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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인공지능 연구자들 사이에서 머신러닝은 ‘지능’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부분으
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머신러닝은 인공지능 영역에서 가장 발전이
빠른 분야인 듯합니다. 1980년대에는 기호주의 학습symbolism learning이 머신러닝에
서 주류를 차지했으나, 1990년대부터는 통계 머신러닝 천하가 되었습니다. 주류가
기호주의 학습에서 통계 머신러닝으로 넘어온 것은, 개인적으로는 머신러닝이 순
수한 이론, 모델 연구에서 생활 속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목적의 응용 연구로
발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아가 과학 연구의 발전과도 연
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내에서 필독서로 불릴 만한 머신러닝 서적이 없었는데,
중요하고 자주 사용되는 머신러닝 방법론을 쉬운 방식으로 설명한 리항Li Hang 교
수의 《통계학습방법统计学习方法》이 최근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조
우쯔화Zhou Zhihua 교수의 대작이 출판되었는데, 머신러닝의 세부 내용을 탄탄한 이
론과 수식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교재로서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독학용, 연구용 참고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머신러닝 분야에 종사하는 동료들을 자주 만나 머신러닝에 대한 근거 없는
풍문이나 머신러닝의 현황, 그리고 발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많은 질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 이러한
질문들을 정리하고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 1: 인공지능 발전 초기 단계에서 머신러닝의 기술은 대부분 기호주의 학습이

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통계 머신러닝이 다크호스처럼 등장해 기호주의
학습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사람들은 기호주의 학습이 쏟아지는 통계 학습 저널
과 논문 앞에서 완전히 무시당한 것인지, 여전히 머신러닝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것인지, 혹은 통계 학습의 그늘 아래서 남은 목숨을 부지해 나가야 할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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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세에 순응
해 역사의 무대에서 은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존심을 굽히고 통계 학습과 결
합하여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사는 다 돌고
도는 것이니 언젠가 다시 올 밝은 날을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이
미 많은 사람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왕
주에Wang Jue 교수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는 통계학이 쇠퇴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머신러닝은 이미 전환점에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통
계 학습은 응용과 지식이 결합되어야 나선형으로 상승하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이
고, 그렇지 못하면 현재 상태를 답보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전환점으
로 진입하게 된 시점은 데프니 콜러Daphne Koller와 니르 프리드만Nir Friedman이 집필
한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s: Principles and Techniques》라는 책이 출판
되었을 때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필자의 오랜 친구이자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의 찬
드라세카란Chandrasekaran 교수의 관점입니다. 그는 기호주의 인공지능이 통계 인공
지능에게 ‘억압’되는 현상에 관해 이야기하며 위에서 언급한 ‘세상사는 다 돌고 돈
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그의 대답을 책에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어봤을 때
매우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가 보낸 메일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은 통계학과 빅데이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산 능
력의 향상과 이러한 기술이 인상 깊은 성과를 보여준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
리는 기술이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향상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고, 따라서 언젠가
는 지금의 AI 기술에게 이별을 이야기하고 다시 더 기본적인 인지과학 연구로 방
향이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비록 시계추가 완전히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
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통계 기술과 인지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합할 것
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의 의견은 왕주에 교수의 의견과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머신러닝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인공지능 영역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왕주에 교수는 ‘지식’을 강조했고, 찬드라세카란 교수는 기본
적인 ‘인지’ 영역을 더 강조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질문 2: 왕주에 교수가 통계 머신러닝이 계속해서 ‘순항’할 수 없다고 한 근거는 통

계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모두 샘플 데이터의 독립항등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i.d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자연계의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독립항등분포가 어디 그렇게 많이 존재할까요?’라는 질문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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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독립항등분포 조건이 머신러닝에 있어서 정말 필
수적일까요? 독립항등분포가 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인
것일까요? 독립항등분포 조건이 없는 머신러닝은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지만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아마도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전이학
습transfer learning’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
한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이학습도 전이 쌍방에 ‘독립항등분포’ 조건이 필요
하지만, 서로 다른 분포 사이의 전이학습, 동일 분포와 다른 분포 사이의 전이학습
도 곧 나오지 않을까요?
질문 3: 요즘 보이는 새로운 트렌드는 딥러닝의 중용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특별히

딥러닝의 활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트렌드가 머신러닝이 나아갈

방향일까요? 이 책의 저자인 조우쯔화 교수를 포함한 많은 학자는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딥러닝이 실제로 공헌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이론과 기술상
에서 창조성이 부족하며, 단지 하드웨어 기술의 혁명에 힘입어 컴퓨팅 속도가 향상
되었고, 이 덕분에 복잡도가 높았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예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변화는 머신러닝의 실용화
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딥러닝이 전통의 통계 학습을 대체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가 이미 딥러닝으로부터 압박
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마치 기호주의 학습이 통계 학습에 의해 점차 관심을 잃어
간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저는 통계 머신러닝에 대한 딥러닝의 영향이 기호주의
학습에 대한 통계 머신러닝의 영향력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
면 딥러닝의 이론적인 창의성은 아직 부족하고, 현재 대부분의 딥러닝이 신경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응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단지 일종의 연결주의 방법으
로의 회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 학습은 여전히 머신러닝에서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응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질문 4: 머신러닝이 지금까지 발전해 오면서 우리는 기호주의 학습 방법에서 통계

방법으로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수학도 확률 통계입니다.

하지만 수학의 범위는 바다처럼 넓은데 통계 방법만이 머신러닝에 적합한 수학일
까요? 물론, 우리는 여러 수학이 머신러닝 응용에서 사용되는 예를 많이 알고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매니폴드 학습에서 사용되는 미분 기하학이나, 귀납 학습에서
사용되는 미분 방정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 방법과 비교했을 때 조연의 역

xii

추천사

할에 불과해 보입니다. 다른 수학인 선형대수는 아마 응용 범위가 더 넓을 것입니
다. 머신러닝에서 선형대수는 행렬 이론, 고윳값 이론 등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되
며, 미분 방정식을 통해 해를 구하는 것도 결국 선형대수 문제로 귀결되기도 합니
다. 아마도 선형대수는 머신러닝 배후의 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무대 앞에
서 활약하는 것은 확률과 통계이지만, 뒤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는 것은 선형
대수와 논리학입니다. 그렇다면 수학 방법이 주가 되고 통계 방법이 부가 되는 머
신러닝 이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매니폴드 학습이 조금은 ‘근접한 예’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학 이론이 사용되는 정도는 아직 불충분하
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학 이론은 깊이가 비교적 깊은 현대 수학 이론
을 말합니다. 앞으로 많은 수학자가 참여해 머신러닝의 새로운 모델, 새로운 이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길 기대해 봅니다.
질문 5: 위 질문에서 파생된 질문입니다. 기호주의 머신러닝 시대에는 주로 이산적

인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했고, 통계 머신러닝 시대에는 연속적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사이에는 큰 틈이 없어야 합니다. 매니폴드 학습의 리
군Lie group, 리 대수Lei algebra의 도입은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미분 가능(한) 매니폴드differentiable manifold에서 리 군까지, 그리고 리 군에서 리 대
수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바로 ‘연속’과 ‘이산’을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까지 나온 방법은 수학적으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매니폴드 관련 논문만 찾아봐도
상당수의 논문이 임의의 데이터 세트를 미분 가능(한) 매니폴드로 보고 측지선의
존재를 가정하고 차원 축소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
는 한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수학자가 머신러닝 연구에 필요하다는 점을 충
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6: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머신러닝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나요? 대

규모 데이터는 통계, 샘플링 방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빅데이터’는
통계 머신러닝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
들은 빅데이터의 출현이 인공지능을 더 돋보이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은 데이터 처리 과정을 수집, 분석, 예측이라는 세 단계로 나눕니다. 수집과 분석
작업은 이미 잘하고 있던 영역이고, 현재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보다 과학적인 예
측’인데, 여기에 머신러닝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점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통계와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고 동일한 수집, 분석, 예측을 하는데, 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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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대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전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과 어
떤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을까요?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에 이른다는 것은 변증법
dialectics의

보편적인 규율입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 이전 시대에서 빅데이터 시대

로 오면서 수리통계 방법에는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나요? 이러한 변화들이
머신러닝에 응용에 반영되어 어떤 본질적 변화를 가져왔나요? 사람들은 빅데이터
시대에 어떠한 머신러닝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일까요? 어떤 머신러닝 방법
이 빅데이터 연구로부터 시작되고 탄생했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 책의 저자 조우쯔화 교수는 머신러닝의 많은 영역에
서 커다란 기여를 했으며, 중국 머신러닝 연구의 선구자이자 국제 학술계에서도 명
망이 높은 학자입니다. 그는 앙상블 학습, 준지도 학습, 멀티레이블 학습 등에서 국
제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작업을 많이 해왔으며, 중국을 대표해 많은 학술적 공헌
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술 연구 외에도 중국 머신러닝의 발전을 위해서 정
말 많은 노력과 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왕주
에 교수와 2002년부터 ‘머신러닝과 응용’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푸단 대학교에
서 남경 대학교까지 개최 회차가 늘어나면서 사람들도 갈수록 많아졌고, 콘퍼런스
의 규모도 커지고 내용도 다채로워졌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 토론회를 전국
의 대학교를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주에 교수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은 매
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것은 국내에 아직 조우쯔화 교수 같은
머신러닝 선구자들이 남아 있고, 조우쯔화 교수보다 젊은 많은 머신러닝 전문가들
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머신러닝 학계는 희망이 가득해
보입니다.

루루치엔
중국과학원 수학&시스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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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10여 년 전 학생증을 보여주며 드나들던 필자의 모교인 베이징 대학교에서는 이제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학생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상
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로 올라온 수많은 청년은 전통 은행이 아닌 알리페이에서
대안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대출 심사를 통해 소액대출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
니다. 물론, 이러한 인공지능의 적용 사례가 미래에는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도 있
지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게 적용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더불어 큰 내수 시장 덕분에 계속해서 훌륭한 AI 관련 도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IT 서적들은 특유의 창의성을 결합한 내용
이 많아 국내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반해, 중국 IT 서적들은 출판사들의 큰 관
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국 서적의 장점은 이론적인
부분과 풍부한 실전 경험이 결합된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
트,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의 핵심 요직에 있는 화교들이 많고, 바이두, 텐센트 등
억 단위의 사용자를 거느린 IT 기업의 수많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국내와는 비교
도 할 수 없는 느슨한 규제하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
니다. 이들의 경험과 지식이 국내 독자들에게도 빠르게 소개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출판사에 번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으로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자가 언급한 것처럼
이 책은 입문용이면서 머신러닝 전반에 대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낙 발
전이 빠른 분야이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책이나 인터
넷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찾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정보 검색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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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매우 체계적으로 기술되었으며, 머신러닝을 배우다 보면 언젠가는 접하게 되
는 혹은 알아야 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최신 논문을 읽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논문의 레퍼런스가 되는 논문을 계속해서 찾아
읽어야 하는데, 이 책은 모든 이론과 알고리즘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최대한 체계
적으로 빠짐없이 담고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이론이 다른 어떠한 이론과 이어지
고, 새로 나온 알고리즘의 근원은 어디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지는 것
은, 여러분이 지속해서 머신러닝을 배우는 데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다
양한 종류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단순히 간단한 코딩만 배워서는
현업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디 좋은 ‘지도’를 가지고 최대한 ‘정도’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하지 않은 중국어책이라 제이펍의 여러 관계자분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장
성두 대표님, 이인호 팀장님, 이민숙 차장님을 포함해 이 책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
든 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체력과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퇴근 후 번역 때문에 잘 놀아주지 못한
라온, 라엘, 그리고 유리나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김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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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머신러닝 교과서입니다. 최대한 많은 독자에게 머신러닝을 소개하고 싶
은 마음에 수학적 지식의 사용은 최대한 배제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확률, 통계, 대수, 최적화, 논리 관련 수학 이론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교 4학년 이상의 이공계열 학생이나 대학원생, 그리고 비슷한 배경을 가진 머신러
닝에 관심 있는 독자들께 적합할 것 같습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책 말미에는
수학 기초 지식에 관한 간략한 소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머신러닝 기초 지식에 관한 1~3장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전통적이
고 자주 사용하는 머신러닝 방법론을 다루는 4~10장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1~16장이며, 고급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3장까지 읽고서 흥미나 시
간적 상황에 따라 원하는 장을 선택해 독립적으로 읽어도 됩니다. 만약 대학생 교
재로 사용한다면 한 학기에 1~9장 혹은 1~10장까지 진행하면 되고, 대학원 과정
이라면 모든 장을 다 사용해도 됩니다.
모든 장 끝에는 10개 정도의 연습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해당 장
의 내용을 복습하는 데 유용하며, 어떤 문제는 지식의 확장에 더 유용하게 사용
될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이 연습문제들과 더불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로
젝트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별표가 표기된 문제들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서,
현재로서는 해답지가 제공되고 있진 않지만 열심히 풀어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
니다.
이 책은 머신러닝 각 방면의 기초 지식을 망라하고 있지만, 머신러닝 입문 교재인
점과 학습 시간 등을 고려해 중요한 최첨단 기술을 설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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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내용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고급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책을 보다가 더 연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각 장에 소개된 참고문헌을 따라가면 됩니다.
필자 생각에 과학과 관련된 인물과 사건을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각
장 뒷부분에 해당 내용과 관련 있는 이야기나 인물에 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아무
쪼록 독자들의 식견도 넓히고 긴장도 풀어주는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머신러닝은 발전 속도도 빠르고 범위가 매우 넓은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필자의 식견과 학문이 넓지도, 깊
지도 못하기 때문에 책에 오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독자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고 충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우쯔화

xviii

머리말

이 책의 사용법

이 책은 2016년 1월에 출판되었고, 초판 5,000부가 일주일 만에 모두 팔렸습니
다. 이후 8개월 동안 9쇄를 거듭하며 72,000부가 팔렸고, 아마존, 징둥JingDong,
DangDangWang 등 중국의 인터넷 서적 사이트에서 IT 분야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판매량과 독자들의 피드백은 독자들의 범위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넓었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10쇄를 찍기 전인 이 시점(2016년
9월)에서 조금은 불안한 마음과 함께 이 책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아 글을 다시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은 교과서라는 점을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 밝혔듯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주원인은 ‘머신러닝’ 과목
을 개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강의 경험으로 볼 때, 많은 학생이 한 학기
내내 한 과목만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 때마다 읽어야 하는 책의 양이 많
아지면 과목 자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거나 공부하지 않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
다. 그리고 가르치는 처지에서도 부담이 커져 제대로 된 강의를 하기 힘들 때가 있
습니다. 따라서 한 학기 동안 사용하는 교재로서 깊게 고민하여 현재의 구성을 하
게 된 것입니다. 총 16장으로 구성하고, 각 장은 30페이지를 넘기지 않으면서 6~7
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총 18주의 시간이 주어지는 대학원생인 경우는
연습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는 2주를 제외하고 약 16주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
한 것입니다. 물론, 학부생의 경우는 앞의 10개 장의 내용을 주로 보면 되기 때문
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이 책의 범위나 내용의 깊이에 대해
취사선택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나
‘초급부터 고급까지 망라한’ 내용에 대해 너무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머신
러닝 영역은 발전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책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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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1,000페이지는 훌쩍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교
과서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은 입문용 교과서입니다.

