
pass $ curl -sS http://127.0.0.1:8000/receipts/receipt_json/ | python3.8 -m json.tool { "receipts": [ [ "Receipt(id=1)", [
"Item(id=1, description=wine, cost=15.25)", "Item(id=2, description=pasta, cost=22.30)" ] ], [ "Receipt(id=2)", [
"Item(id=3, description=beer, cost=8.50)", "Item(id=4, description=pizza, cost=12.80)" ] ] ] }# receipts/models.py from
decimal import Decimal from django.db import models class Receipt(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
add=True) def __str__(self): return f"Receipt(id={self.id})" def total(self) -> Decimal: return sum(item.cost for item in
self.item_set.all()) class Item(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scription = models.
TextField() cost = models.DecimalField(max_digits=7, decimal_places=2) receipt = models.ForeignKey(Receipt, on_
delete=models.CASCADE) def __str__(self): return f"Item(id={self.id}, description={self.description}, " \ f"cost={self.
cost})" # receipts/views.py from django.http import JsonResponse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def receipt_
json(request): results = { "receipts":[], } for receipt in Receipt.objects.all(): line = [str(receipt), []] for item in
receipt.item_set.all(): line[1].append(str(item)) results["receipts"].append(line) return JsonResponse(results) # receipts/
admin.py from django.contrib import admin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Item @admin.register(Receipt) class
ReceiptAdmin(admin.ModelAdmin): pass @admin.register(Item) class ItemAdmin(admin.ModelAdmin): pass $ curl -sS
http://127.0.0.1:8000/receipts/receipt_json/ | python3.8 -m json.tool { "receipts": [ [ "Receipt(id=1)", [ "Item(id=1,
description=wine, cost=15.25)", "Item(id=2, description=pasta, cost=22.30)" ] ], [ "Receipt(id=2)", [ "Item(id=3,
description=beer, cost=8.50)", "Item(id=4, description=pizza, cost=12.80)" ] ] ] }# receipts/models.py from decimal import
Decimal from django.db import models class Receipt(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f __
str__(self): return f"Receipt(id={self.id})" def total(self) -> Decimal: return sum(item.cost for item in self.item_set.
all()) class Item(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scription = models.TextField() cost =
models.DecimalField(max_digits=7, decimal_places=2) receipt = models.ForeignKey(Receipt, on_delete=models.CASCADE) def __
str__(self): return f"Item(id={self.id}, description={self.description}, " \ f"cost={self.cost})" # receipts/views.py from
django.http import JsonResponse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def receipt_json(request): results = { "receipts":[],
} for receipt in Receipt.objects.all(): line = [str(receipt), []] for item in receipt.item_set.all(): line[1].
append(str(item)) results["receipts"].append(line) return JsonResponse(results) # receipts/admin.py from django.contrib
import admin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Item @admin.register(Receipt) class ReceiptAdmin(admin.ModelAdmin): pass
@admin.register(Item) class ItemAdmin(admin.ModelAdmin): pass $ curl -sS http://127.0.0.1:8000/receipts/receipt_json/ |
python3.8 -m json.tool { "receipts": [ [ "Receipt(id=1)", [ "Item(id=1, description=wine, cost=15.25)", "Item(id=2,
description=pasta, cost=22.30)" ] ], [ "Receipt(id=2)", [ "Item(id=3, description=beer, cost=8.50)", "Item(id=4,
description=pizza, cost=12.80)# receipts/models.py from decimal import Decimal from django.db import models class
Receipt(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f __str__(self): return f"Receipt(id={self.
id})" def total(self) -> Decimal: return sum(item.cost for item in self.item_set.all()) class Item(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scription = models.TextField() cost = models.DecimalField(max_digits=7,
decimal_places=2) receipt = models.ForeignKey(Receipt, on_delete=models.CASCADE) def __str__(self): return
f"Item(id={self.id}, description={self.description}, " \ f"cost={self.cost})" # receipts/views.py from django.http import
JsonResponse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def receipt_json(request): results = { "receipts":[], } for receipt in
Receipt.objects.all(): line = [str(receipt), []] for item in receipt.item_set.all(): line[1].append(str(item))
