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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웨(Zhuge Yue)
현
전
전
전
전

■
■
■
■
■

Hulu 글로벌 연구소 부사장, 중국 연구 센터 센터장
랜드스케이프 모바일(Landscape Mobile) 공통 창업자 겸 CEO
야후(Yahoo!) 베이징 글로벌 연구 센터 프로덕트 책임자
마이크로소프트 베이징 연구 센터 프로젝트 매니저
야후 미국 시니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중국 칭화대학교 컴퓨터 과학 및 기술 학과 졸업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컴퓨터 공학 석사, 박사 취득
스토니브룩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 New York) 응용수학 석사
다수의 특허 보유
미국 컴퓨터 학회(AMC) 최우수 논문상 수상

2017년 연말 저의 육아서적인 《악마 첫째, 천사 둘째(魔鬼老大，天使老二)》가 출판되었을 때
‘경계를 넘어선’ 작품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제 전문 분야로 다시 돌아오
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대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인공지능’이라는 세계로 말이죠.
이 책의 핵심 내용은 회사 동료들의 작품입니다. 저는 단지 이 책을 처음 기획하자는 아이디
어를 내고 사람들을 모았을 뿐입니다.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반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정말이
지 완벽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돌이켜보며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Hulu 북경 사무실에는 이미 많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분위기는 매우 학구적인데, 2주에 한 번씩 테크 살롱이나 과학연구 강좌를 개
최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딥러닝 수업도 개설했습니다. 땅이 비옥해지면 열매가 달리는 법
입니다. 이 책은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총 15명의 동료들이 나눠 맡아 완성했습니
다. 각 멤버는 전문 분야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이 쓴 내용까지 검토해 주었
습니다. 이 책은 저희 멤버들 모두가 노력한 결과물이며, 매우 효과적인 결과물이라고도 말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처음 미팅 후에 대부분의 아웃라
인이 그려졌고 담당 챕터까지 분배되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
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롤로그에서 언급한 것처럼 애자
일 방법론을 적용해 Hulu 위챗 블로그에 먼저 30편의 문장을 올리고 지속적으로 보충하며
내용을 더욱 풍부하고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전체 프로세스 조율을 도와준 허페
이 매니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내용이 완성된 후에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주 편집자들’인 왕지에, 리판딩, 왕위징, 지앙윈셩, 천라밍 등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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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은 초안을 정리, 검수하고 템플릿 통일 작업까지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사실, 일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마무리하는 것이 어렵기 마련인데, 이들이 있어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줄곧 도움을 주신 출판사 편집자인 위빈과 런루이츠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
으로, Hulu의 또 다른 동료인 둥시청에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시발점이 바로 그와의 대화였는데, 제가 던진 ‘우리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백그라운드를 가
진 인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에, 그는 ‘그럼, 책을
써보자!’라는 멋진 아이디어로 답했습니다.

왕지에(Wang Jie)
현
전

■
■

Hulu 시니어 데이터 과학자
아이핀유(iPinYou) 알고리즘 마케팅 책임자,
블루포커스(BlueFocus) 그룹 알고리즘 기술 매니저
칭화대학교 컴퓨터 과학 및 기술 학과 졸업
알고리즘 마케팅 관련 특허 2건 보유, 6편의 머신러닝 관련 논문 저술