필자가 생각할 때 입문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 개념에 대해 제대로 이해
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생소한 곳에 가서 지도를
펼치고 산, 강, 그리고 자신의 위치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 구체적으로 관심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 탐색하는 것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당연히 ‘넓으
면서도 깊은’ 내용을 학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시간적 제약 때문에 우리는 절
충을 해야 합니다. 입문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아는 것보다 개괄적인 내
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지면적인 제약 속에서도 독자들
이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주요 목적은 독자들에게 ‘초급 지도’를 제공해 초급자들이 올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초급
지도’가 다루는 내용은 여타의 영문 서적과 비교했을 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머신러닝에는 여러 학파가 존재하고, 각 학파의 시각에서 다른 학파의 내용을 설
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고급 단계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되지만, 입문 단계에서는 각 주장에 대해 있
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파를 완전히
‘압도’하는 절대적인 이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 너무 일찍 어떤 일정 학파의
관점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이후 넓은 시야를 갖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주장을 실었으며, 몇몇 부분에서만 간략
하게 관련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혹시 독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낀다
면, 그것은 아마도 필자가 느끼기에 입문 단계에서 알아야 할 정도는 이미 다 설명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외에도 머신러닝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아
직 학계에서 공론을 형성하지 못한 내용에 관해서는 입문용 교재에 담기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문의 첨단 내용과 너무 동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간단하게나마 초기의 컨센서스consensus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xx

이 책의 사용법

세 번째로, 이 책은 고학년 이공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최신 논문이나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가 되는 지식을 습득해
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독자가 이 책을 통해 머신러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자는
최소한의 수학적 지식만을 사용해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했습니다. 만약 독자 중에
이 책에 나오는 수학적 내용이 비교적 깊어 보이고 머신러닝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
의 이해만을 원한다면, 세부적인 부분은 건너뛰고 개관만 파악해도 됩니다. 그 외
의 경우에는 관련 있는 기초 지식 부분을 조금 복습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학습하
기를 권장합니다. 지면 제약으로 인해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서술할 수 없었는데, 공
식 유도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외
에는 이공계 고학년 대학생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
하여 상세한 유도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물론, 입문용 교재 한 권으로 머신러닝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
지만 머신러닝에 흥미를 느낀 독자들은 각 장의 참고문헌을 통해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양질의 정보
를 얻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머신러닝의 어떤 ‘키워드’를 찾을지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다면 원하는 정보를 찾기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정보 검색 능력은, 특히
이공계 대학생들이 반드시 보유해야 할 스킬 중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제공하는
‘지형 지도’를 활용해 독자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책은 반복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머신러닝 입문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신러닝이
여러 알고리즘(방법)이 누적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10대 알고리즘’
혹은 ‘20대 알고리즘’에 익숙하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초
점이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알고리즘 공식과 코드 구현에 맞춰집니다. 하지만 실제
응용 단계에서 잘 되지 않음을 발견하고는 머신러닝 자체에 대해 실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문제의 특징을 파악해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이나 스킬이 통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은 ‘죽
어 있고’, 생각이야말로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연구를 할
때나 실제 응용에서 사용할 때 모두, 알고리즘 배후의 아이디어 맥락을 잘 파악해

이 책의 사용법

xxi

야 머신러닝에 대한 조예가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제한된 지면을 통해
서라도 독자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싶지 단순히 공식을 유
도하고 외우기만 하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더불어, 이 책 구석구석에는 필자가
다년간 연구하고 실험하며 깨달은 바를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일언반구에 불과하
지만 고급 수준의 독자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정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유도 공식이나 코드 구현 방법을 알고 싶은 독자라면
이 책은 적절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단순 머신러닝 알고리즘 ‘모음집’을
원한다면 인터넷에서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는 것이 더 편리할 것입니다.
필자는 식견도 없고 학문도 깊지 못해 머신러닝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입니다. 특히, 여러 번의 재인쇄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된 곳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
는 부분에 대한 수정을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
서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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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주현(SK)
전체적인 머신러닝 이론을 명료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이론 설명 시 수식을 가능한
적게 사용하려다 보니 중간에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코딩을 통해 직접 결과
를 확인하는 실습 책이 아니기 때문에 입문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
러나 처음 두 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들은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고, 또한 전체
내용이 매우 체계적입니다. 따라서 머신러닝 이론을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
게는 매우 훌륭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성(스캐터랩)
이 책은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머신러닝 기법의 개념과 원리를 매
우 탄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입문자와 실무자 모두가 기
본을 다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신러닝 리서처/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
면서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빈 구멍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념과 원리가 탄탄한 책이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김준호(NCSOFT)
직관적인 설명과 코드 등을 통해 머신러닝을 알고 싶은 분들보다는 머신러닝의 전
반적인 개념을 수식과 함께 이론적으로 깊이 파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책입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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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우(창원대학교)
학부 수업으로 머신러닝을 막 끝낸 상태에서 복습하는 느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모델을 직접 사용해 보는 실습 중심의 책이 아니라 이론 중심의 책이기 때문에 무
지한 상태의 학부생이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을 갖추고 책을 읽는 것이 좋고, 책을 통해 습득한 이론적인 내용을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실습 예제나 강의를 통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학습할
것을 권장합니다.

박태현(삼성전자)
이 책을 읽게 될 많은 학생들에게 미리 응원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화이팅! 중국어
를 번역해서 그런지 일부 용어가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표기된 것들
이 보이는데, 바로잡은 후에 출간되기를 바랍니다. 대학교나 대학원의 교재로, 혹
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복습용 서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성대현(민앤지)
중국에서는 머신러닝을 어떻게 소개하고 정리하였는지가 궁금하여 베타리딩을 신
청하였습니다.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머신러닝에 대한
학계의 정리된 의견이 잘 녹아 있어서 머신러닝의 전반적인 이론을 빠르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베타리딩을 마치고 난 후에 중화권의 IT 용어 사전을 깃헙에
정리하여 공유할 생각을 하게 된 것도 큰 소득이었습니다.

송근(네이버)
이 책을 보다 보면 수많은 참고 문서의 요약본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핵심 부분만
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잘 정리된 노트와 핵심 문제들로 구성된 족
보 같은 느낌입니다. 한편, 제법 많은 수식에 겁을 먹을 수도 있으나 두고두고 읽다
보면 머신러닝 이론과 알고리즘의 기본이 되는 수학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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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혁(현대모비스)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론뿐만 아니라 내부 처리 로직까
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아쉬웠지만(이에
대한 이유를 저자의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지만), 알고리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정해(베스핀글로벌)
대학교에서 쓰일 수 있는 교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
되었다는 인공지능 서적에 걸맞게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에 대
한 기본 지식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책입니다. 기본적인 수학 지식을 갖춘 후에 본다
면 탄탄한 이론적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욱재(스캐터랩)
정말 교과서처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연습문제의 퀄리티조차도 일반적인 책들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머신러닝을 배울 때 필요한 대부분의 지식을 하나의 책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관심 있는 최신 기법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 정
말 좋았습니다. ‘프루닝(가지치기)’이 나올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최근 모델 경량화
와 관련하여 보고 있던 논문 주제였는데, 특히 이번 책은 번역 오류도 정말 적은
것 같아 기분 좋게 베타리딩을 하였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xxv

주요 기호표

x

스칼라

x

벡터

x

변수 집합

A

행렬

I

단위 행렬

X

샘플 공간 혹은 상태 공간

D

확률 분포

D

데이터 샘플(데이터 세트)

H

가설 공간

H

가설 집합

𝕷

학습 알고리즘

(· , · , ·)

행 벡터

(· ; · ; ·)

열 벡터

(·)T

벡터 혹은 행렬 전치

{· · ·}

집합

|{ · · · }|

집합 { · · · }의 원소 개수

‖ · ‖p

Lp 노름, p 생략 시 L2 노름을 뜻함

P(·), P(· | ·) 확률질량 함수, 조건부 확률질량 함수
p (·), p (· | ·)

확률밀도 함수, 조건부 확률밀도 함수

E . ∼D[f (·)] · 가 분포 D에 속할 때 함수 f (·)의 수학적 기댓값; 상하 문맥에 따라
D와(혹은) · 를 생략할 수 있음
sup(·)
(·)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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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upper bound
지시 함수, · 이 진실 혹은 거짓일 때 각각 1, 0의 값을 취함
부호 함수, · 이 <0, =0, >0일 때 각각 −1, 0, 1의 값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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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서론

들어가며
기말고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전에 내린 비 때문에 살짝 젖은 거리 위
에서 살랑바람을 맞으며 하늘의 노을을 바라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평소 자주 가던 과일가게에 들러 자연스럽게 줄이 선
명한 수박을 찾아 두드려 봅니다. 청명한 소리가 나는 수박 한 통을 골라 꼭지가
말려있는지 확인한 후, 껍질이 얇고 속이 꽉 찬 수박을 골랐다는 기쁜 확신과 함께
계산대로 향합니다.
모든 독자가 이 책을 읽은 후에 이와 같은 만족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
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 학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단락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
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왜 비가 내린 뒤 청명한 하늘에서 보이는 노
을, 불어오는 살랑바람을 통해 내일 날씨가 맑으리라 판단할까요? 이는 우리가 생
활 중에 이미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러한 특징을 보
이는 날의 다음 날이 날씨가 좋았던 적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왜 줄이 선명하고,
꼭지가 말려 있고, 두드렸을 때 소리가 맑은 수박을 잘 익은 수박이라 판단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수박 중 맛있었던 수박의 특징이 이와 같거나 비
슷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

이처럼 경험을 활용하여 판단하고 예측하는 방법은 인류 스스로 터득하고 체득한
방법입니다. 컴퓨터가 이러한 일을 도울 수 있을까요?
[Mitchell, 1997]은 비교적 형식
화된 정의를 했다. P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임무 T의 성
능을 측정했다고 가정하고, 만
약 프로그램이 경험 E를 통해
T에서 성능개선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P와 T에 관해 해당 프
로그램이 E에 대해 학습했다
고 말한다.

머신러닝은 컴퓨터(머신)라는 도구로 경험을 활용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경험은 데이터라는
형식으로 존재하고, 따라서 머신러닝이 연구하는 주요 내용은 학습 알고리즘
learning algorithm,

즉 컴퓨터를 활용해 데이터에서 하나의 모델model을 만들어내는 알

고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알고리즘이 있으면 우리는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해당 데이터에 기반을 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상황에 대면했을 때(예를 들어, 자르지 않은 수박을 보았을 때) 모델은 우리에게 이에
상응하는 판단(혹은 결과)을 제공합니다(잘 익었는지 여부). 만약 컴퓨터 과학이 알
고리즘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이와 비슷하게 머신러닝은 학습 알고리즘을 연구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Hand et al., 2001]이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결과를 뜻합니다. 어떠한 문헌
에서 ‘모델’은 전반적인 결과global results(예를 들어 ‘하나의 결정 트리’)라는 뜻과 국부
성 결과local results(예를 들어 ‘하나의 규칙’)라는 뜻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1.2

머신러닝의 기본 용어
머신러닝을 진행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만약 수박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했
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색깔 = 청록; 꼭지 모양 = 말림; 소리 = 혼탁함), (색깔 = 진녹색; 꼭지 모양 =
약간 말림; 소리 = 둔탁함), (색깔 = 연녹색; 꼭지 모양 = 곧음; 소리 = 맑음), ...,
즉, 각 괄호 안에 하나의 수박에 대한 기록이 있고, ‘ = ’의 의미는 ‘값을 가진다’라
고 정합니다.

가끔 하나의 데이터 세트를 ‘샘플’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세트도 샘플 공간에서 하나

이러한 기록들의 집합을 하나의 데이터 세트data set라 하고, 각 기록

의 샘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뒤 문맥

은 하나의 사물 혹은 대상(본 예제에서는 수박)에 대한 묘사이고, 이를

을 바탕으로 ‘샘플’이 단일 인스턴스를 뜻하는지, 아
니면 데이터 세트 전체를 뜻하는지 알 수 있다.

사례instance 혹은 샘플sample이라고 합니다. ‘색깔’, ‘꼭지 모양’, ‘소리’ 등

사물이나 대상의 특정 부분 혹은 성질을 반영하는 것을 속성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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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특성featur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록색, 진녹색, 연녹색 등 속성에 관하여 취
할 수 있는 값을 속성값attribute value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속성 공간attribute
space이라는

공간으로 확장하며, 확장된 공간은 샘플 공간sample space 혹은 입력 공

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색깔’, ‘꼭지 모양’, ‘소리’라는 속성을 3개의 좌
표로 나타내고 공간 위로 확장하여 수박에 대한 3D 좌표 공간으로 나타낸다면,
모든 수박은 이러한 공간 내에서 자신만의 좌표를 갖게 됩니다. 공간의 각 점은
모두 하나의 좌표 벡터coordinate vectors에 상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특성 벡터
feature vector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D = {x 1, x 2, . . . , x m}와 같은 식으로 m개의 샘플을 가진 데이터 세
트를 나타내고, 각 샘플은 d개의 속성으로 묘사됩니다(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한 수
박 데이터의 경우 3개의 속성을 사용). 그러므로 각 샘플 x i = (x i1; x i2; . . . ; x id)는 d

차원의 샘플 공간 X 위 하나의 벡터 x i ∈ X이고, x ij 는 j번째 속성 위에서의 x i 값
(세 번째 수박의 2번째 속성값은 ‘곧 음’)입니다. 여기서 d 는 샘플 x i 의 차원수
dimensionality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학습learning 혹은 훈련training이라고 합니
다. 이러한 과정은 어떠한 하나의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완성됩니다. 훈련 과
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라고 하며, 각 샘플은 훈련 샘플
훈련 샘플은 ‘훈련 인스턴스(training instance)’라고도 부른다.
역주

영문 뜻 그대로 하나의 사례(ins

training sample,

그리고 훈련 샘플의 집합을 훈련 세트training set라고 합니

다. 학습 모델은 데이터 속에 잠재된 어떠한 규칙에 대응하며, 이를 가설
부릅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규칙은 ‘진상’ 혹은 진실ground-

tance)를 뜻하며, 하나의 샘플도 결국 하
나의 사례를 뜻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원문에서는 인스턴스와 샘플

hypothesis이라고

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최대한 샘
플로 통일해 설명하고자 한다.

표로 합니다. 다시 말해, 학습의 목표는 데이터를 통해 가설을 세우고 잠재

truth이라고

하며, 학습 과정은 모두 진상을 찾거나 가까이 가기 위함을 목

되어 있는 규칙을 찾아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책에서 모델을
학습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파라미터
설정이 필요한데, 서로 다른 파라미터값
과 (혹은) 훈련 데이터를 사용함에 따라
다른 결과를 생성한다.
역주 파라미터는 모델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변수다.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모델 외적으로 존재하는
하이퍼 파라미터(hyper-parameter)와 다
르다.

학습기learner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학습 알고리즘의 데이터와 파라미터 공

간에서의 예시화instantiation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박을 잘라보지 않고 잘 익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 앞서 언급한 샘플 데이터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prediction을 위한 모델은 ‘(색깔 = 청록; 꼭지 모양 = 말림; 소리 = 맑음;

잘 익은 수박)’처럼 훈련 샘플에 대한 ‘결과’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2 머신러닝의 기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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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은 라벨 또는 레이블이라
고 부른다. 이는 영문에서 명
사일 수도 있고 동사를 뜻할
수도 있다.
레이블을 대상의 일부로 본다
면, ‘인스턴스’는 ‘샘플’이라고 부
를 수 있다.

‘잘 익은 수박’처럼 결과를 나타내는 정보를 레이블label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x i , y i) 같은 형식으로 i번째 샘플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y i ∈ Y는 x i의 레이블이
고, Y는 레이블 공간label space 또는 ‘출력 공간’이라 부르고 모든 레이블의 집합을
뜻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측하려는 값이 ‘잘 익은 수박’, ‘덜 익은 수박’ 같은 이산값discrete
value일

경우, 이러한 학습 문제를 분류classification 문제라 합니다. 만약 예측하려는

값이 ‘0.95, 0.37처럼 정량적으로 나타나는 수박의 당도’ 같은 연속값일 경우, 우리
는 이러한 학습 문제를 회귀regression라 부릅니다. 만약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는
머신러닝에서 말하는 ‘양

이진 분류binary classification 문제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양성 클래스positive class와 음

성’, ‘음성’은 풀고자 하는 문제
에 따라 다르다. 절대적인 긍정

성 클래스negative class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개 이상의 분류가 필요

이나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암환자 식

하다면 이는 다항 분류multi-class classification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측이란

역주

별’ 문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
임에도 ‘암에 걸림’이 양성 샘
플이 된다.

훈련 세트 {(x 1, y 1), (x 2, y 2), . . . , (x m , y m)}에 대해 학습하여 입력 공간 X에서
출력 공간인 Y를 투영하는 식 f : X ↦ Y를 찾는 것입니다. 이진 분류 문제의 경
우, Y = {−1, +1} 또는 {0, 1}; 다항 문제의 경우 |Y| > 2; 회귀 문제의 경우 Y
= R (R은 실수)로 정의합니다.
학습을 통해 모델을 만든 후, 해당 모델을 활용하여 예측하는 과정을 검증testing이

‘테스트 인스턴스(test instance)’
라고도 부른다.