results["receipts"].append(line) return JsonResponse(results) # receipts/admin.py from django.contrib import admin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Item @admin.register(Receipt) class ReceiptAdmin(admin.ModelAdmin): pass @admin.
register(Item) class ItemAdmin(admin.ModelAdmin): pass $ curl -sS http://127.0.0.1:8000/receipts/receipt_json/ | python3.8
-m json.tool { "receipts": [ [ "Receipt(id=1)", [ "Item(id=1, description=wine, cost=15.25)", "Item(id=2,
description=pasta, cost=22.30)" ] ], [ "Receipt(id=2)", [ "Item(id=3, description=beer, cost=8.50)", "Item(id=4,
description=pizza, cost=12.80)" ] ] ] }# receipts/models.py from decimal import Decimal from django.db import models class
Receipt(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f __str__(self): return f"Receipt(id={self.
id})" def total(self) -> Decimal: return sum(item.cost for item in self.item_set.all()) class Item(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scription = models.TextField() cost = models.DecimalField(max_digits=7,
decimal_places=2) receipt = models.ForeignKey(Receipt, on_delete=models.CASCADE) def __str__(self): return
f"Item(id={self.id}, description={self.description}, " \ f"cost={self.cost})" # receipts/views.py from django.http import
JsonResponse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def receipt_json(request): results = { "receipts":[], } for receipt in
Receipt.objects.all(): line = [str(receipt), []] for item in receipt.item_set.all(): line[1].append(str(item))
results["receipts"].append(line) return JsonResponse(results) # receipts/admin.py from django.contrib import admin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Item @admin.register(Receipt) class ReceiptAdmin(admin.ModelAdmin): pass @admin.
register(Item) class ItemAdmin(admin.ModelAdmin): pass $ curl -sS http://127.0.0.1:8000/receipts/receipt_json/ | python3.8
-m json.tool { "receipts": [ [ "Receipt(id=1)", [ "Item(id=1, description=wine, cost=15.25)", "Item(id=2,
description=pasta, cost=22.30)" ] ], [ "Receipt(id=2)", [ "Item(id=3, description=beer, cost=8.50)", "Item(id=4,
description=pizza, cost=12.80)" ] ] ] }# receipts/models.py from decimal import Decimal from django.db import models class
Receipt(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f __str__(self): return f"Receipt(id={self.
id})" def total(self) -> Decimal: return sum(item.cost for item in self.item_set.all()) class Item(models.Model): created
= models.DateTimeField(auto_now_add=True) description = models.TextField() cost = models.DecimalField(max_digits=7,
decimal_places=2) receipt = models.ForeignKey(Receipt, on_delete=models.CASCADE) def __str__(self): return
f"Item(id={self.id}, description={self.description}, " \ f"cost={self.cost})" # receipts/views.py from django.http import
JsonResponse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def receipt_json(request): results = { "receipts":[], } for receipt in
Receipt.objects.all(): line = [str(receipt), []] for item in receipt.item_set.all(): line[1].append(str(item))
results["receipts"].append(line) return JsonResponse(results) # receipts/admin.py from django.contrib import admin from
receipts.models import Receipt, Item @admin.register(Receipt) class ReceiptAdmin(admin.ModelAdmin): pass @admin.
register(Item) class ItemAdmin(admin.ModelAdmin): pass $ curl -sS http://127.0.0.1:8000/receipts/receipt_json/ | python3.8
-m json.tool { "receipts": [ [ "Receipt(id=1)", [ "Item(id=1, description=wine, cost=15.25)", "Item(id=2,
description=pasta, cost=22.30)" ] ], [ "Receipt(id=2)", [ "Item(id=3, description=beer, cost=8.50)", "Item(id=4,
description=pizza, cost=12.80)

옮긴이

김태헌 afterglow1204@gmail.com

하나금융융합기술원, IBM 등을 거쳐 지금은 외국계 FMCG 회사에서 시니어
데이터 과학자로 일하고 있다. 중학생 때부터 10여 년간 중국에서 거주하며
베이징 대학교를 졸업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국제 경제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퀀트 전략을 위한 인공지능 트
레이딩》(한빛미디어, 2020)이 있으며, 역서로는 《단단한 머신러닝》과 《데이
터 과학자와 데이터 엔지니어를 위한 인터뷰 문답집》(이상 제이펍, 2020)이
있다.

독자 A / S 안내
이 책의 예제 코드는 아래의 UR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책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은 독자 Q&A로 문의 바랍니다.
파일 다운로드
https://github.com/Jpub/CodeAI
독자 Q&A

afterglow1204@gmail.com 혹은 help@jpub.kr

장리커, 판후이 지음 / 김태헌 옮김

인공지능 / 머신러닝

출판 수익 및 역자 번역료의 일부는
아름다운재단의 사회영역기금에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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