제가 처음 머신러닝을 만난 건 2007년 칭화대학교에서 학부생에게 머신러닝을 연구 프로젝
트로 장려하던 무렵입니다. 당시에는 ‘감’으로만 지식 엔지니어링 실험실 탕지에 교수님의 프
로젝트인 ‘Context Web’을 선택했는데, 신경망이 그림을 식별하고 토픽 모델이 문장의 잠재
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보고 인생 처음으로 알고리즘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비
록 당시에 참여했던 프로젝트는 기초적인 것이었지만, 그때부터 머신러닝 분야에서 일하겠
다는 포부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대학원 졸업 이후 저는 그동안 꿈꾸던 알고리즘 마케팅 영역의 데이터 과학자가 되
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머신러닝 사고방식이 제 삶을 관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
다. 제 딸이 3개월이 되었을 무렵에 뒤집기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100번, 101번의 실패를
거치고 성공한 후 단 한 번도 뒤집기에 실패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탐색
과 이용’ 본능과 ‘증강 학습’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몇 년 전 《유럽 철학사의 경험주의와 이성주의(欧洲哲学史上的经验主义和理性主义)》라는 철
학 서적을 읽었는데, 경험주의 학파는 모든 정확한 과학적 지식의 근원은 경험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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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 이성주의 학파는 ‘천부적인 관념’이 존재하고 인간의 이성적 탐구에 의해 명확해
지는 관념이야말로 ‘진리’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 영역에서
의 논쟁이 머신러닝 영역에서의 논쟁과 비슷하기 때문인데, 머신러닝 영역에서의 논쟁 역시
철학적 논쟁의 파생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자연어 처리의 통계학파와 언어학파, 그
리고 머신러닝 이론의 빈도주의 학파와 베이지안 학파 사이의 논쟁이 경험주의와 이성주의
사이의 논쟁과 기본적으로 같지 않나요?
여러분이 머신러닝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사고할 때 생활의 모든 지식은 머신러닝의 이론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쓰는 과정에서도 생활 예제를 통해 알고리즘의 사고방
식을 설명하고, 방법을 익히는 동시에 알고리즘의 본질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이 데이터 과학자를 꿈꾸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앙윈셩(Jiang Yunsheng)
현

Hulu 베이징 연구소 콘텐츠 인텔리전스 팀에서 이미지/영상 콘텐츠 이해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

베이징대학교 수학과 박사 졸업

2017년 가을에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인공지능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거워 이미 시장에 과학, 교육, 응용 등 다양한 종류의 관련 서적들이 있었습
니다. 브레인스토밍 끝에 우리는 조금 더 실용적으로 인터뷰 문제에 관한 책을 문답 형식으
로 엮어 내면 많은 종사자들이 지식을 정리하고 이 분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연구원들이 일하다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수 있고 말이죠.
이 창작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콘텐츠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10
명이 넘는 저자들이 각자 잘하는 분야를 맡아 콘텐츠를 만들어 모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와 해답에 대한 교차 검증과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짜고 템플릿을 통일하는 작업이었습
니다. 저는 두 단계 모두 참여하며 서로 다른 느낌과 수확을 얻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고 해
답을 작성할 때는 저에게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써야 하는 내용이 비교적 명확했지만, 막상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글로 풀어내려고 하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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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간혹 만나게 되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할 수밖에 없
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창작하고 교차 검증하는 방식을 통해 제가 모르던 많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었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제들을 발견하는 과정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시간 동안 Hulu에서 진행하는 인터뷰에 몇 차례 참여했었는데, 책에서 나오
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들은 면접자들의 답변을 토대로 수정을 진행하기도 했
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실험군’이 되어준 면접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책은 인터뷰 문제들을 모아놓은 형식이지만, 독자들이 문제와 해답을 외우는 것을 원하
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형식을 통해 더 깊게 생각하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머신러닝,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차
근차근 기초 지식을 쌓고 탐구하며 사고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판딩(Li Fanding)
현

Hulu 연구 및 개발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자연어 처리 관련 일을 맡고 있다.

■

베이징대학교 정보과학기술 학과 졸업

결국, 책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왔군요. ‘찬란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어떤 글을 써야 제
가 문제, 문자, 행간 사이에 쏟아부었던 노력과 사고의 시간을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
니다. 편집자로부터 후기 부분에 각자의 소감을 써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드디어 이 책에 온전히 저만의 짙은 색채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흥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저의 지인이나 책을 뒤에서부터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 부분을
읽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만약 13장을 자세히 공부했다면 GANs 아이디어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많은 문제도 그러한 ‘대립’ 중에 탄생했습니다. 윈셩과 저는 책에 나오는 아
주 사소한 부분에 관해 토론하다가 밤샌 적도 있었는데, 결국 너무 당연해 보이던 내용이 저
희의 실수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러한 ‘대립’은 사고의 불꽃을 타오르게 만
들며,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 책에는 이러한 인사이트들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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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시절 혹은 10여 년 전의 저는 직업 바둑기사가 되고자 했었습니다. 단순히 학업
때문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저는 5살 때부터 키워온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알파고가 저
의 우상인 이세돌 9단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을 때, 저는 만감이 교차했
습니다. 머신러닝 연구자로서 기술에 대한 탐구나 세상 사람들의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감
탄, 바둑이라는 게임의 기원, 변화, 그리고 그 신묘함에 대한 성찰만이 아닌, 한 사람의 직
업, 생활, 그리고 이상 속의 어떤 부분, 어떤 순간까지 오묘하게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
었습니다. 그 순간, 희비와 관계없이 제 인생을 바꾼 결정에 후회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후인 지금은 머신러닝 연구라는 길을 가고 있는 저의 선택을 후회하
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위징(Wang Yujing)
현

Hulu의 책임연구원, 광고 최적화 및 지식 그래프 프로젝트 등을 맡고 있다.