라 하고, 이때 사용되는 샘플을 테스트 샘플testing sample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 후 모델 ƒ 를 얻어 샘플 x에 대해 예측하고자 한다면, y = ƒ (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박의 종류에 대해 클러스터링clustering, 군집화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훈
련 세트의 수박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은 하나의 클러스터cluster, 군집
가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형성된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내에 잠재되어 있는 어떠
한 패턴에 대응하여 형성됩니다. 예를 들면, ‘청록색 수박’, ‘옅은 색 수박’, 심지어
‘외래종’, ‘토종’처럼 말이죠. 이러한 학습 과정은 우리가 데이터에 잠재된 규칙을 발
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이블 정보는
클러스터가 되어버린다. 예외
상황도 있는데, 13.6절을 참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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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클러스터링 학습 중에서 ‘옅은 색 수박’, ‘외래
종’ 등의 개념은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던 것이고, 학습 과정에 레이블 데이
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훈련 데이터가 레이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는 학습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앞서 살펴본 분류와 회귀는 전형적인 지도 학습법이고,

클러스터링은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법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보지 못한
인스턴스(unseen instance)’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계 학습의 목표는 학습된 모델을 새로운 샘플에 적용하는 것
이지 훈련 세트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클러스터링 같은
비지도 학습법에서도 우리는 모델이 훈련 세트 외의 데이터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길 기대합니다. 학습된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되고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을 우리는 일반화generalization 능력이라 부릅니다. 일반화 능력, 즉 범용성을 갖춘
모델은 비록 무한한 샘플 공간의 일부 데이터를 활용해 훈련했다 하더라도 전체적

현실 문제에서 샘플 공간의 규
모는 매우 크다. 예를 들어, 20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각
속성이 10개의 서로 다른 값을
취할 수 있다면 샘플 공간의 규
모는 1020이 된다.

인 샘플 공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화 능
력이 없는 모델이라면 새로운 데이터 샘플에 적용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
한 샘플 공간의 모든 샘플이 미지의 분포 D를 보인다고 가정합니다. 우리가 얻는
샘플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이러한 분포에서 채집한 것이고, 우리는 이를 독립항등
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i.d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훈련 샘플의

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분포 D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고, 이는 학습을 통해 얻는
모델의 범용성을 강화합니다.

1.3

가설 공간
귀납과 연역은 과학 추론의 두 가지 기본 수단입니다. 전자는 ‘특수’에서 ‘일반’으로
일반화generalization하는 과정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성을 가진 규칙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후자는 ‘일반’에서 ‘특수’로 특화specialization하는 과정이며, 기초 원
리로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추론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적 공리axiom
시스템에서 공리와 추론 규칙에 기반을 두고 이에 일치하는 수학적 정리theorem를
유도하는 것이 연역이고, 샘플을 통해 학습하는 것은 명백한 귀납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귀납 학습inductive learning이라고도 부릅니다.
귀납 학습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의 귀납 학
습은 샘플을 통해 배우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의 귀납 학습이란 훈련 데이터에

1. 3 가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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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념concept을 배울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개념 학습’ 혹은 ‘개념 형성’이라고
도 부릅니다. 개념 학습 기술은 현재 연구되거나 응용되는 것이 비교적 많지 않습
니다. 왜냐하면 일반화 성능이 좋으면서 의미 또한 명확한(해석력이 좋은) 개념을 학
습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술은 대부
분 블랙박스 모델입니다. 그러나 개념 학습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머신러닝의 기초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개념 학습 중에서 가장 기초는 부울Boolean 개념 학습입니다. 즉, ‘예’나 ‘아니오’ 같
은 표현을 0/1 불리언값을 가진 목표 개념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
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훈련 데이터 세트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표 1.1

수박 데이터 세트

인덱스

색깔

꼭지

소리

잘 익은 수박

1

청록색

말림

혼탁함

예

2

진녹색

말림

혼탁함

예

3

청록색

곧음

맑음

아니오

4

진녹색

약간 말림

둔탁함

아니오

여기서 학습의 목표는 ‘잘 익은 수박’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단 ‘잘 익은 수박’
은 ‘색깔’, ‘꼭지 모양’, ‘소리’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정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꿔 말
하면, 어떤 수박의 위 세 가지 속성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해당 수박이 잘
익은 수박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
는 것은 ‘잘 익은 수박은 어떠한 색깔, 어떠한 꼭지 모양, 어떠한 소리를 가진 수박’과
같은 일종의 개념입니다. 불리언식으로 표현한다면 ‘잘 익은 수박 ↔ (색깔 = ?) ∧
더 일반적인 상황은 다음을 고
려하는 것이다.
(A∧B)∨(C ∧D)

(꼭지 모양 = ?) ∧ (소리 = ?)’이고, 여기서 ‘?’는 확정되지 않은 값을 뜻합니다. 우
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표 1.1의 훈련 데이터 세트를 통한 학습으로 ‘?’를 찾는 것입
니다.
어떤 독자들은 어떤 수박이 잘 익은 수박인지는 ‘이미 답이 표에 나와 있는 것 아
닌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우리가 확인해 본

훈련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

수박들입니다. 우리의 학습 목표가 ‘일반화’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즉, 훈련

이 소위 말하는 ‘머신러닝’이다
[Cohen and Feigenbaum]. 혹은
‘암기식 학습’이라고도 부른다.

데이터 세트의 학습을 통해 새로 만날 수박에 대해 판단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1.5절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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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야 합니다. 만약 훈련 데이터의 특성들을 ‘기억’하고 후에 같은 특성을 가진 수

박을 만난다면, 해당 수박에 대한 판단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보지 못했던 특성을 가진 수박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학습 과정을 모든 가설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탐색 목표는 훈련 데이터 세트와 가장 잘 맞는fit 가설을 찾는 것이고,
앞의 예에서는 훈련 데이터 세트의 수박들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가설을 뜻합
니다. 가설의 표현이 정해지면, 가설 공간과 규모도 함께 정해집니다. 앞의 예에서는
가설 공간이 ‘(색깔 = ?) ∧ (꼭지 모양 = ?) ∧ (소리 = ?)’를 취할 수 있는 값들로
형성된 가설들로 구성됩니다. 색깔은 ‘청록색’, ‘진녹색’, ‘연녹색’ 세 가지의 취할 수
있는 값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색깔’이 어떤 값을 취하든지 상
관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 ∗ ’로 표현하고 ‘잘 익은 수박 ↔ (색깔 = ∗) ∧
(꼭지 = 말림) ∧ (소리 = 혼탁함)’과 같이 나타내며, ‘수박이 말린 모양의 꼭지를
가지고 혼탁한 소리가 난다면 색깔에 관계없이 잘 익은 수박이다’라는 뜻이 됩니
여기서 우리는 훈련 샘플이 노

다. 이외에도 극단적인 가정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익은 수박’이

이즈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록색

란 개념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즉 세상에 ‘잘 익은 수박’ 따위는 없다는 것

이 아닌’과 같은 상황은 고려하
지 않는다.

이 됩니다. 우리는 𝜙 기호를 사용해서 이러한 가설을 표현합니다. 만약 ‘색깔’, ‘꼭지
모양’, ‘소리’가 취할 수 있는 값이 각각 세 가지라면, 우리가 마주하는 가설 공간의
크기는 4 × 4 × 4 + 1 = 65가 됩니다. 그림 1.1에서 직관적으로 수박 문제의 가
설 공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색깔 = ∗ ; 꼭지 = ∗ ; 소리 = ∗)
(색깔 = 청록색 ; 꼭지 = ∗ ; 소리 = ∗)
(색깔 = 청록색 ; 꼭지 = 말림 ; 소리 = ∗)
(색깔 = 청록색 ; 꼭지 = 말림 ; 소리 = 혼탁함)

그림 1.1
가능한 선택지는 많다. 예를
들어, 상향식과 하향식을 동시

(색깔 = 진녹색 ; 꼭지 = ∗ ; 소리 = ∗)

(색깔 = 진녹색 ; 꼭지 = 곧음 ; 소리 = ∗)

......

......

(색깔 = 진녹색 ; 꼭지 = 말림 ; 소리 = 둔탁함)

......

수박 문제의 가설 공간

많은 전략을 사용해서 이 가설 공간에 대해 탐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에 진행할 수도 있고, 양성 샘

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일반에서 특수로), 혹은 아래에서부터 위로(특수에서 일반으

플과 일치하지 않는 가설만을
제거하는 방법 등도 있다.

로) 탐색할 수 있고, 탐색 과정에서 많은 가설을 지워가며 최종적으로 훈련 데이터

세트와 일치하는(즉, 모든 훈련 샘플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학습을 통해 얻는 결과입니다.
1. 3 가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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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점은 현실 문제에서는 자주 매우 큰 가설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
만 학습 과정은 한정적인 훈련 데이터들로만 진행됩니다. 따라서 많은 가설이 훈련
데이터 세트와 일치할 수 있고, 훈련 데이터 세트와 일치하는 ‘가설들의 집합’이 존
재하게 됩니다. 이를 버전 공간version space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앞의 예제에
서 표 1.1 훈련 데이터 세트에 상응하는 버전 공간은 그림 1.2와 같습니다.
(색깔 = ∗ ; 꼭지 = 말림 ; 소리 = ∗)

(색깔 = ∗ ; 꼭지 = ∗ ; 소리 = 혼탁함)

(색깔 = ∗ ; 꼭지 = 말림 ; 소리 = 혼탁함)

그림 1.2

1.4

수박 문제의 버전 공간

귀납적 편향
학습을 통해 얻은 모델은 가설 공간 중에서 하나의 가설에 대응합니다. 따라서 그
림 1.2의 수박 버전 공간은 한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현재 훈련 데이터 세트와 일치
하는 가설이 3개 있는데, 이들이 대응하는 모델이 새로운 샘플을 만났을 때 서로 다
른 출력을 생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수확해 온 (색깔 = 청록색;
꼭지 = 말림; 소리 = 둔탁함) 특성들을 가진 수박에 ‘잘 익은 수박 ↔ (색깔 = ∗)
∧ (꼭지 = 말림) ∧ (소리 = ∗)’이란 가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면, 해당 수박은 잘
익은 수박으로 판별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두 개의 가설을 적용한다면 결
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델(혹은 가설)을 사용해야 할까요?
만약 표 1.1에 훈련 샘플들만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가설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가설인지 판단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학습 알고리즘은 반드시
하나의 모델을 생성해 내야 합니다. 이때 학습 알고리즘 본연의 ‘편향’이 중요하게 작

‘최대한 특수하게’라는 뜻은
‘활용 가능한 상황이 매우 적
다는 것’을 뜻하고, ‘최대한 일
반적’이라는 것은 ‘활용 가능
한 상황이 최대한 많은 것’을
뜻한다.

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알고리즘이 ‘최대한 특수한’ 모델을 좋아한다면, ‘잘 익
은 수박 ↔ (색깔 = ∗) ∧ (꼭지 = 말림) ∧ (소리 = 혼탁함)’이라는 가설을 적용할 것
입니다. 그러나 알고리즘이 ‘일반적인’ 모델을 좋아한다면, 그리고 어떤 원인에 의해
꼭지 모양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잘 익은 수박 ↔ (색깔 = ∗) ∧ (꼭지 = 말림) ∧
(소리 = ∗)’ 가설을 적용할 것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학습 과정에서 특정한 유
형의 가설에 대한 편향을 귀납적 편향inductive bias 혹은 편향bias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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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를 중점으로 볼 것인지, 소리를 중점
으로 볼 것인지 문제는 일종의 속성 선택
문제다. 혹은 특징 선택(feature selection)
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머신러닝에서의 특징 선택은 여전히 훈련

모든 유효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귀납적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설 공간 훈련 데이터상의 ‘효과가 같아 보이는’ 비슷한 가설들 사
이에서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확실한 학습 결과를 생성해 낼 수도 없습

샘플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징 선택을 통해

니다. 만약 편향이 없다면 앞에서 본 수박 학습 알고리즘이 생성한 모델은

‘꼭지’를 기반으로 수박을 선택한 것이 아

매번 예측할 때마다 ‘효과가 같아 보이는’ 가설들에 대해 임의로 선택해야

니라, 일종의 전문영역 지식을 통해 ‘꼭지’
를 기반으로 수박을 선택한 것이다. 특징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수박에 대해서 모델이 다른

선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11장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큰 의미가 없는 모델이 되어버릴 것
입니다.
y
B

A

x
그림 1.3

유한 샘플 훈련 세트와 일치하는 다수의 곡선이 존재함

귀납적 편향의 작용은 그림 1.3에 있는 회귀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x, y)은 각 훈련 샘플을 나타내며, 학습 목표는 훈련 데이터와
일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훈련 샘플 포인트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곡
선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적인 샘플들로 구성된 훈련 데이터에는 이
와 일치하는 많은 곡선이 존재합니다. 이때 학습 알고리즘은 반드시 어떤 편향을
가지고 있어야만 ‘정확’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비슷한 샘플들은 비슷한 출력값을 가져야 한다고 여긴다면(

각종 속성이 비슷

한 수박은 익은 정도가 비슷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는 학습 알고리즘은 그림 1.3에 비

교적 ‘평활’한 곡선 A를 ‘구불구불’한 곡선 B보다 선호할 편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납적 편향은 학습 알고리즘이 방대한 가설 공간에서 가설들을 선택할 때 가지
는 휴리스틱 방법, 혹은 ‘가치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향에 대
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은 자연과학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즉,

1.4 귀납적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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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수의 가설이 관측된 것과 일치한다면, 가장 간단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
는 원칙입니다. 만약 이 원칙을 적용하고 ‘더 평활함’이 ‘더 간단함’을 뜻한다고 가
정한다면(곡선 A는 더 쉬운 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A의 방정식은 y = −x 2 + 6x + 1이
지만 곡선 B의 방정식은 매우 복잡할 것이기 때문) 그림 1.3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

활’한 곡선 A에 대한 편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컴의 면도날이 유일한 원칙은 아닙니다. 조금 양보해서 오컴의 면도날 법
칙이 완벽한 원칙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
야 합니다. 오컴의 면도날 법칙을 사용하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익숙한 수박 분류 문제에서 가설 1과 가설 2 중 어떤 것이 더 ‘간단한’ 것인
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메커니즘의 도움 없이는 쉽게 해
결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귀납적 편향은 학습 알고리즘이 내놓은 ‘어떤 모델이 더 좋은가’에 관한 가
설에 대응합니다. 현실의 문제 중에서 이 가설의 성립 여부는, 즉 알고리즘의 귀납
적 편향이 문제와 얼마나 잘 맞는지fit는 대부분의 경우 알고리즘이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그림 1.3을 봅시다. 학습 알고리즘 𝕷a가 어떠한 귀납적 편향에 의해 곡선 A를
선택한 모델을 생성했고, 반대로 학습 알고리즘 𝕷b 는 어떠한 귀납적 편향에 의해
역주

평활화(smoothing)는 노

이즈 제거에 많이 사용되는 기
법이다.

곡선 B를 선택한 모델을 생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앞서 논의했던 평활한 곡선이
의미하는 ‘단순함’ 때문에 알고리즘 𝕷a가 알고리즘 𝕷b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할 것
입니다. 그림 1.4 (a)를 보면 B와 비교했을 때 A가 훈련 데이터 외의 샘플들과 더
일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A의 일반화 성능이 B보다 뛰어난 것입
니다.

y

y
B

B

A

A

x
( a ) A가 B보다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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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x
( b ) B가 A 보다 좋음

공짜 점심은 없다(‘ ’ 훈련 샘플, ‘ ’ 테스트 샘플)

하지만 잠시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𝕷a가 𝕷b보다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림 1.4에서 (b)와 같은 경우가 나온다면, A와 비교했을 때 B가 훈련
세트 외의 샘플들과 더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는 자주 발생합니다. 바꿔 말하면, 알고리즘 𝕷a가 어떤 문제
에서 알고리즘 𝕷b 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에서는 알고리즘 𝕷b가 알고리
즘 𝕷a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결론은 모든
알고리즘에 대해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책 후반부에 소개할 멋진
알고리즘 𝕷a 와 ‘무작위 찍기’ 알고리즘인 𝕷b에도 적용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매우 기초적인 수학지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논의를 간략히 하기 위해 가설 공간 X와 가설 공간 H는 모두 이

‘수학 울렁증’이 있는 독자들은 이 부분을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 좋다. 한 가지 믿어야 할 것은 이 복잡해 보이

산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P(h|X, 𝕷a)으로 훈련 데이터 X에 기

는 식들이 성립하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대학교 저학년 수준의 선형대수학, 미적분만 알고
있어도 이해하는 데 아주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책에
역주

수식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수학적 기초가 탄탄하다면
글보다 오히려 수식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간결하기 때
문이다. 저자의 주석대로 수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냥 성립할 것으로 믿고 넘어가도 좋다.