전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연구소 머신러닝 팀 연구원
아이핀유(iPinYou) 알고리즘 최적화 팀 연구원

전

■
■

베이징대학교 컴퓨터 과학 학부 졸업
베이징대학교 지능과학 학과 대학원 졸업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으며, 각종 경시대회에 입상하며 베이징대학교에 무시험 입학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머신러닝 분야에서 일한 지도 10년이 넘어가
네요. 대학교 2학년 때인 2007년, 학교 측에서 조직한 혁신 실험 플랜에 참여해 추이빈 교수
님이 개설한 머신러닝과 검색 관련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컴퓨터 과학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할 때였는데, 열정과 연구에 대한 애정만 가지고 인생의 첫 번째 논문을 완
성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에게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딥러닝이 지금처
럼 인기가 없었는데, 대부분의 논문이 SVM, LDA로 도배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려서부터 수학 모델링 경시대회에 즐겨 참여하던 저는 그때부터 머신러닝을 좋아하게 되었습
니다. 인공지능은 융합학문으로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은 수학, 컴퓨터, 심리학, 철
학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식을 사용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
어야 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상상만 해오던 안면인식에서부터 음성 비서, 바둑
세계 챔피언을 쓰러뜨린 알파고 등을 현실로 만들어 주고 있는데, 너무 매력적인 학문이 아
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더 스마트한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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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자가 피와 땀을 쏟은 결과
인데, 이러한 알고리즘 덕분에 실제 응용 환경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너무 방대해서 머신러닝을 배우려는 학생이나 연구원이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 역시 처음 인공지능 연구를 시작했을 때 많은 논
문을 읽었지만, 단시간 내 논문 배후의 철학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인공
지능 종사자들에게는 필수적인데, 이를 소개한 논문이나 교과서는 많지 않습니다. 대학원
생 시절에 우쥔 교수님의 《물결의 정점에서(浪潮之巅)》와 《수학의 아름다움(數學之美)》을 처
음 접했을 때의 희열이 아직도 생생한데,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저자의 간결하
지만 명료한 설명을 통해 뚜렷하고 간단하게 이해된 기억이 있습니다. 10년의 경험을 하는
동안 저는 줄곧 인공지능 본질에 대한 고찰을 해왔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과 그간의
생각을 나눌 수 있어 너무 기쁠 따름입니다. 이 외에도 사람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른
데, 이 책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나 시각을 종합하는 일을 해볼 수 있어서 즐거
웠습니다. Hulu에서는 정기적으로 리서치 워크숍 활동을 하는데, 서로 다른 배경과 연구 방
향을 가진 연구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고 서로 모르는 부분을 채워 줍니다. 이 책을 집필
하는 과정에서 연구원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검토해 주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저희 각자의 사고가 부딪히고 발전하며 합쳐진 결과입니다. 독
자들이 이 책을 통해 많은 수확을 얻길 바랍니다.

조우한닝(Zhou Hanning)
현

Hulu 베이징 연구소 추천 알고리즘 책임자

전

제록스 실리콘밸리 연구 센터 연구원
아마존 시니어 테크놀로지 매니저
샨다 혁신 협회(Shanda Innovation Institute) 연구원 및 프로젝트 매니저
아이밸리(iValley) 기술 부총괄 및 베이비트리(BabyTree) CTO

전
전
전

■

칭화대학교 자동화학과 학부 졸업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 컴퓨터 비전 박사 졸업

■

이미지 처리 및 인공지능 영역에 수십 건의 국제 특허 보유. 20여 편 이상의 논문 저술

■

15년이 넘는 개발 및 관리 경력이 있으며,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방면으로
많은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저는 1999년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연구소에서 인턴을 시작한 후로 지금까지 머신러닝의 연
구와 성과들이 산업화되고 실용화되는 모습을 줄곧 지켜봤습니다. 최근 10년간 컴퓨팅 파
워가 향상되고 데이터 수집 경로가 확장되면서 머신러닝의 상용화도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
습니다. 검색, 추천, 기계 번역 등 응용 상품들도 늘어나면서 많은 연구팀에게 대규모 사용
자들을 상대로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머신러닝 연구 방식에도

에필로그 및 저자 소개

455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정적인 오프라인 데이터로만 실험을 했다면, 지금은
실제 사용자 피드백에 따른 온라인 실험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머신러닝의 상업화와 응용이 가져온 또 다른 거대한 변화는 엔지니어들의 기술에 대한 요구
조건이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알고리즘 엔지니어는 결정론적 규칙에 기반한 코딩을 잘 이
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통계 학습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 구현까지 잘해야 합니다. 이 책은
많은 엔지니어에게 머신러닝에 빠르게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가치
가 높은 인재는 어떤 영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동시에 각종 주요 영역들의 기술을 넓게 알
고 있는 T자형 인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머신러닝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다 하더라
도 머신러닝의 기본 이론과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Hulu팀이 같이 땀 흘려 만들어 낸 결정체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두 챕터를 집필
할 수 있었는데, 모쪼록 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씨에시아오후이(Xie Xiaohui)
현

Hulu 수석 연구 디렉터

■

서안 교통대학교 학부 졸업
베이징 우전대학교 박사

■

파나소닉 연구 센터, 노키아 연구소, 레노보 연구소 등을 거치며 패턴 인식, 이미지, 영상, 텍스트
분석 등 다양한 미디어 정보 처리 프로젝트를 담당했고, 인공지능, 인간-컴퓨터 상호교류 관련
연구 및 상품화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최근 몇 년 동안 데이터베이스, 컴퓨팅 파워의 발전과 더불어 신경망이 전형적인 식별 영역에
서 두각을 나타내며 인공지능은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인류 최강 바둑기사를 이긴 알파고,
사람을 인식하는 카메라, 사람의 말을 정확히 알아듣는 알렉사 스피커, 자율 주행 자동차 웨
이모 등등 많은 인공지능 걸작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편, 우리의 생활 속 깊숙
이 들어와 사람들을 인공지능의 매력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인공지
능의 매력에 빠져들어 이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인공지능의 발전에는 ‘공유 정신’이라는 또 다른 원동력이 있습니다. 많은 논문
과 데이터, 알고리즘 모델, 개발 플랫폼이 공개되고, 수많은 무료 온라인 강의와 커뮤니티가
열려 학술계, 산업계, 교육계 등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으며, 인
공지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웨가 던진 ‘Hulu는 무엇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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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라는 질문은 저희 팀 모두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고, 팀원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그동안 받은 것들을 돌려주고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념과 분위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인공지능의 물결이 Hulu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
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개인화 추천 시스템, 비디오 콘텐츠 이해, 스마트 광고,
사용자 페르소나 분석 등 Hulu 업무의 곳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Hulu의 우수한 인재들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분야에서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았고, 알고리즘과 모델, 그리고 최적
화 테크닉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책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을 때 모두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독자들이 이 책을 쓴 저자들의 명단을
살펴본다면, Hulu가 이 영역에 대해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Hulu는 많은 비디오 콘텐츠 자원이 있기 때문에 ICIP나 ACM MM
등 플랫폼을 통해 경진대회를 여는 방식으로 Hulu의 비디오 데이터를 오픈해 도전성 있는
연구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작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동료가 이 책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 각자가 맡은 프로젝트를 하는 시간이 아닌 여유시간을 활용해 알고리즘을 정리했는
데, 제가 아는 몇몇 동료는 매일같이 새벽 2~3시까지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Hulu 연구원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의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라밍(Chen Laming)
현

추천 알고리즘 연구를 맡고 있다.

■

1988년생. 중국 찌앙시 잉탄 출생
2010년 칭화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
2016년 칭화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학위 취득

■
■

압축 센싱 관련 알고리즘을 주로 연구했다.