반해 알고리즘 𝕷a가 생성한 가설 h의 확률을 나타내고, f를 우리
가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 함수라고 나타냅니다. A의 ‘훈련 데이터
외의 오차’, 즉 𝕷a가 훈련 데이터 외의 샘플상에 갖는 오차는 식
1.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1.1

여기서 ( · )는 지시 함수indicator function이고 · 가 진실이면 1, 거짓이면 0의 값을 가
집니다.
이진 분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만약 목표 함수가 모든 함수 X ↦ {0, 1}이 될
수 있다면, 함수 공간은 {0, 1}|X|가 될 것입니다. 균등 분포에 따라 모든 가능한 f
의 오차에 대한 합을 구하면 다음 식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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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가 균등 분포라면, x에 대한
f 의 예측은 절반의 확률로
h (x)와 일치하지 않는다.

식 1.2

식 1.2는 총오차가 학습 알고리즘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학습
알고리즘 𝕷a 와 𝕷b에 대해서 식 1.3을 얻습니다.
식 1.3

엄격한 NFL 정리 증명은 여기
서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
하다.

이는 곧 학습 알고리즘 𝕷a가 얼마나 똑똑하고 알고리즘 𝕷b가 얼마나 멍청하건 그
들의 기대 성능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짜 점심은 없다’ 정리입
니다No Free Lunch Theorem, NFL[Wolpert, 1996; Wolpert and Macready, 1995].
혹시나 위 설명이 독자들의 머신러닝에 대한 열정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모든 학습 알고리즘의 기대 성능이 소위 ‘찍기’ 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
다면, ‘머신러닝을 배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NFL 정리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
든 ‘문제’가 출현하는 기회가 같거나, 모든 문제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해결하려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하나의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때 이 해결 방안이 다른 문제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큰 관심을 두진 않습니
다. 예를 들어, A 지점을 강남역, B 지점을 판교역으로 두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
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한다면,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수단이 A 지점이 강남역, B 지점이 부산역
으로 가정한 다른 문제에 적용했을 때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해서 우리는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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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위에서 언급한 NFL 정리의 간단한 논의 과정 중에 f 의 균등 분포를 가정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익숙
한 수박 분류 문제로 돌아와 {가설 1: 잘 익은 수박 ↔ (색깔 = ∗) ∧ (꼭지 = 말
림) ∧ (소리 = 혼탁함)}과 {가설 2: 잘 익은 수박 ↔ (색깔 = ∗) ∧ (꼭지 = 곧음)
∧ (소리 = 맑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NFL 정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
설 모두 동등하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예제를 쉽게 생각할 수는 있
역주

저자가 사는 곳에서는 줄

무늬가 진하고, 꼭지가 말려있

습니다. 잘 익은 수박 (색깔 = 청록색; 꼭지 모양 = 말림; 소리 = 혼탁)에 대해서

고, 소리가 ‘혼탁’한 수박을 고

는 가설 1이 더 좋고, 잘 익은 수박 (색깔 = 진녹색; 꼭지 모양 = 곧음; 소리 = 맑

르는 것이 맛있는 수박을 고르
는 비법이라 전해지는 듯하다.

음)에 대해서는 가설 2가 더 좋습니다. 이 예제만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지만, 주의

본인의 직관과 다소 다르더라도
신경 쓰지 않길 바란다.

해야 할 점은 (꼭지 모양 = 말림; 소리 = 혼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잘 익은 수
박은 쉽게 볼 수 있지만, (꼭지 모양 = 곧음; 소리 = 맑음) 조건을 만족하는 잘 익
은 수박은 쉽게 볼 수 없거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NFL 정리의 가장 큰 교훈은 구체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학습 알고리즘
이 가장 좋은가?’라는 논의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
면, 모든 잠재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모든 학습 알고리즘이 동등하게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고리즘의 좋고 나쁨을 비교해야 한다면 특정하고 구체적인 학
습 문제에 대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학습 알고리즘이 다른 문제에서는 생각만큼 좋지 못하다면, 학습 알고리즘 본연의
귀납적 편향과 문제가 잘 맞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1.5

발전 과정
머신러닝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연구가 일정 단계까지 발전하며 얻은 필연적
인 산물과도 같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인공지능 연구는 ‘추론기’
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기계에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더하면 지
능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나온 대표적인 작업물들은
A. Newell앨런 뉴얼과 H. Simon하버트 사이먼의 논리 이론가Logic Theorist 프로그램과
일반 문제 해결General Problem Solving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당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논리 이론가’ 프로그램은 1952년에 유명
한 수학자 Russel러셀과 Whitehead화이트헤드의 명저 《Principia Mathematica》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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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 정리를 증명했고, 1963년에는 52조에 달하는 모든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특
별히 정리 2.85는 Russel과 Whitehead보다 더 정밀하게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았
습니다. A. Newell과 H. Simon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975년에 튜링상을 수상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논리 추론 능력만으로는 인공지능
을 실현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E.A Feigenbaum파이겐바움 등 연
소위 말하는 ‘아는 것이 힘이다’
와 같다.

구자들은 기계가 지능을 가지려면 기계에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의해 1970년대 중반부터 인공지능 연구는 ‘지식기’에 진입하게 됩니
다. 이 시기에 대량의 전문가 시스템이 연구되었고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
뒀습니다. E.A Feigenbaum은 ‘전문가 시스템’의 아버지father of expert systems로 불리

1965년 파이겐바움이
세계 최초의 전문가 시스템
DENDRAL을 연구했다.

며 1994년에 튜링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시스템은 ‘지식 공학의 병목’
에 빠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 인간이 지식을 종합해 컴퓨터에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떤 학자들은 기계가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1950년 튜링이 작성한 〈Turing Test〉라는 논문에서 머신러닝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1950년대 초에 이미 A. Samuel사무엘의 유명한 다이아몬
드 게임 프로그램처럼 기계 학습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중후반부터

28쪽을 참조하라.

F. Rosenblatt로젠블랏의 퍼셉트론Perceptron, B. Widrow위드로의 에이다라인Adaline 등
으로 대표되는 연결주의 connectionism 학습이 모습 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60~70년대에는 논리 표현에 기반한 기호주의symbolism 학습 기술이 빠르게 발전
했습니다.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P. Winston윈스턴의 ‘구조 학습 시스템’, R. S.
Michalski미찰스키 등의 ‘논리에 기반한 귀납 학습 시스템’, E. B. Hunt헌트 등의 ‘개
념 학습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결정 이론을 기반에 둔 학습 기술과 강화 학습 기
술 등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N. J. Nilson닐슨의 ‘학습 머
신’ 등이 있습니다. 20년 후에 빛을 본 통계 학습 이론들은 대부분 이 시기의 성과
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 온 것들입니다.

IWML은 후에 국제 머신러닝
콘퍼런스 ICML로 발전한다.

1980년 여름,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제1회 머신러닝 연구 토론회IWML가 열렸습

니다. 같은 연도에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Information

Systems》는 세 번에 걸쳐 머신러닝 특집을 발간했습니다. 1983년에는 Tioga 출판
사에서 R. S. Michalski, J. G. Carbonell 카르보넬, T. Mitchell미첼이 편집한
《Machine Learn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Approach》[Michalski et al., 1983]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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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하며 당시 머신러닝 연구에 관한 총논평을 진행했습니다. 1986년에 첫 번째 머신
러닝 전문 저널인 《Machine Learning》이 창간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인공
지능 영역의 권위적인 저널인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머신러닝 특집을 출간하
며 당시에 비교적 활발했던 연구 결과들을 알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후에 J. G.
Carbonell이 총편집을 하고 MIT 출판사가 펴낸 《Machine Learning: Paradigms
and Methods》[Carbonell, 1990]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80년대는 머
신러닝이 하나의 독립적인 과학 영역으로 분리된 시기이며, 각종 머신러닝 기술이
발전하며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R. S. Michalski 등의 사람들[Michalski et al., 1983]은 머신러닝 연구를 ‘샘플을 통한
학습’, ‘문제 해결과 계획을 통한 학습’, ‘관찰과 발견을 통한 학습’, ‘명령을 통한 학
습’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E. A. Feigenaum 등은 유명한 저서 《The Handbook of
Artificial Intelligence》[Cohen and Feigenbaum, 1983]에서 머신러닝을 ‘기계론적 학습’,
‘교육 학습’, ‘유추analogy 학습’과 ‘귀납 학습’으로 분류했습니다. ‘기계론적 학습’은
‘주입식 암기 학습’이라고도 불립니다. 외부에서 입력된 정보를 모두 기록하고 필요
할 때 원본 정보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상 진정한 학습은 없고 보관된 정
보 속에서 검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육 학습’과 ‘유추 학습’은 R.S. Michalski
등의 사람들이 말한 ‘명령을 통한 학습’, ‘관찰과 발견을 통한 학습’과 비슷합니다.
‘귀납 학습’은 ‘샘플을 통한 학습’과 비슷하며, 훈련 샘플을 통해 학습 결과를 귀납
하는 것을 뜻합니다. 1980년대 이후 연구와 응용이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은 ‘샘플
을 통한 학습(넓은 의미에서의 귀납 학습)’입니다. 이는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등
대부분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 다루는 범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주요 기술의 발전 과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4장을 참조하라.

1980년대, ‘샘플을 통한 학습’의 주류는 의사결정 트리decision tree와 논리에 기반을
둔 학습을 포함하는 기호주의 학습이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의사결정 트리 학습

실질적으로 ILP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15장을 참조하라.

은 정보 이론에 기반하여 정보 이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인간
이 개념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트리 프로세스를 모방한 것입니다. 논리에 기반한 학
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귀납적 논리 프로그램 설계Inductive Logic Programming,
ILP가

있습니다. 이는 머신러닝과 논리 프로그램 설계의 교차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술어논리를 사용해 지식 표현을 진행하며 논리Prolog 표현식을 수정하고 확장하며
데이터에 대한 귀납을 완성합니다. 기호주의 학습이 주류를 점한 것은 인공지능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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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발전 과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인공지능은 ‘추론기’와 ‘지식기’를 거쳤습니다. ‘추론기’에서 사람들은 기호 지식 표현
에 기반을 둔 연역 추론 기술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식기’에서는 기호
지식 표현에 기반을 둔 도메인 지식을 이용해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고 큰 성과를 거
두었습니다. 따라서 ‘학습기’가 시작될 무렵, 기호 지식 표현은 자연스럽게 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머신러닝은 1980년대에 들어서 ‘지식 공학 병목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인공지능의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의사결정 트리 학습법은 간단
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가장 자주 사용하는 머신러닝 기술 중 하
나가 되었습니다. ILP는 아주 강력한 지식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
잡한 데이터 관계를 쉽게 표현할 수 있고, 도메인 지식도 논리 표현식을 통해 묘사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LP는 도메인 지식 보조 학습에 이용될 뿐 아니라, 도메인
지식에 대한 학습을 통해 정제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 능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가설 공간이 너무 크고 복잡도가 극도로 높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제 규모가 크다면 학습을 진행하기 힘들어집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저조해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샘플로부터의 학습’의 다른 주류 기술 중 하나는 신경망에
기반을 둔 연결주의 학습이었습니다. 연결주의 학습은 1950년대에 큰 발전을 거듭
했지만, 초기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기호 표현에 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예를 들
어, 튜링상을 수상한 H. Simon은 인공지능은 ‘지능 행위의 기호화 모델링’이라고
까지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연결주의에 대한 연구는 주류 인공지능 연구 범
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당시 연결주의는 튜링상을 수상한 M. Minsky민스키와
5장을 참조하라.

S. Papert페퍼트가 1969년에 지적한 것과 같이 (당시의) 신경망은 선형 분리밖에 할
수 없었고, 간단한 ‘이역(XOR)’ 문제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1983년 J.J Hopfield
홉필드가

신경망을 이용하여 여행 세일즈맨 문제Travel Salesman Problem라는 NP-hard

문제를 풀면서 큰 발전과 함께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86년
에는 D. E. Rumelhart루멜하트 등의 사람들이 유명한 BP 알고리즘을 발견해 내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호주의 학습이 명확한 개념표현을 생성해 내는 것과 다
르게, 연결주의 학습은 ‘블랙박스’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따라서 지식 획득의 관점
에서 본다면 연결주의 학습의 기술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BP와 같은 효
과적인 알고리즘 덕분에 많은 현실 응용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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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BP는 줄곧 가장 광범위한 응용을 자랑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가 되
었습니다. 연결주의 학습의 최대 한계는 ‘시행착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학습
과정에서 많은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하는데, 파라미터 설정에 대한 이론적인 가이
드가 부족하고 대부분은 수동으로 ‘파라미터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금 더 과장해
서 말하자면, 파라미터 조율상의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가 학습 결과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통계 학습statistical learning이 화려하게 등장하여 주류 무대를 휩쓸
6장을 참조하라.

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과 더 일반
적인 커널 기법kernel methods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연구는 1960~70년대에 이미 시
작되었는데, 《Statistical Learning Theory》[Vapnik, 1998]는 그 시기에 이미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V. N. Vapnik 바프닉은 1863년에 ‘서포트 벡터’ 개념을
제시했고, 그와 A. J. Chervonenkis 체르보넨키스는 1968년에 VC 차원이란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엔 구조적 위험 최소화 원칙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통계 학습은 머신러닝의 주류가 되기 시작했습
니다. 한편,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이 1990년대 초기에 처음 제시되고, 그 우
월성은 1990년대 중반에 와서야 텍스트 분류 응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주의 학습 기술의 한계성이 명확했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통계 학습
이론에 기반을 둔 통계 학습 기술로 돌리게 됩니다. 사실상 통계 학습과 연결주의

연습문제 6.5를 참조하라.

학습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
받고 난 후, 커널 트릭kernel trick은 사람들에 의해 머신러닝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
습니다. 커널 함수 역시 머신러닝의 기본 내용 중 하나로 자리매김합니다.

5.6절을 참조하라.

재미있는 것은 21세기 초에 연결주의 학습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해 ‘딥러닝’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딥러닝은 협의적 의미에서는 ‘다층의’ 신경망을 뜻합니
다. 여러 데이터 테스트나 시합에서, 특히 음성이나 이미지 등 복잡한 대상을 응용
범위로 하는 연구에서 딥러닝 기술은 매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전의
머신러닝 기술은 응용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사용자들에 대한 요구가 매
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딥러닝 기술은 복잡도가 높다 할지라도 약간의 ‘튜
닝’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딥
러닝은 엄격한 이론 기초가 부족할지라도 머신러닝 응용의 문턱을 크게 낮추어 머
신러닝 기술이 실전 엔지니어링에 응용되는 편의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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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최근 들어서야 머신러닝 열풍이 불어온 것일까요?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많아지고 계산 능력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딥러
‘과적합’에 대해서는 2장을 참
조하라.

닝 모델은 대량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 만약 데이터 수가 적다면 쉽게 ‘과적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복잡한 모델과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강력한 계산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류가 ‘빅데이터 시대’로 접어들면서 데
이터 저장과 계산 설비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결주의 학습
기술이 꽃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1980년대 신경망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이유는 당시 인텔 x86 시리즈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칩
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이 만들어낸 계산 능력, 데이터 저장 효율 등이 1970년대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딥러닝이 발전하고 있는 최근 상황과 신경
망이 발전했던 시기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머신러닝은 이미 상당히 큰 하나의 과학 영역으
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이번 절을 통해 모든 내용을 다 다
룰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기술과 발전, 응용 현황에 대해 알아볼
테니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6

응용 현황
지난 20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 보관, 전송, 처리하는 능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
했습니다. 인류사회의 구석구석에는 대량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었고, 이를 효과적
으로 처리하고 분석해 줄 수 있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필요했습니다. 머신러닝은 이
런 시대적 요구에 순응하여 만들어진 산물이며, 따라서 해당 과학 영역은 자연스
럽게 발전을 거듭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미디어, 네트워크 통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반도체 설계 등 많은 영
역에서 머신러닝 기술이 응용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각 데이터 처
리와 자연어 처리 등 ‘컴퓨터 응용 기술’ 영역에서 머신러닝은 가장 중요한 기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은 다른 융합 학문에도 큰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생
물 정보학’에서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생명에 관한 현상과 규율을 밝혀내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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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전자 조직 설계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명 정보학 연구에서 접하는
‘생명 현상’에서 ‘규칙 발견’까지, 데이터 획득, 데이터 관리, 데이터 분석, 모의실험 제
작 등등 머신러닝 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이야 말로 머
신러닝 기술의 핵심이며, 각종 머신러닝 기술은 이미 더 큰 무대에서 활약 중입니다.
사실상 과학 연구의 기본 수단은 전통적인 ‘이론 + 실험’에서 현재의 ‘이론 + 실험
+ 계산’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 과학’이 출현하면서 머신러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
석인데, 데이터 과학의 핵심 역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가치를 찾아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컴퓨터 과학 기술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주목받는 연구 분
야를 지목하라고 한다면, 머신러닝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일 것입니다. 2001년, 미
NASA-JPL의 정식 명칭은 ‘미
국 항공우주국 제트추진 연구
소’다.