제가 인터뷰를 가장 많이 볼 때는 일주일에 2~3개의 인터뷰 스케줄이 있습니다. 매번 인터
뷰 전에 지원자의 이력서를 살펴보고 지원자가 경험했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맞춤형 문제
를 준비해 갑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 지원자가 접해 봤던 알고리즘 모
델, 혹은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 등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지원자들은 자신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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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이해와 사고방식으로 질문에 답하고는 하는데, 저는 이런 대답을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이는 지원자가 실전에서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사용할 줄 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머신러닝은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머신러닝의 발전은 생물학을 기원으로 하고 매우 엄격
한 수리적 추론 과정에 기반을 둡니다. 그렇지만 일선에서 묵묵하게 꾸준히 일하고 있는 데
이터 과학자들과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공개 커뮤니티와 공개 강의, 공개 프레임워크
등이 발전하면서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익히는 일은 대다수 사람에게 단순히 ‘결심’만 하면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일이 생각할 때는 쉽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머신러닝이
그중 하나이고, 책을 쓰는 일이 또 다른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대작을 써내는
대가들이 존경스러웠고, 그 뒤에 숨겨진 학술에 대한 열정과 끈기에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
습니다. 이 책의 본래 목적은 독자들이 머신러닝의 오묘함을 맛볼 수 있게 함이었는데, 만
약 어떤 독자가 이 책을 본 뒤 머신러닝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리우춘양(Liu Chunyang)
■

■

칭화대학교 컴퓨터 공학과에서 지능 기술 및 시스템 국가중점 과제들을 수행했으며,
석사로 졸업했다.
자연어 처리 관련 연구를 주로 하고 있으며, ACL, EMNLP 등 국제 학회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졸업 후 Hulu의 사용자 과학팀에서 빅데이터 기술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한 사용자 데이터
분석과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맡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Hulu의 상품, 시장, 광고 등
다방면에서의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책 집필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저는 동료에게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것을 막상 글
로 써보니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
어서 저로서는 정말 행운이었고, 자신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킬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세대에 태어나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인공지능에서 일어나는 비약적인
발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패하는 순간을 볼 수 있었
고, 이미지 식별, 자연어 처리 등의 영역에서 기계가 인류를 빠르게 쫓아오는 모습, 그리고
자율 주행차와 스마트 스피커 등 인공지능 응용의 탄생, 발전, 그리고 성숙 과정까지 목격했
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영역에서 시대의 투사가 되어 이 분야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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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만 해도 저 역시도 한 명의 구직자였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영역에서 일하고 싶은
심정을 아직까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ulu에서 이 책을 집필한다고 했을 때 속
으로 쾌재를 불렀고, 다행히 인연이 닿아 저도 저자 그룹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책 내용
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 저와 동료들은 대량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차례에 걸친 검토
와 교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도 있듯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지식을 얻었고, 인터뷰 문제 출제자 입장도 되어 보며 새로운 경험도 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인공지능의 대가이든, 아니면 머신러닝을 막 공부하기 시작한 학생이든 간
에 모두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책을 읽은 후 인
공지능에 대한 열정이 더 커지길 바라며, 여러분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리우천하오(Liu Chenhao)
현

영상 콘텐츠에 대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연구를 하고 있다.

■

베이징대학교 졸업

모니터를 보며 마지막 소개 글을 작성하려고 하니 저희가 처음 모였던 그날의 오후가 생각
납니다. 우리들은 한데 모여 이 책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심지어 책을
쓰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관해서 토론했습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문답 형식의 내용은 사실
처음부터 기획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실전에 초점을 맞춘 ‘실전 딥러닝’을 고려했다가,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춘 ‘왜 AI인가’까지 후보에 올랐었습니
다. 당시 지금의 형식을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이 바로 저입니다. 원래의 제목은 ‘딥러닝 인터
뷰 바이블’이었는데, 후에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었다는 것
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사실 별것 아닌 생각에서 시작되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수능을 앞두고 많
이 풀었던 《5년 수능, 3년 모의고사(五年高考，三年模拟)》 책이나, 코딩 인터뷰를 준비하며
봤던 LeetCode가 떠올랐고, 알고리즘 엔지니어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생
각해 봤습니다. 흩어져 있는 지식을 정리해 주고, 이해와 깊이를 더해 주고, 심지어 업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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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까지 전달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시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래서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입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머신러닝을 이해하고, 이 분야의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희의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책을 쓰는 속도나 품질 모두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높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구해
좋은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책 목록에 나오는 문제
나 배경지식, 그리고 사고방식 모두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 풍부해졌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과정을 지켜보며, 또 이 책을 만날 독자들의 표정을 생각하며 저는 벌써 뿌듯
한 마음입니다.
이 책은 제 개인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얻은 지
식이나 노력에 대한 대가보다는 동료와 함께 작업했던 기억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프
로젝트를 기획해 준 Hulu에 감사합니다.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실력이 많이 부족해 책에 누락되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독자들께 피드백을
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함께 머신러닝 분야를 위해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쉬샤오란(Xu Xiaoran)
현

Hulu Reco 리서치팀에서 딥러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

2005년 베이징대학교 정보과학기술원 입학
2013년 UCLA 입학

■

2015년에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렸는데, 공부를 중단하고 귀국해 여러 스타트업 회사에서 PM을
담당했다. 360 인공지능 연구원에서 딥러닝 알고리즘 엔지니어로 일했다.

When I heard the learn’d astronomer,
When the proofs, the figures, were ranged in columns before me,
When I was shown the charts and diagrams, to add, divide, and measure them,
When I sitting heard the astronomer where he lectured with much applause in the lecture-room,
How soon unaccountable I became tired and sick,
Till rising and gliding out I wander’d off by myself,
In the mystical moist night-air, and from time to time,
Look’d up in perfect silence at the stars.

〈When I Heard the Learn’d Astronomer〉 _ BY WALT WHI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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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수학자의 공식이나 엔지니어의 코드가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에 존재하는
지능의 신비는 몇 세기 동안 철학자와 과학자들을 매혹시켰습니다. 만약 미지의 세계에 대
한 호기심이나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이 아니라 공리적인 이유나 현란한 기술을 뽐내기 위
해서 인공지능을 연구한다면, 여러분은 금방 지치고 말 것입니다.
지능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지만, 인간이 열어서 엿볼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규모, 연산 속도, 그리고 각종 플랫폼이 AI로 가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으로 볼 때 인공지능은 흥망성쇠를 거듭했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가 부족해서도, 계산 자원
이 부족해서도 아닌, 학술 연구에 존재하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우리의 자유로운 상상
력을 제약했기 때문입니다.
지능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인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능에 대한 모든 것
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라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딥마인드의 창시자 데미스
하사비스Demiss Hassabis가 했던 “Solve intelligence. Then and then use that to solve everything
else.”라는 말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GANs 장을 작성할 때 복잡한 수학 공식을 제외하고
최대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여러
분이 하나의 모델을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하려 할 때, 원래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재창조하려고 노력한다면, 이전에 몰
랐던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집필에 참여했던 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신중하게 써
내려 가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 매우 신기한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 색다른 시각으
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신기한 여정에 함께 하길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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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웨이(Feng Wei)
현

현재 Hulu 데이터 과학팀에서 시니어 데이터 과학자로 일하면서 사용자 유입, 전환, 잔존
등을 책임지는 스마트 사용자 운영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그리고 Hulu 콘텐츠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Hulu 본사의 콘텐츠 구매, 계약 등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

칭화대학교 컴퓨터 공학 박사

연구 방향은 SNS, 추천 시스템 등이다. 평소에 AI 관련 최신 트렌드나 배후의 정보들을 캐내는 것에
관심이 많다. 국제적인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 학회인 KDD, IJCAI, WWW, WSDM, ICDE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책의 집필 과정에 참여하면서 저는 최대한 쉬운 언어와 예제로 AI를 소개하고자 했습니
다. 동시에 글을 쓰는 일을 통해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발전하는 AI 기술을 보면 저는 흥분이 되는 한편 걱정도 듭니다. 흥분되는 이유는 AI
가 매일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며 새로운 고지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고, 걱정되는 이유는 시
간과 체력적 한계 때문에 쏟아지는 기술 중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
입니다. 이 책을 통해 AI 입문자들과 동료 데이터 과학자에게 색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
으면 좋겠습니다. 산업 현장 한복판에 있는 박사 소지자 중 한 명으로서의 가장 큰 성취감
은 알고리즘 덕분에 핵심 지표들이 증가할 때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장은 끝없는 실험을 통
해 이루어집니다. 반복적인 실전 경험을 통해 좋은 알고리즘이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모델이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글
을 쓰거나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한다면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는 머신러닝, 특히 피처 엔지니어링과 강화학습 등에 대한 저의 생각이 녹아 있습니
다. 부디 저의 노력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둥찌엔치앙(Dong Jianqiang)
현