국 NASA-JPL의 과학자가 《Science》에 투고한 글[Mjolsness and DeCoste, 2001]에서 머

DARPA의 정식 명칭은 ‘방위
고등 연구 계회국(Defense

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DARPA에서 시작한 PAL 계획은 머신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이다. 최초의 인터넷이
이곳에서 탄생했다.

신러닝이 과학 연구 전체에 갈수록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과학 기술 발전 전체에
러닝 중요성을 미국 국가 안전의 영역까지 넓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처럼 미국의 첨단 기술 연구는 일반적으로 NASA와 DARPA가 이끄는데, 이 두
기관이 거의 동시에 머신러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에 대한 의미는 굳이 말하
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 분석 능력
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2006년, 카네기 멜론 대학은 세계 최초의 ‘머신러닝 학과’의 설립을 공표하고, 머신

은 데이터 저장 능력을 제공하

러닝 영역의 선구자 T. Mitchell 교수를 학과장으로 임명했습니다. 2012년 3월, 미

고, 크라우드소싱은 데이터 레
이블링 능력을 제공한다.

국 오바마 정부는 ‘빅데이터 연구와 발전 계획’을 실시했고, 미국 국가 과학 기금회
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해당 계획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시대의 세 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은 머신러닝, 클
라우드 컴퓨팅,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입니다. 머신러닝은 빅데이터 시대에 필수
불가결한 핵심 기술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이터의 수집, 보관, 전송, 관리의
목적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는데, 머신러닝 기술이 없다면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통계학에서 괄시를 당하던 용
어였다. 왜냐하면 전통 통계학은 이론의 아름다
움에 중점을 두고 실용적인 것들을 배척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많이 변했고,
많은 통계학자가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머신러닝과 데이터 마이닝 영역으로 넘어왔다.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활용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을 떠올릴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

닝과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
닝 영역은 1990년대 형성되었고, 많은 과학 영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6 응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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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 통계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
아도 알 것입니다[Zhou, 2003]. 데이터 마이닝은 매우 큰 데이터에서 지식을 습득하
는 과정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대략적으
로, 데이터베이스 영역의 연구는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데이터 관리 기술을 제공
했고, 머신러닝과 통계학 연구는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제공
했습니다. 통계학계의 연구 성과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연구를 통해 유용한 학습
알고리즘을 만든 후에 데이터 마이닝 영역으로 들어가야 이뤄지는데, 이런 의미에
서는 통계학은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신러닝 영역과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데이터 마이닝
의 양대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머신러닝은 이미 일반 사람들의 일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기예보, 자원탐사, 환경감시 등의 영역에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위
성과 탐지기를 통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기예보와 탐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
니다. 세일즈 영역에서도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해 판매 데이터나 고객 데이터를 분
석하여 판매와 재고 프로세스 최적화를 실현하여 판매 비용을 낮추고, 타깃 마케
팅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구글, 바이두 등 검색 엔진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
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집을 나서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목적지 정보를 얻
고, 적당한 호텔, 레스토랑 등을 결정합니다. 《TIMES》에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의 답안 사이의 거리를 마우스 클릭 한 번의 거리로 좁혔다’는 구글에 대한 한
줄 평가를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
하는 정보를 찾아줍니다. 해당 과정에서 ‘사용자의 검색’은 입력이며, ‘검색 결과’는
출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데 머신러닝 기술
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검색이 발전하기까지 머신러닝 기술의 공로는 매우 큽니다.
오늘날 검색의 대상, 내용 등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머신러닝 기술의 영향력
은 갈수록 뚜렷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검색’을 할 때 구글, 네이버 할 것 없
이 모두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합니다. 구글, 바이두, 페이스북, 네이버 등 인터넷 회
사들은 전문적인 머신러닝 기술팀을 만들었고, 심지어 기술의 명운을 책임지는 연
구소도 세웠습니다. 이 점은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과 응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
는데, 어떤 면에서는 인터넷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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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를 더 예로 들면, 교통사고는 매년 전 세계 몇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예를 들면 유명한 머신러닝 교
과서 [Mitchell, 1997] 4.2절에
서 20세기 90년대 초기 신경
망 학습으로 자율주행을 했던
ALVINN 프로그램에 대해 소
개하고 있다.

있고,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사고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은 대
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계가 운전한다면 초보나 피곤할 때, 심지어 음주운
전도 위험과 무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에 대한 연
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가 운행한 뒤에 만날 수 있는 모
든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는 점과 사전에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기 힘들
기 때문에 즉각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
이었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받은 센서 정보를 입력으로 설정하면 방향, 브레이크,
속도 조절 등과 같은 동작들은 출력될 것입니다. 2004년 3월, 미국 DAPRA가 주
최한 자율주행 자동차 경주에서 스탠퍼드 대학의 머신러닝 전문가인 S. Thrun스런
이 이끄는 팀이 6시간 53분의 기록으로 135마일을 주행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경주에 사용된 길은 네바다 서남부의 산골과 사막이었는데, 길이 상당히 복잡해
서 경험 많은 운전자들에게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S. Thrun은 후에 구글 자율주
행 자동차 연구팀으로 옮겨 팀을 이끌었습니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율주
행 자동차는 근 몇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구글 외에도 아우디, 폭스
바겐, BMW 등 전통 자동차 생산 기업들도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연구를 진행하
고 있고, 어떤 제품은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에는 미국 네
바다주가 최초의 자율주행 자동차 허가가 가능한 주가 되었고, 하와이주와 플로
리다주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머지 않은 미
래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서 머
신러닝은 ‘운전기사’로서 큰 활약을 할 것입니다.
머신러닝 기술은 심지어 인류 사회의 정치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12년
미국 대선 기간에 오바마가 만든 머신러닝 팀은 각종 선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
여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들은 머신러닝 모델에 기반하
여 어디서 유세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했고, 이런 결과는 많은 전문가를 경악
시켰습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어떤 영화배우가 어떤 연령의 어떤 집단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
여 그 배우를 저녁 만찬에 초대하여 한 번에 1,500만 달러라는 큰 금액을 모금했
습니다. 머신러닝의 도움으로 총 10억 달러라는 경선 비용을 모금했습니다. 머신
러닝 기술은 경선 비용을 ‘모금’하는 데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모금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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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 모델
이 선거인단 분석을 진행하여 가장 적절한 광고 시간대와 수단을 선택해 주었고,
이는 2008년 경선 대비 14%나 상승한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선 승리 후에
《TIMES》는 준지도 학습 전문가 R. Ghani가니가 이끄는 이 팀을 오바마의 ‘대선
핵무기’라 칭하며 극찬했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머신러닝이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의 근간으로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지만, 머신러닝 연구에 대한 다른 중요한 의미도 간과해서
는 안 됩니다. 머신러닝은 학습에 관한 계산 모델을 통해 ‘인류가 어떻게 학습하는
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P. Kanerva카네르바가 1980년대 중
반에 SDMSparse Distributed Memory 모델[Kanerva, 1988]을 제안했을 때 뇌 구조에 대한
모방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후에 신경과학 연구에서 SDM의 희소 코딩 메커니즘
이 시각, 청각, 후각 기능의 대뇌피질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자연과학
연구의 원동력은 우주 기원, 만물의 본질, 생명 본성, 인간 자아에 대한 탐색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이와 관련
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머신러닝은 정보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성질도 띠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7

더 읽을거리
[Mitchell, 1997]은 전문적으로 머신러닝에 대해 다룬 첫 번째 교재입니다. [Duda et
al., 2001; Alpaydin, 2004; Falch, 2012]는 모두 훌륭한 입문 교재입니다. [Hastie et
al., 2009]는 다음 단계에 읽기 좋은 교재이고, [Bishop, 2006]의 책도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베이지안 학습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재입니다.
[Shalev-Shwartz and Ben-David, 2014]는 이론을 좋아하는 학자들에게 적합합니다.

WEKA는 유명한 무료 머신
러닝 알고리즘 프로그램 집합
소다. 뉴질랜드의 와이카토
(Waikato) 대학교 연구원들이
JAVA를 기반으로 개발했다.
http://www.cs.waikato.ac.nz/

ml/weka/

[Witten et al., 2011]은 WEKA에 기반해 쓰여진 입문 서적입니다. 초보자들이
WEKA를 통해 빠르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책의 1.5와 1.6절은 [Zhou, 2007]의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Machine Learn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Approach》[Michalski et al., 1983]는 20명의 학자들이 편집한
16편의 논문집입니다. 초기 머신러닝 연구의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책이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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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Morgan Kaufmann 출판사가 1986년과 1990년에
해당 책의 후속편을 출간했으며,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he Handbook of
Artificial Intelligence》 시리즈는 튜링상을 수상한 E.A. Feigenbaum과 다른 학자들
이 함께 집필한 서적입니다. 해당 서적의 3권[Cohen and Feigenbaum, 1997]은 머신러닝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 역시 초기 머신러닝의 중요한 문헌입니다. [Dietterich, 1997]은 머
신러닝 영역의 발전에 대해 평가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초기의 많은 문헌이 현재까
지도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유행하는 전이학습 transfer
learning [Pan and Yang, 2010]은
딥러닝에 관해서는 5.6절을 참
조하라.

통계학기술에 유추학습learning by analogy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딥러닝deep learning 역시 1980년
대 중후반에 시작되었던 신경망학습에 확장 버전입니다.
개념 학습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많은
아이디어는 전 영역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학습 기술
중 하나인 의사결정 트리는 개념 형성의 트리구조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Hunt and Hovland, 1963].

[Winston, 1970]의 유명한 ‘블록세계’ 연구에서 개념 학습과

일반화와 특화에 기반한 탐색 과정을 연결시켰습니다. [Simon and Lea, 1974]는 비
교적 일찍 ‘학습’이 가설 공간에서 탐색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제기했습니다.
[Mitchell, 1977]은 후에 버전 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개념 학습은 또한
규칙 학습에 관해서는 15장을
참조하라.

많은 규칙학습 내용과 관련이 깊습니다.
오컴의 면도날 원칙은 경험 관찰에 일치하는 가장 간단한 가설을 선택하라고 주
장합니다. 이는 물리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초원칙입
니다. 예를 들어,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을 견지한 것도 그것이 프톨레마이
오스의 ‘천동설’보다 더 간단하고 천문관측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오컴의 면도날
은 머신러닝 영역에서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습니다[Blumer et al., 1996]. 그러나 머신
러닝에서 무엇이 ‘더 간단한가?’하는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
닙니다. 그래서 오컴의 면도날이 머신러닝 영역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원칙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Webb, 1996; Domingos, 1999]. 주의해야 할 점은, 오컴의 면도날은 과
학 연구에서 유일한 가설 선택 원칙이 아니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
(기원전 341년 ∼ 기원전 270년)가 제안한 다해석원칙principle of multiple explanations은

경험 관찰과 일치하는 모든 가설을 보류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Asmis, 1984], 이는
앙상블 학습에 관해서는 8장
을 참조하라.

앙상블 학습ensemble learning의 연구와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1.7 더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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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학회는 ICML, NIPS, COLT 등이 있으며
중요한 지역성 콘퍼런스는 ECML과 ACML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학술지로
는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와 《Machine Learning》이 있습니
다. 인공지능 영역에서 중요한 콘퍼런스는 IJCAI, AAAI가 있으며, 중요한 학술
지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가 있
으며, 데이터 마이닝 영역의 중요 콘퍼런스는 KDD, ICDM이 있고, 중요한 학술
지로는 《ACM Transactions on Knowledge Discovery from Data, Data Mining
and Knowledge Discovery》가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과 패턴인식 영역의 중요 콘
퍼런스로는 CVPR이 있고, 중요한 학술지로는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가 있습니다. 신경망 영역의 중요 학술지는
《Neural Computation, IEEE Transactio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계학 영역의 중요 학술지로는 《Annals of
Statistics》 등이 있으며 통계 학습과 관련된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적지 않은 머신러닝 서적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Lu Qi ling, 1996]이
있으며, [Li Hang]은 통계 학습을 주제로 한 서적을 발간했습니다. 중국 머신러닝
학회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 머신러닝 콘퍼런스CCML가 있으며, 매년 한 번씩
열리는 ‘머신러닝과 응용’ 연구회MLA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학술지에서 머신러
닝에 관련된 논문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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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1.1

표 1.1에서 만약 인덱스 1과 4 두 개의 샘플만 포함하고 있을 때, 이에 상응
하는 버전 공간을 나타내라.

1.2
즉, 여러 개 논리곱의 추출이다.

단일 논리곱을 사용하여 가설 표현을 비교하고, 논리합 정규식disjunctive
normal form을

사용하여 가설 공간에 더 강력한 표현 능력을 입혀라. 예를 들

어, 잘 익은 수박 ↔ ((색깔 = ∗) ∧ (꼭지 = 말림) ∧ (소리 = ∗) ∨ ((색깔 =
진녹색) ∧ (꼭지 = ∗) ∧ (소리 = 둔탁함))은 ‘(색깔 = 청록색) ∧ (꼭지 = 말
림) ∧ (소리 = 맑음)’과 ‘(색깔 = 진녹색) ∧ (꼭지 = 곧음) ∧ (소리 = 둔탁함)’
모두를 ‘잘 익은 수박’으로 분류할 것이다. 만약 최대 k개의 논리곱을 포함

예를 들면 (A = a) ∨ (A = ∗)
와 (A = ∗)가 등가일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

하는 논리합 정규식을 사용하여

1.1

수박 분류 문제의 가설 공간을 표현

한다면, 총 몇 가지 종류의 가능한 공간이 있을지 계산해 보아라.
1.3

는 가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가설 선택을 할 수

즉, 훈련 오차가 0인 가설이 존
재하지 않는다.

문제 번호에

* 표시가 붙으면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문제임
을 나타낸다.

만약 데이터에 노이즈가 있다면 가설 공간 중에 모든 훈련 샘플과 일치하
있는 귀납 편향을 만들어 보아라.

1.4 *

이번 장 1.4절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 정리에 대해 언급할 때 암묵적으로
‘분류 오차율’을 성능 측도로 사용하여 분류기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다
른 성능 측도를 사용하면 식 1.1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공짜 점심은 없다’가 여전히 성립함을 증명하라.
1.5

머신러닝이 인터넷 검색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기술
하라.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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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쉼터
‘머신러닝’ 명칭의 유래
1952년 아서 사무엘Arthur Samuel, 1901~1990은 IBM에서 체커
해당 체스 프로그램은 사실상
강화 학습 기술을 사용하였
다. 16장을 참조하라.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 학습
능력이 있었는데 대량의 게임을 분석해 놓은 수가 ‘좋은
수’인지 ‘나쁜 수’인지를 식별하는 방법으로 점차 성능을
개선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개발자인 사무엘 자신을 이
기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1956년 사무엘은 존 매카시
John McCarthy(인공지능의 아버지이자 1971년 튜링상 수상자)의

요청을 받아 인공지능 학문의 탄생을 상징하는 다트머스Dartmouth 콘퍼런스에서 본
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머신러닝’이
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 컴퓨
터에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 분야’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의 논
문 〈Some studies in machine learning using the game of checkers〉가 1959년 IBM 저
널을 통해 정식 발표된 후, 에드워드 파이겐바움Edward Feigenbaum(지식 엔지니어링의
아버지이자 1994년 튜링상 수상자)이 그의 걸작 《Computers and Thought》의 집필을 위

해 사무엘을 초청해 코네티컷 체커 챔피언과 대국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당
시 전미 지역에서 4위를 차지한 선수와의 대결을 승리로 장식하며 그가 개발한 프
로그램은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의 체커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 컴퓨터 과학의 발전에
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초기 컴퓨터 과학자들은 사전에 명시적 프로그램을 작
성하지 않고는 컴퓨터에 학습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이
런 사상에 대한 강력한 반증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외에도, 해당 프로그램은 컴퓨
터에서 비수치적 계산을 수행했던 최초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 논리 명령어
설계 아이디어는 IBM 컴퓨터의 명령어 조합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많은 컴
퓨터 설계에 참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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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HAPTER

2.1

모델 평가 및 선택

경험 오차 및 과적합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체 샘플 수와 잘못 분류한 샘플 수의 비율을 오차율error rate
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m개의 샘플 중에서 a개의 샘플이 잘못 분류되었다면, 오

정확도는 백분율 형식인 (1 − )
× 100%로 나타낸다.