2014년부터 Hulu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

칭화대학교 자동화 학과 석사 졸업

대학교 3학년 때 머신러닝을 접하고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로 했다. 4년 전 작은 일에도 지도가
필요했던 사회 초년생에서 이제는 8명의 인턴을 지도하는 멘토로 성장했다. 헬스와 인형을
좋아하고, 공원 산책을 즐긴다.

처음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책을 쓰는 일이 간단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문제를 잘 만들고 답을 써서 모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저의 이런
환상은 RNN의 어떤 한 절을 쓰다 막히면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더 정확한 해답을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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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과 논문들을 다 살펴보고도 조심스럽게 저의 견해를 작성했습
니다. ‘잠시 쉬어가기’ 코너를 작성할 때도 처음에는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했지만, 한 글자,
한 구절을 세심히 퇴고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딥러닝의 알고리즘과 6개월
이 된 아기의 학습 과정이 매우 닮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수건을 접
었다 폈다 하면서 자주 만지고 노는데, 여러분은 이것이 매우 쉬운 일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뷰 때 만났던 한 면접자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로봇이 아기처럼 계속해서 실
험하며 수건이나 옷과 같은 물체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사람의 옷 정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기술의 단기적 영향을 너무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은 만능
이고 조만간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사실, 기계가 우리 대신
빨래를 정리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밥을 해준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더 창조적이고 즐거움
을 주며 성취감 있는 다른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마치 세탁기가 우리의 많은 시간을 아껴
준 덕분에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리우멍이(Liu Mengyi)
현

2017년 7월에 Hulu에 입사해 비디오 콘텐츠 이해 관련 알고리즘 연구를 하고 있다.

■

중국 과학원 컴퓨터 기술 연구소 박사

연구 방향은 컴퓨터 비전과 패턴 인식이다.

반년의 노력과 시간을 들인 우리의 창작물이 드디어 출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된 것은 저의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룬 것이기도 합니다.
2017년 학교에서 구직을 알아보던 시절, 많은 인터뷰를 준비하며 인터뷰에 관련된 바이블과
같은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줄곧 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큰 인기를 끌고 있
는 머신러닝의 최신 내용과 전통적인 부분까지 정리한 책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
니다. 그때의 이런 생각이 이번에 저자로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앞으로 지원하게
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기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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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책을 쓰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전체 내용에 대한 구조부터 각 장,
절에 대한 분배까지 각 단계마다 동료들과 열띤 토론을 거쳐야 했고, 또 많은 수정이 발생
했습니다. 어렵게 작성할 내용을 정했다 하더라도 막상 쓰려니 또 쉽게 써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글로 설명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
었습니다. 문제 배경, 해결 동기, 이론 기초, 구현 방안 등 각 단계마다 논리적이고 일관성
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내용의 신뢰도를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찾아봐야 했으
며, 반복해서 검수해야 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지불할 수밖에 없
었지만, 제겐 문제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이
늘어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이 밀려왔고 만족감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팀원 모두
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은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식이나 기술적인 향상 외에 책을 쓰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동료들과 함께한 성장 경험
입니다. 반복해서 토론하고 수정하며, 우리의 지식을 다듬고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
다. 이러한 영감이 독자 여러분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책이 출판되면 독자 여러분
의 많은 피드백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궈신(Zhang Guoxin)
■

칭화대학교 컴퓨터 공학 박사

주요 연구 방향은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등이 있다. 졸업과 동시에 Hulu에 들어와
자연어 처리, 추천 알고리즘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쓰는 일이 정말 간단한 일이라
고 여겼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서는 저의 학식이 얼마나 얕은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계
속해서 참고 문헌들을 읽으며 각 공식과 정의를 유도하고 검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저 역시도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세상을 바꾸는 동시에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머신러닝은
학생들의 필수 과목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어 영광이고, 계속해
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생기와 활력 가득한 영역에서 탐구해 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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