차율은 E = a/m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 a/m은 정밀도

여기서 말하는 ‘오차’란 기대
오차를 뜻한다.

학습기의 실제 예측 값과 샘플의 실제 값 사이의 차이를 오차error라 부르고, 학습기

뒷부분에서 서로 다른 학습 알
고리즘이 어떻게 경험 오차를
최소화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accuracy라

부릅니다. 즉, 정밀도는 ‘1 − 오차율’입니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 훈련 세트상에서 만들어낸 오차를 훈련 오차training error 혹은 경험 오차empirical
error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학습기가 새로운 샘플 위에서 만들어낸 오차는 일반화

오차generalization error라고 부릅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일반화 오차가 가장 작은

학습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는 새로운 샘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경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
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경험 오차가 매우 작고, 훈련 샘플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
는 학습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분류 오차율이 0인, 정밀도
가 100%에 달하는 학습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기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까요? 불행히도 이러한 학습기는 대부분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학습기는 새로운 샘플 데이터를 대상으로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학습기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기는 훈련 데이터에서 모든 데
이터(모수)의 잠재적인 ‘보편 규칙’을 찾아내야 하고, 이러한 학습기야말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났을 때 정확한 판별과 예측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학습기가 훈련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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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능력이 ‘과하게 좋은지’는
학습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의
해 결정된다.

이터에서 학습을 ‘과도하게 잘하면’, 훈련 데이터 중의 일정한 특성을 모든 데이터
에서 내재된 일반 성질이라 오해하게 만듭니다. 즉, 일반화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
러한 현상을 머신러닝에서는 과적합overfitting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
으로는 과소적합underfitting이 있습니다. 과소적합은 학습기가 훈련 데이터의 일반
성질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림 2.1은 과적합과 과소적합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나뭇잎 훈련 샘플

새로운 샘플

과적합 모델 분류 결과  잎이 아님
(나뭇잎은 끝이 톱니 모양이어야 한다고 잘못 학습)

과소적합 모델 분류 결과  나뭇잎으로 인식
(초록색을 모두 나뭇잎으로 인식)

그림 2.1

과적합, 과소적합의 직관적인 비유

과적합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학습능력이 너무 뛰어나 훈
련 데이터들이 가진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까지 학습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
입니다. 반대로, 과소적합은 일반적으로 학습능력이 좋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
다. 과소적합은 극복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 트리의 경우는 가지치기
역주

에포크(epoch)는 인공 신

경망에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순전파와 역전파가 끝난 상태
를 말한다.

를 더 진행하면 되고, 신경망 학습의 경우에는 에포크epoch 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
러나 과적합은 다루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앞으로 함께 공부하는 동안 더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과적합은 머신러닝이 넘어야 할 핵심 장애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 알고리즘들은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과적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적합
을 ‘완화’하고, 그것이 일으키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우리는 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
를 제공받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같은 학습 알고리즘이라 할지라도 파라미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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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른 모델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고, 어떠한 파라미터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는 머신러닝에서 모델 선택
model selection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상적인 해답은 당연히 일반화 오차를 기준으로

평가한 뒤, 일반화 오차가 가장 작은 모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논의
했듯이 우리는 일반화 오차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 오차에서
부딪히는 과적합 문제는 피할 수도 완벽하게 극복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모델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일까요?

2.2

평가 방법

현실에서는 계산 시간, 용량, 해

일반적으로 우리는 테스트라는 과정을 통해 학습기의 일반화 오차에 대해 평가를

석 가능성 등 다양한 방면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는 일반

진행하고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테스트 세트testing set를 활용하여 학습기

화 오차만을 고려했다.

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샘플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할 수 있고, 테스트 세
트에서 나온 테스트 오차testing error를 실제 일반화 오차의 근삿값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테스트 샘플이 실제 샘플과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
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테스트 세트와 훈련 세
트의 중복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테스트 세트 내의 샘플은 훈련 세트
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훈련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면 안 됩니다.
샘플 크기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최
대한 이러한 현상을 피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연습문제를 10개 제공하고 같은 문제들로 시험
을 본다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 것입니다. 학생들이 연습
한 10문제만 잘 푸는 것인지, 문제를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것을 잘 배워 다른 비
슷한 문제들도 풀 수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을 통해 얻고자 하는 학습
기의 범용성은 학생이 연습문제를 통해 다른 비슷하거나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우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훈련 세트는 학생들에게 주어
진 연습문제이고, 테스트 과정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미리 풀었
던 연습문제들이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험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2.2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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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m개의 샘플을 가진 데이터 세트 D = {(x 1, y 1), (x 2 , y 2), . . . , (x m ,
y m)}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하고 테스트해야 할까요? 해답은 데이터 세트
D를 적절히 처리하여 훈련 세트 S와 테스트 세트 T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래에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2.2.1 홀드아웃
홀드아웃hold-out 방법(검증 세트 기법)은 데이터 세트 D를 겹치지 않는 임의의 두 집

합으로 나눕니다. S는 훈련 세트 집합을 뜻하며, T는 테스트 세트를 뜻합니다. 즉,
D = S ∪ T, S ∩ T = x입니다. 훈련 세트 S를 통해 훈련된 모델은 테스트 세트
T를 활용해 오차를 측정하고 일반화 오차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이진 분류 문제를 예로 들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데이터 세트 D에 1,000개의
샘플이 있다고 가정하고, 만약 S (훈련 세트)에 700개의 샘플, T (테스트 세트)에 300
개의 샘플로 나눕니다. 훈련을 거친 모델이 T에서 90개의 샘플을 잘못 분류했다
고 한다면 오차율은 (90 / 300) × 100% = 30%가 됩니다. 정밀도는 1 − 30%인
70%가 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훈련/테스트 세트를 나눌 때 되도록이면 데이터 분포가 같게 나
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분포의 편향으로 인해 원치 않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류 문제의 예에서는 양성/음성 샘플의 비중을 비슷하게
분류해야 합니다. 만약 샘플링 시각에서 검증 세트 기법을 본다면, 이러한 분류 작
역주

층화 추출법도 많은 단점

이 존재한다. 문제에 따라 다르
지만, 층 내 동질성과 층 사이
의 이질성을 갖추어야 하는 문
제의 경우는 이를 실질적으로
층화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이다.

업을 층화 추출법stratified sampl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 세트 D를 나
눌 때 S (훈련 세트) 비중을 70%, T (테스트 세트) 비중을 30%로 설정하고, D의 양
성, 음성 데이터가 각각 500개라고 한다면, 층화 추출법으로 추출한 샘플의 경우
는 이러한 비중을 반영하여 샘플을 나눕니다. 즉, S에는 양성, 음성 데이터 각각
350개, T에는 음성, 양성 데이터 150개씩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S, T의 샘
플 비율 차이가 많이 난다면, 오차는 훈련/테스트 세트의 데이터 분포 때문에 생
긴 편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훈련/테스트 세트의 비율을 설정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연습문제 2.1을 참조하라.

방식으로 D에 대한 검증 세트 분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예제를 다시
사용하면, D 샘플의 순서를 만들어 처음 350개 양성, 음성값을 각각 취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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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류 방법은 모델 평가에 다른 결괏값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검증 세트 기법의 예측값은 늘 불안정하여,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분
동시에 결과의 표준 오차를
예측해야 한다.

류를 진행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 100번의 랜덤 분류 후 검증
된 값 100개를 평균 내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평가하고 싶은 것은 D를 훈련시킨 모델의 성능이기 때문에, 검

‘편향-분산’의 관점(2.5절을 참
조)에서 이해할 수 있다. 테스
트 세트가 적을 때는 평가 결
과의 분산이 비교적 크고, 훈
련 데이터가 적을 때는 평가 결
과의 편향이 비교적 크다.

증 세트 기법을 사용한다면 일종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훈련 세
트 S에 대다수의 샘플이 들어 있다면 우리가 만드는 모델은 D 전체를 훈련시킨
것과 비슷하겠지만, T가 적은 탓에 안정적인 평가 결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반대
로, 테스트 세트 T가 많은 샘플을 가져갈수록 S와 D의 차이는 벌어지고, 이는
D 전체를 이용하여 훈련한 모델과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즉, 평과 결과의 신뢰도

일반적으로 테스트 세트는 최
소 30개의 샘플이 있어야 한다
[Mitchell, 1997].
역주 표본 수가 30개 이상이면
평균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대

를 떨어뜨립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3~4/5 정도를 훈련 세트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테스트 세트로 분리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칭을 이루는 정규 분포 형태에
근접하므로 설명하기에 무리
가 없다는 견해다. 하지만 이는
비표본 오차를 간과하고 있다.

2.2.2 교차 검증

이러한 해석은 틀린 말은 아니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은 데이터 세트 D를 k개의 서로소 집합disjoint set으로 나누

지만, 정확한 기준은 아니므로
샘플 수가 적다면 항상 조심해
야 한다.

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즉, D = D 1 ∪ D 2 ∪ . . . ∪ Dk , Di ∩ Dj = ⌀ (i ≠ j)으로
나타낼 수 있고, 매 부분집합 D i 는 되도록 데이터 분포를 반영하도록 나눕니다.
즉, D로부터 층화 추출법을 통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k − 1개의 부분집합들
을 훈련 세트로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의 부분집합을 테스트 세트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k개의 훈련/테스트 세트가 만들어지고, k번의 훈련과 테스트를 거쳐
k개의 테스트 결괏값의 평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교차 검증법을 통한 평가 결과의 안정성과 정확도는 k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교차 검증을 k겹 교차 검증k-fold cross validation이라
부릅니다. k는 일반적으로 10으로 두고 검증하며, 이를 10-fold 교차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10과 더불어 5와 20이란 값도 자주 쓰입니다. 그림 2.2는 10-fold 교차
검증을 설명합니다.

2.2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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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1 D 2 D 3 D 4 D 5 D 6 D 7 D 8 D 9 D 10
훈련 세트

테스트 세트

D1 D 2 D 3 D4 D 5 D 6 D7 D 8 D 9

D 10

테스트 결과 1

D 1 D 2 D 3 D 4 D 5 D 6 D 7 D 8 D 10
..
.

D9
..
.

테스트 결과 2

D 2 D 3 D 4 D 5 D 6 D 7 D 8 D 9 D 10

D1

테스트 결과 10

그림 2.2

..
.

평균
결과 반환

10차 교차 검증

홀드아웃 검증 세트 기법과 비슷하게 데이터 집합 D를 k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
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샘플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차별을 최소화
하기 위해 k겹 교차 검증은 일반적으로 p번을 랜덤하게 반복하여 나누어 진행합
니다. 즉, 최종 평과 결과는 p번의 k겹 교차 검증을 실행한 값의 평균입니다. 주로
‘10차 10겹 교차 검증법’과 ‘100차
LOOCV 방법’은 모두 100번의 훈
련과 테스트를 진행한다.

‘10차 10겹 교차 검증’을 자주 사용합니다.
만약 m개의 샘플이 있는 데이터 세트 D를 k = m으로 설정하고 교차 검증을 실
행한다면, 이러한 교차 검증은 LOOCVLeave - One - Out Cross Validation라고 부릅니
다. LOOCV는 샘플 분류 방법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개의
샘플을 분류하는 방법은 m개의 부분집합을 만드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LOOCV에 사용한 훈련 세트는 원본 데이터 세트와 비교할 때 1개의 샘플밖에
차이가 나질 않기 때문에 대부분 상황에서 LOOCV 방법을 활용한 모델은 모든
데이터 세트 D를 활용하여 훈련한 모델과 매우 비슷한 성능을 보입니다. 따라서
LOOCV를 활용한 방법은 편향이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LOOCV는 데
이터 세트의 크기가 매우 클 때, 모델을 m번 적합해야 하므로 계산량이 많아진다

연습문제 2.2를 참조하라.

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세트의 샘플 수가 100만 개라면 100만 번
의 모델 적합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LOOCV가 다른 평가 방법보다 늘 좋은

NFL 정리에 관해서는 1.4절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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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격언이 모델 평가 방법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C H A P T E R 02 모델 평가 및 선택

2.2.3 부트스트래핑
우리는 데이터 세트 D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여 훈련시킨 모델을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홀드아웃이나 교차 검증 방법은 일부 샘플을 테스트 용도로 제외
해야 하므로 모든 데이터를 훈련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훈련 데이터 크기
의 차이로 인한 편차를 유발합니다. LOOCV 방법은 이러한 편차가 작은 편이지만,
샘플 복잡도와 일반화 성능의
관계에 관해서는 12장을 참조
하라.

계산복잡도가 너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주는 더 효과
적인 모델 평가 방법은 없을까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이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트스트랩

샘플링bootstrap sampling에 기반을 둔 샘플 추출 기법입니다. m개의 샘플이 있는 데
이터 세트 D를 가정한다면, 우리는 샘플링을 통해 데이터 세트 D′를 만듭니다. 매
번 D에서 샘플 하나를 꺼내 D′에 복사하여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데이터
세트 D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 번 뽑혔던 샘플도 다시 뽑힐 가능성이
있겠지요. 이러한 과정을 m번 반복한 후, 우리는 m개의 샘플이 들어 있는 데이터
세트 D′를 얻습니다. 이것이 부트스트래핑의 결과입니다. 당연하게도 D의 샘플 중
일부는 D′에서 반복 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샘플은 아예 뽑히지 않을 수도 있겠
지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m번의 채집 과정 중 샘플이 한 번도 뽑히지 않
을 확률은 (1 − 1/m)m입니다. 극한값을 계산해 본다면 아래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e는 자연로그다.

식 2.1

즉,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면 데이터 세트 D 중의 36.8%의 샘플은 D′에 들어가
‘ \ ’는 차집합을 뜻한다.

지 못한다고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D′를 훈련 세트로, D\D′
를 테스트 세트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m개의 샘플을 모두 활용하여 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하지 못한 1/3에 해당하는 샘플들은 테스트 샘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Out-of-Bag 예측이라고 부릅니다.
부트스트래핑은 데이터 세트가 비교적 적거나, 훈련/테스트 세트로 분류하기 힘들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 밖에도 부트스트래핑은 초기 데이터 세트에서 다양한 훈

앙상블 학습에 관해서는 8장
을 참조하라.

련 세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서 앙상블 기법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
한 방법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 세트들은 초기 데이터의 분포와 다를 수 있으므로

2.2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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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데이터 보유량이 충분할 때는 일반적
으로 검증 세트 기법hold-out과 교차 검증 기법을 더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2.2.4 파라미터 튜닝과 최종 모델
대부분 학습 알고리즘은 조율tuning해야 하는 파라미터parameter가 있습니다. 파라
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학습모델의 성능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
서 모델 평가 및 선택 시 학습 알고리즘의 선택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파라미터에
대한 설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파라미터 조율, 혹은 파라미터 튜닝
parameter tuning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두 종류의 파라미터를 다룬다. 첫

아마도 독자들은 파라미터 튜닝과 알고리즘 선택이 본질적으로는

번째는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즉 ‘하이퍼 파라미터’
이고 일반적으로 10개 이내다. 두 번째는 모델의 파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과

라미터로, 그 개수가 매우 많을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딥러닝 모델에서는 억 단위의 파라미터를 가질
수도 있다. 전자와 후자 모두 튜닝 방식은 비슷하
며, 모두 여러 개의 모델을 생성한 후 모종의 평가
기준을 통해 선택을 진행한다. 다른 점은 전자는 일
반적으로 사람이 파라미터 개수를 선택하고 모델
을 생성하지만, 후자는 학습을 통해 다수의 후보 모
델을 만들어 낸다(예를 들면 딥러닝의 서로 다른 횟
수의 학습 조기 종료와 같은 파라미터).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들을 훈련을 통해 모델에 적합시키고, 결과가
가장 좋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취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학
습 알고리즘의 많은 파라미터는 실수 범위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
다. 따라서 ‘모든 파라미터’를 훈련을 통해 모델에 적합시키기는 어
렵습니다. 현실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파라미터의 범위와 변화

간격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0, 0, 2] 범위 내에서 0.05의 간격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평가 시 사용하게 될 파라미터 수는 5
개가 될 것이고, 총 5개의 후보 값 중에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
라미터는 ‘최적의’ 파라미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계산량과 성능 예측을
위한 목표 사이에서 절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절충을 통해서만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절충을 거쳐도 파라미터 선택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
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봅시다. 만약 알고리즘이 3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각 파
라미터마다 5개의 후보 값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된다면 각 훈련/테스
트 세트는 모두 53 = 125개의 모델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강력한 알고리
즘은 적지 않은 개수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 튜닝을 위한 작업
량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파라미터 개수를 고려하고 절충을 취해야 좋은 모델
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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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학습한 모델의 실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는 테
스트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델 선택과 파라미터 조율을 위해, 테스트 데이
터를 활용하여 성능을 측정하기 전에 검사할 수도 있는데, 모델 평가 및 선택 과정
에서 쓰는 평가 테스트 데이터 집합은 검증 세트validation set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
어,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범용성을 비교할 때, 우리는 테스트 세트의 판별 효과로
모델의 실제 성능을 예측합니다. 그러나 훈련 데이터를 훈련 세트와 검증 세트로 한
번 더 나눈다면, 모델이나 파라미터 선택에 검증 세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3

모델 성능 측정
학습기의 일반화 성능에 대해 평가할 때 유효하고 실험 가능한 테스트 방법뿐
만 아니라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성능 측정
performance measure이라고

합니다. 성능 측정은 프로젝트 목적을 반영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모델의 성능을 비교할 때 일괄되지 않은 성능 측도를 사용한다면 판단
이 힘들 것입니다. 이는 모델의 ‘좋음’과 ‘나쁨’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모델이 좋은 모델인지 결정하는 것은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 분석 목적
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예측을 위한 과제에서 데이터 샘플 D = {(x 1, y 1), (x 2, y 2), . . . , (x m , y m)}이 있
군집의 성능 척도에 관해서는
9장을 참조하라.

고 y i 는 x i의 정답 데이터입니다. 만약 학습기 f 의 성능을 측정하려면 우리는 학습
기의 예측 결과인 f (x)와 정답 데이터인 y를 비교해야 합니다.
회귀분석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성능 측정 방법은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d
error입니다.
식 2.2

더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포 D와 확률밀도 함수 p( ·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 2.3

다음 절에서 분류 문제에서 자주 사용하는 성능 측정 지표에 대해 알아봅시다.

2. 3 모델 성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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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1

선형 모델

기본 형식
먼저, d개의 속성을 가진 샘플 x = (x 1; x 2; . . . ; xd)이 있고, x i 는 x의 i번째 속성
을 가진 값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선형 모델linear model은 속성들의 선형 조합
을 통해 예측하는 함수를 학습하는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식 3.1

일반적으로는 벡터 형태로 된 다음의 수식을 사용합니다.
식 3.2

위 식에서 w = (w 1; w 2; . . . ; wd)이며, w와 b를 학습한 후 모델이 결정됩니다.
선형 모델은 형식이 매우 간단하고 모델을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형 모델은
머신러닝의 중요한 기본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강력한 성능을 가진 비선
형 모델non-linear model들은 선형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층을 쌓아 올리거나 고차
원으로 투영하여 만들어집니다. 그 외에도 w는 예측에 있어서 각 속성의 중요성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이라고도 한다.

을 직관적으로 드러냅니다. 즉, 선형 모델은 해석능력comprehensibility이 뛰어납니
다. 앞서 살펴본 수박 분류 문제에서 ‘f 잘 익은 수박(x) = 0.2 · x 색 + 0.5 · x 꼭지 모양 +
0.3 · x 소리 + 1’과 같은 모델이 학습된다면, 우리는 잘 익은 수박을 고를 때 색깔,
꼭지 모양, 두드려서 나는 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꼭지
모양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두드려서 나는 소리가 색깔보다 중요한 속성임을 뜻
합니다.

65

이번 장에서는 몇 가지 고전적인 선형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회귀 문제부터 시
작해서 이진 분류 및 다항 분류 문제까지 다뤄봅니다.

3.2

선형 회귀
선형 회귀linear regression는 최대한 정확하게 실제 데이터를 예측하는 선형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 세트 D는 {(x 1, y 1), (x 2, y 2), . . . , (x m, ym)}
으로 정의하고, 여기서 x i 는 (x i1; x i2; . . . ; x id), yi ∈ R 로 정의합니다.
먼저, 입력 속성이 하나뿐인 가장 간단한 상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간단
히 하고자 속성 하단의 표기는 무시하도록 합니다. 즉,

, xi ∈ R

로 나타냅니다. 이산 속성discrete feature에 대해서는 만약 속성값에 순서order가 있다
면 연속값으로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속성값이 ‘크다’, ‘작다’를 가지는
‘키’라면 {1.0, 0.0}과 같이 변환해 주고, ‘높음’, ‘중간’, ‘낮음’ 총 세 가지 값을 가지
순서가 없는 속성을 연속화한

는 변수라면 {1.0, 0.5, 0.0}과 같이 변환해 줍니다. 만약 속성값에 순서관계가 없

다면 적절하지 못한 순서 관계
를 갖게 될 수 있다. 이는 거리

을 경우, k개의 속성값은 k차원의 벡터로 변환해 줍니다. 만약 ‘수박’, ‘호박’, ‘오이’

계산과 같은 후속 처리에 영향
을 미친다. 자세한 내용은 9.3

라는 변숫값이 있다면 (0, 0, 1), (0, 1, 0), (1, 0, 0)과 같이 바꿔줍니다.

절을 참조하라.

선형 회귀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학습합니다.
을 통해

을 얻는다.

식 3.3

위 식에서 w와 b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명확하게도 이는 f (x)와 y의 차이를 어떻게
평균제곱 오차는 제곱 손실
(square loss)로도 불린다.

측정하느냐에 달렸습니다. 2.3절에서 소개했듯이, 평균제곱 오차는 회귀 문제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성능 측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균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식과 같습니다.

w*, b*는 w와 b의 해다.

식 3.4

평균제곱 오차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
용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모델의 해를 구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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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제곱법의 활용 범위는 넓
다. 선형 회귀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을 최소제곱법least square method이라고 부릅니다. 선형 회귀에서 최소제곱법은 샘
플과의 유클리드 거리의 합이 가장 작은 하나의 직선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E (w,b)는 w와 b에 관한 컨벡스 함수다. w와
b에 관해서 도함수가 0일 때 w와 b의 최적해를 구
할 수 있다.
[a, b ]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 에 대해, 만약 구간
내의 두 점 x 1, x 2가
을 만족한다면, f 는 구간 [a, b ]상의 컨벡스 함수라
고 한다.

w와 b의 해를 찾는 것은 E (w,b) =

(y i − xw i − b)2 를 최소

화하는 과정이고, 이를 선형 회귀 모델의 최소제곱 파라미터 예측
parameter estimat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E (w,b)로 w와 b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 (x) = x 2과 같은 U형 곡선은 컨벡스
함수다.

식 3.5

실수 집합상의 함수에 대해 2차 미분을 통해 판별
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2차 도함수가 구간상에서
식 3.6

음수가 아니라면 컨벡스 함수이고, 항상 0보다 크다
면 더 엄격한 의미에서의 컨벡스 함수다.

그리고 식 3.5 와 3.6을 0으로 만들어 w와 b 최적해optimum solution의 닫힌 해closedform solution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 3.7

식 3.8

위에서

는 x의 평균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문제는 이번 절 서론에서 말한 d 개의 속성을 가
진 샘플 데이터 세트 D 의 경우가 있습니다.
을 통해
다변량 선형 회귀라고도 불린다.

을 얻는다.

이런 경우는 위 함수를 학습시키고, 이는 다항 선형 회귀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라
고 부릅니다.
앞서 살펴본 단순 선형 회귀 문제와 비슷하게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w와 b를 추
정할 수 있습니다. 논의를 간단히 하고자 w와 b가 흡수된 형태의 벡터

= (w;

b)를 만듭니다. 그리고 데이터 세트 D는 m × (d + 1) 크기의 행렬 X로 놓고 각
행은 하나의 샘플을 나타냅니다. 각 행의 d개의 원소는 샘플이 가지고 있는 d개의

3.2 선형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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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값을 나타내고 마지막 열에는 원소 1을 나열합니다.

종속 변수 부분을 벡터 형식인 y = (y 1; y 2; . . . ; y m)으로 바꾸면 식 3.4와 비슷하
게 변환됩니다.
식 3.9

에서

를 구하려면 다음 식을 이용합니다.
식 3.10

위 식이 0이 되도록 설정하면

최적해의 닫힌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

행렬을 계산해야 하므로 단일 변수일 때보다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
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XTX가 풀랭크 행렬full-rank matrix이거나 정치 행렬positive definite matrix일 때, 식 3.10
을 0으로 만들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3.11

식에서 (XTX)−1은 행렬(XTX)의 역행렬입니다.

= (x i; 1)일 경우 최종 학습

된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은 식 3.12가 될 것입니다.
식 3.12

예를 들면, 생물 정보학에서 유
전자 데이터는 천 만개가 넘는
속성이 있는데, 몇십에서 몇백
정도의 샘플만이 있다.
기억해 보아라. 선형 방정식을
풀 때 변수가 너무 많다면 해
가 많아진다.
귀납적 편향에 관해서는 1.4절
을 참조하라. 정규화에 관해서
는 6.4절과 11.4절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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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에서 XTX가 풀랭크 행렬일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많은 변수를 가진 문제를 만날 때가 많고, 어떤 경우는 심
지어 변수의 수가 샘플의 수보다 많습니다. 즉, X의 열의 수가 행의 수를 초과하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이때 XTX는 풀랭크일 수 없습니다. 이때도 다수의

를 구하

고 평균제곱 오차를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정규화regularization 같은 방법을 사용해
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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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모델은 매우 간단하지만 변화무쌍합니다. 샘플(x, y), y ∈ R 에서 선형 모델
(식 3.2)의 예측값이 실제 데이터 y에 아주 근접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선형 회귀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3.13

이 모델의 예측치를 y에 아주 근사한 파생물derivative로 만들어도 될까요? 예를 들
면, 샘플이 대응하는 결괏값 데이터가 지수 척도에서 변화한다고 가정한다면 다음
과 같은 선형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식 3.14

를 y에 근사

이것이 바로 로그 선형 회귀log-linear regression입니다. 실제로는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식 3.14는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선형 회귀입니다. 그러나 실질
적으로는 입력 공간에서 출력 공간으로 이동하는 비선형 함수의 투영입니다. 그림
3.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로그 함수는 선형 회귀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데이터값
을 연결하는 작용을 합니다.
y
(x 3, y 3)

30

y = ew

T

x+b

(x 2, y 2)

20

y′i = ln y i
(x 1, y 1)

10

(x 1, y 1′)

b
0

(x 3, y ′3)

y′ = w Tx + b

1

그림 3.1
g ( · )는 연속적이고 충분히 평
활하다.

(x 2, y ′2)

2

x

로그 선형 회귀 그래프

더 일반적으로는 단조 미분 가능 함수 g ( · )를 고려하여 식 3.15로 만듭니다.
식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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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M의 파라미터 계산은 일반
적으로 가중 최소제곱법이나
최대 우도법을 사용해서 진행
한다.

3.3

이렇게 얻은 모델은 일반화 선형 모델generalize linear model이라 부르고, 함수g( · )는
링크 함수link function라고 합니다. 일반화 선형 모델의 단조 미분 가능 함수 g ( · )가
ln( · )일 경우 (즉, g ( · ) = ln( · )) 로그 선형 회귀가 됩니다.

로지스틱 회귀
앞 절에서 우리는 선형 모델을 사용하여 회귀 학습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했
습니다. 만약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분류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은 식 3.15 일반화 선형 모델에 있습니다. 단조 미분 가능 함수 하나만 찾아내어 분
류 문제의 실제 레이블 y와 선형 회귀 모델의 예측값을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결괏값이 y ∈ {0,1}인 이진 분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선형 회귀 모델이 생성한 예
측값 z = w Tx + b는 실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수 z를 0/1값으로 변환해 줘야

헤비사이드(Heaviside) 함수라
고도 한다.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단위 계단 함수unit-step function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식 3.16

만약 예측값 z가 0보다 크다면 양성값으로, 0보다 작다면 음성값으로 주어집니다.
예측값이 임곗값인 0이면 임의로 판별합니다. 그림 3.2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
습니다.
y
1

1
y = 1 + e −z

−10

−5

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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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0.5

0

5

z > 0;
z = 0;
z < 0.

1,
0.5,
0,

10

단위 계단 함수와 로지스틱 함수

z

하지만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단위 계단 함수는 불연속적입니다. 따라서 식
3.15의 g −( · )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정 수준에서 단위 계단
함수와 근사한 대체 함수surrogate function를 찾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단
약칭은 ‘로짓 함수’

조 미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로지스틱 함수logistic function가 자주 쓰이는
대체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와 로지스틱 함수는
다르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S형의 함수
다. 로지스틱 함수는 대표적인

식 3.17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로지스틱 함수는 일종의 시그모이드 함수sigmoid function

시그모이드 함수이고, 5장에서

입니다. 이 함수는 z값을 0이나 1에 근사한 y값으로 전환하고, 아웃풋이 z = 0 근

설명할 신경망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처에서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로지스틱 함수를 g −( · )로 식 3.15에 대입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3.18

식 3.14와 비슷하게 식 3.18은 다음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식 3.19

만약 y를 샘플 x가 양성값일 가능성으로 본다면, 1 − y는 반대로 음성값일 가능
성이 됩니다. 이 둘의 비굣값은 식 3.20이고 이를 오즈odds라고 부릅니다.
식 3.20

오즈는 x가 양성값일 상대적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오즈에 대하여 로그를 취하면
로그 오즈log odds라고 부르고 로짓logit이라고도 부릅니다.
식 3.21

위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식 3.18은 사실상 선형 회귀 모델의 예측 결괏값을
사용하여 실제 데이터의 로그 오즈에 근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을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또는 로짓 회귀logit regression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

의해야 할 점은 명칭은 ‘회귀’지만, 사실상 일종의 분류 학습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러한 방법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모델은 분류 가능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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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사전 데이터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는 가설 분포가 부정확해서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리고 로지스틱 회귀는 ‘클래스’를 예측할 뿐 아니라 근사확률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확률을 통해 의사결정을 도와야 하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로지스틱 회귀가 구하고자 하는 해의 목표 함수는 어떤 단계에서든 구
할 수 있는 컨벡스(볼록) 함수convex function라는 점입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매우 좋
은 성질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많은 수치 최적화 알고리즘을 모두 최적해optimum
solution를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식 3.18의 w와 b를 찾아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식
3.18의 y를 사후 확률 p (y = 1 | x)라고 본다면, 식 3.19와 3.18은 다음과 같이 다
시 쓸 수 있습니다.
식 3.22

식 3.23

따라서 식 3.24가 나옵니다.
식 3.24

최대 우도법에 관해서는 7.2절
을 참조하라.

결국, 우리는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통해 w와 b를 추측할 수 있습
니다. 데이터 세트를 {(x i , y i)}
likelihood를

로 정의하고,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로그 우도log

최대화한다고 한다면 식 3.25와 같습니다.
식 3.25

즉, 각 샘플이 실제 레이블에 속할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뜻이 됩니다. 예
를 들어, 𝜷  = (w; b), x̂ = (x; 1)로 각각 정의하면 w Tx + b는 𝜷 Tx̂ 로 요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또 p1(x̂; 𝜷) = p(y = 1 | x̂; 𝜷), p 0(x̂; 𝜷) = p(y = 0 | x̂; 𝜷) = 1 −
p1(x̂; 𝜷)로 정의한다면 식 3.25에서 우도 항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식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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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23과 식 3.24에 기반하여 식 3.26을 식 3.25에 대입하면, 식 3.25를 최대화하
는 것이 다음 식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y i ∈ {0, 1}을 고려해야 한다.

식 3.27

식 3.27은 𝜷의 고차 미분 가능 연속 컨벡스 함수convex function입니다. 컨벡스 최
적화convex optimization[Boyd and Vandenberghe, 2004] 이론에 의하면, 경사하강법gradient
부록 B.4를 참조하라.

descent method,

뉴턴법Newton method 같은 정통적인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해당 식의 최적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 3.28

뉴턴법을 예로 들면, t + 1번째 순서의 반복해iteration solution의 공식은 식 3.29입니다.
식 3.29

해당 식의 에 대한 1차, 2차 도함수는 각각 식 3.30과 식 3.31입니다.
식 3.30

식 3.31

3.4

선형 판별분석
선형 판별분석Linear Discriminant Analysis, LDA은 전통적인 선형 학습법입니다. 이진 분

엄격히 말하면 LDA와 피셔 판
별분석은 다르다. 전자는 각
클래스 샘플의 공분산 행렬이
같고 풀랭크(full rank) 행렬임
을 가정한다.

류 문제에서는 Fisher피셔, 1936가 가장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피셔 판별분석’이라
고도 부릅니다.
LDA의 아이디어는 매우 단순합니다. 훈련 데이터 세트를 정하고 샘플을 하나의
직선 위에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들을 가능한 한 가까
운 투영점에 놓고 서로 다른 클래스에 속한 샘플들은 투영점에서 최대한 먼 위치

3.4 선형 판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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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HAPTER

16.1

강화 학습

과업과 보상
우리는 먼저 수박을 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수박을 심을 때는 여러 단계
가 있을 것입니다. 종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기가 되면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잡초도 뽑고, 살충제도 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가 되면 수박을 얻
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박을 수확한 후에야 심었던 수박이 잘 익은 수박인지 아닌
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잘 익은 수박을 얻은 것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라고 한다면, 수박을 심고 키우는 과정에 어떤 행동(비료 주기 등)을 했다고 곧바로
보상이 주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각 행동을 할 때 최종 보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조차 알지 못하고 다만 각 과정의 피드백(잘 자라는 새싹 등)을 얻을 뿐입니다. 비
교적 잘 익은 수박을 심는 노하우를 터득하려면 많이 심고 키워봐야 하며, 이 과정

또는 ‘보상 학습’이라고도 부
른다.

에서 지속해서 탐색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추상화한다면, 바로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이 됩니다.
액션 a

머신

환경
상태 x
보상 r

그림 16.1

강화 학습 그래프

그림 16.1은 강화 학습에 대한 간단한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강화 학습 과업은 일
반적으로 마르코프 결정 이론Markov Decision Process, MDP을 통해 나타냅니다. 에이전
트는 환경 E 중에 놓여 있고, 상태 공간은 X, 그리고 각 상태 x ∈ X는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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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느끼는 환경에 대한 묘사인데, 이는 수박심기 과업에서 싹이 자라는 모습에 대
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이 합쳐져 액션 공간
A가 되고, 수박심기 과업 예에서는 물이나 비료를 주는 과정, 혹은 비료나 농약
을 선택하는 많은 선택 액션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어떤 액션 a ∈ A가 현재 상
태 x상에서 작용했다면 잠재적인 전이 함수 P는 환경을 현재 상태에서 모종의 확
률에 따라 다른 상태로 전이시킵니다. 예를 들어, 수박 새싹이 물이 부족한 상태
에 놓여 있었다면, 물을 주는 행동을 선택했을 때 새싹의 성장에 변화가 발생합니
다. 즉, 일정한 확률로 건강을 회복하거나, 또 다른 일정한 확률로 말라 죽는 것이
죠. 다른 환경으로 전이하는 동시에, 환경은 잠재된 보상reward 함수 R에 기반해 에
이전트에게 상벌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새싹이 건강을 회복하면 +1점을, 말라
죽는다면 −10점을, 최종적으로 잘 익은 수박을 얻으면 +100점을 주는 식으로 말
이죠. 종합해 보면 강화 학습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 그룹 E = 〈X, A, P, R〉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P : X × A × X ↦ R은 상태 전이 확률을 지정하고
있고, R : X × A × X ↦ R은 보상을 지정합니다. 어떤 응용 중에서는 보상 함수
는 오직 상태 전이와만 연관이 있습니다(즉, R : X × X ↦ R).
a = 물을 주지 않음
a = 물을 줌
p = 0.4
p = 0.6
a = 물을 주지 않음 r = 1
r = 1 a = 물을 주지 않음
p = 0.6
p = 0.6
=
−
r
1
r = −1

a = 물을 줌
p = 0.5
r = −1

s = 물 부족
a = 물을 주지 않음
p = 0.4
r = −1

s = 건강함

s = 물이 넘침
a = 물을 줌
p = 0.5
r = −1

a = 물을 줌
p = 0.5
r = −1

s
a = 물을 주지 않음
p = 0.6
r = −100
a = 물을 줌/물을 주지 않음
p=1
r = −100
= 시듦

그림 16.2

a = 물을 주지 않음
p = 0.4
r = −1

a = 물을 줌
p = 0.6
r = −1

a = 물을 줌
p = 0.4
r = −100

수박에 물을 주는 문제에서 마르코프 결정 과정

그림 16.2는 수박에 물을 주는 마르코프 결정 과정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보여줍
니다. 해당 과업에는 네 가지 상태(건강, 물 부족, 물이 넘침, 시듦)와 두 가지 액션(물을
줌, 물을 주지 않음)만 존재합니다. 각 단계의 전이 후, 만약 새싹이 건강함을 유지한

다면 보상 1점을 얻고, 물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상태라면 −1점을 얻습니다. 이때
물을 주거나 주지 않는 액션을 취해 건강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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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들어 버린다면 보상(벌점)으로 −100점을 받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림에서
화살표는 상태 전이를 나타냅니다. 화살표 옆에 있는 a, p, r은 각각 상태 전이를
일으키는 액션, 전이 확률 그리고 돌아오는 보상을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최적의 전략은 ‘건강’ 상태일 때 액션 ‘물을 줌’을, ‘물
이 넘침’ 상태일 때 액션 ‘물을 주지 않음’을, ‘물 부족’ 상태에서 액션 ‘물을 줌’을, ‘시
듦’ 상태일 때 임의의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이전트’와 ‘환경’의 경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수박심기 과업에서 환경은
수박이 성장하는 자연환경입니다. 바둑에서 환경은 바둑판과 상대 기수입니다. 로
봇 조종에서 환경은 로봇의 본체와 물리적 세계입니다. 종합해 보면 환경에서 상
태 전이, 상벌은 에이전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는 액션을 선택하고
실행해 환경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전이 후의 상태를 관찰하거나 돌아오
는 상점을 통해서만 환경을 감지합니다.
에이전트가 해야 할 것은 놓인 환경에서 계속해서 시도하며 정책policy 𝜋를 학습하
는 것입니다. 해당 정책에 기반해 상태 x에서 실행해야 할 액션 a = 𝜋(x)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싹의 상태가 ‘물 부족’임을 보고 ‘물을 주는’ 액션을 반환
하는 것입니다. 정책에는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을 함수 𝜋 
: X ↦ A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결정론적 정책은 이런 형태로 많이 표현합니
다. 다른 한 종류는 확률 표현 𝜋 :  X × A ↦ R입니다. 스토캐스틱 정책은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𝜋(x, a)는 상태 x에서 액션 a를 선택할 확률이며, 여기서 반
드시 ∑a 𝜋(x, a) = 1이 됩니다.
정책의 좋고 나쁨은 장기적으로 해당 정책을 실행해 본 후의 누적 보상 결과에 따
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 수박 새싹을 말라 죽게 했다면, 해당 정책이
얻는 누적 보상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다른 정책이 잘 익은 수박을 얻었다면, 해당
정책의 누적 보상은 매우 클 것입니다. 강화 학습 과업에서 학습의 목적은 장기 누
역주

유한 경로를 가진 과업

인 에피소드 과업(episode task)
과 무한 경로를 가진 영구 과업
(continuing task)의 차이에 따라
사용되는 누적 보상이 달라야
한다.

적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찾는 것입니다. 장기 누적 보상에는 여러 가지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것은 ‘T 단계 누적 보상’
‘ 𝛾할인discount 누적 보상’

과

이 있습니다. 여기서 r t 는 t단계에서 얻는

보상값을 뜻하며, E는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댓값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16.1 과업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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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강화 학습과 지도 학습 간의 차이에 대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상태’가 지도 학습에서 ‘샘플’에 대응하고, ‘액션’은
‘레이블’에 대응한다면, 강화 학습 중에 ‘정책’은 실질적으로 지도 학습 중의 ‘분류
기’(액션이 이산형일 때) 혹은 ‘회귀기’(액션이 연속형일 때)에 해당할 것이고 모델의 형
식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강화 학습에는 지도 학습의 레이
블된 샘플(즉, ‘샘플–레이블’ 쌍)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에이전트에게 어떤 환경에
서 어떤 액션을 취하라고 가르쳐 줄 특정한 사람이 없고, 최종 결과가 얻어지면 그
결과를 이끈 액션들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강화 학습은 모종
의 의미에서 ‘지연되는 레이블 정보’에 대한 지도 학습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2

K-암드 밴딧

16.2.1 탐색과 이용
일반 학습과 다르게 강화 학습 과업의 최종 보상은 여러 단계의 액션 후에야 관측
됩니다. 여기서는 먼저 간단한 상황을 고려해 봅시다. 단일 단계 보상을 최대화하
려면 하나의 액션만을 고려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간단한 상황에서
도 강화 학습은 지도 학습과 명확한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이
전트는 시도를 통해 각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훈련 데이터가 에이
전트의 행동을 안내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일 단계 보상의 최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
째는 각 액션이 가져올 보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상이 가장 큰 액
션을 골라 실행합니다. 만약 각 액션에 대응하는 보상이 이미 결정된 값이라면, 모
든 액션을 한 번씩 테스트해 보상을 최대화하는 액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러나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하나의 액션에 대한 보상은 하나의 확률 분포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한 번씩 테스트한다고 해서 평균 보상값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단일 단계 강화 학습은 사실상 K-암드 밴딧K-armed bandit이라는 하나의 이론 모델과

같습니다. 그림 16.3에 나온 것처럼, K-암드 밴딧은 K개의 손잡이가 있고, 도박사는
하나의 코인을 넣고 k개 중 하나의 손잡이를 당길 수 있습니다. 각 손잡이는 일정
확률로 많은 코인(잭팟)을 돌려줍니다. 그러나 도박사는 이 확률을 알지 못합니다.

438

C H A P T E R 16 강화 학습

도박사의 목표는 일정한 정책을 통해 자신의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 즉 코인을 최대
로 많이 얻는 것입니다.

손잡이

그림 16.3

K-암드 밴딧

만약 각 손잡이의 기대 보상을 계산하려 한다면 탐색법exploration-only을 사용하면
됩니다. 즉, 모든 손잡이에 가지고 있는 코인을 평등하게 분배하여 게임을 진행하
면, 각 손잡이가 평균적으로 돌려준 코인의 확률을 해당 보상 기대의 근사로 계산
역주

기존에 살펴본 경사하강

법이 이용법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상이 가장 큰 액션을 실행하려 한다면 이용법exploitationonly을

사용하면 됩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보상이 큰 기계를 선택하여(현재까지 평

균 보상이 가장 큰 기계) 게임을 진행합니다. 탐색법은 각 손잡이의 보상을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적의 손잡이를 선택할 기회를 놓칩니다. 이용법은 반대로
각 손잡이의 기대 보상을 잘 계산할 수는 없고 최적의 손잡이를 선택할 수 없을지
도 모릅니다. 따라서 두 방법 모두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은 힘듭니다.
사실 탐색(즉, 손잡이가 좋고 나쁨을 추정하는 것)과 이용(즉, 현 단계에서 가장 좋은 손잡
이를 선택하는 것)은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시도 횟수(총 코인 수)는 제한적

이고, 한 측면을 강화하면 한 측면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강화 학습이
역주

‘탐험’과 ‘탐사’라고 번역하

기도 한다. 그리고 딜레마 대신
conflict(충돌, 갈등)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직면하는 탐색-이용 딜레마Exploration-Exploitation dilemma입니다. 따라서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고 싶다면 탐색과 이용 방법 사이의 절충이 필요합니다.

16.2.2 𝝐-그리디
𝜖-그리디(탐욕) 방법은 하나의 확률을 기반으로 ‘탐색과 이용’에 대해 절충하는 방
법입니다. 매번 시도할 때마다 𝜖의 확률로 탐색을 진행합니다. 즉, 일정한 확률로
하나의 손잡이를 임의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1 − 𝜖의 확률로 이용을 진행합니다.

16.2 K-암드 밴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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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 단계에서 평균 보상이 가장 높은 손잡이를 선택합니다(만약 다수가 존재한다
면 임의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먼저, Q (k)로 손잡이 k의 평균 보상을 나타냅니다. 만약 손잡이 k가 n번 시도되었
다고 한다면, 얻은 보상은 v 1, v 2, . . . , v n 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평균 보상은 다
음 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식 16.1

만약 식 16.1을 기반으로 평균 보상을 계산한다면, n개의 보상값을 기록해야 합니
다. 더 고효율적인 방법은 평균값에 대해 점진적 계산incremental calculation을 하는 것
입니다. 즉, 매번 시도할 때마다 Q (k)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시도한 횟수를
숫자로 표기한다고 한다면, 처음 시작 Q 0(k)는 0이 됩니다. 임의의 n ⩾ 1에 대해
n − 1번째 시도 후의 평균 보상이 Q n−1(k)라면, n번째 시도 후 보상 v n을 얻은 후
의 평균 보상은 다음과 같이 갱신됩니다.
식 16.2

식 16.3은 16.4.2절에서 사용
한다.

식 16.3

이런 식으로 시도된 횟수에 상관없이 ‘이미 시도된 횟수 n − 1’과 ‘최근 평균 보상
Q n−1(k) 오직 두 개의 값만 기록합니다. 𝜖-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한 계산 절차는 그
림 16.4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 손잡이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비교적 높다면(예를 들어, 확률 분포가 비교적
넓을 경우), 더 많은 탐색이 필요합니다(즉, 더 큰 𝜖값이 필요함). 만약 손잡이의 불확

실성이 비교적 낮을 경우(예를 들어, 확률 분포가 비교적 집중되어 있을 경우), 적은 시
도만으로도 실제 보상에 근사할 수 있습니다(즉, 더 작은 𝜖값이 필요). 일반적으로 𝜖
는 0.1이나 0.01과 같은 비교적 작은 상수입니다. 그러나 만약 시도 횟수가 매우
많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손잡이의 보상은 비교적 정확하게 근사될 것이고 더
이상의 탐색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𝜖를 시도 횟수 증가에
비례해 줄일 수 있습니다(즉, 𝜖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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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손잡이 수 K

보상 함수 R
시도 횟수 T
탐색 확률 𝜖
과정:
Q (i )와 count(i)는 각각 손잡
이 i의 평균 보상과 승리 횟수
를 기록하게 된다.

1: r = 0
2: ∀i = 1, 2, . . . K : Q (i) = 0, count(i) = 0
3: for t = 1, 2, . . . , T do

생성되는 랜덤 수의 범위는 [0,
1]이다.

4:
5:

if rand()< 𝜖 then
k = 1, 2, . . . , K 중에서 균일 분포로 랜덤하게 선택

6:
7:

else

이번에 시도한 보상값을 뜻한다.

8:
9:

end if
v = R (k)

식 16.2는 평균 보상을 갱신한다.

10:
11:

r=r+v
Q (k) =

k = arg maxi Q(i)

12:
count(k) = count(k) + 1
:
13 end for
출력: 누적 보상 r
그림 16.4

𝜖-그리디 알고리즘

16.2.3 소프트맥스 알고리즘
소프트맥스Softmax 알고리즘은 현재 알고 있는 손잡이 평균 보상을 기반으로 ‘탐색

과 이용’에 대해 절충을 진행합니다. 만약 각 손잡이의 평균 보상이 같다면 각 손
잡이를 선택할 확률도 같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손잡이의 평균 보상이 다른 손잡
이보다 명확하게 높다면, 그들이 선택될 확률도 명확하게 높을 것입니다.
소프트맥스 알고리즘에서 손잡이 확률의 분배는 볼츠만 분포에 기반합니다.

식 16.4

여기서 Q (i)는 현재 손잡이의 평균 보상을 기록합니다. 𝜏 > 0은 ‘온도’라고 부르고,
𝜏가 작을수록 평균 보상이 높은 손잡이가 선택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𝜏가 0으로
향할 시에, 소프트맥스는 ‘이용법’ 방향으로 향하고, 𝜏가 무한대로 커지면 소프트

16.2 K-암드 밴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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