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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개

• Python을 위한 오픈소스 머신 러닝 라이브러리
• Torch를 기반으로 하며, 자연어 처리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사용
• GPU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빠르며,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 Facebook의 인공지능 연구팀이 개발

주요기능
• Python과 높은 호환성을 가지며, 강력한 GPU가속화를 통해 인공신경망 모델을 쉽게 구축
• 자동 미분을 사용하여 인공신경망의 역전파 단계의 연산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대분류 • 기타 소분류 • AI

라이선스형태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BSD)
사전설치 솔루션 • Python 3.x, Python 2.x

버전 • 1.7.0 (2020년 10월 기준)

특징

• 간편한 설치, 이해와 디버깅이 쉬운 직관적이고 간결한 코드로 구성
• Define by Run 방식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결과값을 시각화
• Python Library (Numpy, Scipy, Cython etc) 와 높은 호환성을 가짐
• 자동 미분 시스템을 이용해 쉽게 Data Direct Networks (DDN) 을 구현할 수 있음

개발회사/커뮤니티 • Facebook AI Research (https://ai.facebook.com/)

공식 홈페이지 • https://pytor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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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요약

•  PyTorch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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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지원여부

32 / 64 bit OS 32 / 64 지원 (x86 / x86_64)

Pip Package 지원

Install Anaconda 지원

Install Source 지원

CPU 연산 지원

GPU 연산 지원

TPU 연산 지원



2. 기능요약

•  PyTorch는 Python 기반의 오픈 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로, 페이스북 인공지능

연구집단에 의해 개발되었다. 간결하고 구현이 빠르게 진행되며, TensorFlow보다 사용자가

익히기 훨씬 쉽다는 특징이 있다. 

•  TensorFlow는 Define-and-Run 프레임워크인 반면, PyTorch는 Define-by-Run이다.

•  PyTorch는 Python 코딩과 비슷하기 때문에 언어 자체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며, 선언과

동시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세션도 필요 없기 때문에, 코드가 간결하고 난이도가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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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환경

• 하드웨어 제약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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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Python 2.7 Python 3.5 Python 3.6

64-bit Linux O O O

CPU & GPU 지원여부
CPU, GPU 
모두 지원

CPU, GPU 
모두 지원

CPU, GPU 
모두 지원

Mac OS X O O O

CPU & GPU 지원여부 CPU만 지원 CPU만 지원 CPU만 지원

64-bit Windows O O O

CPU & GPU 지원여부
CPU, GPU 
모두 지원

CPU, GPU 
모두 지원

CPU, GPU 
모두 지원



4. 설치 및 실행
세부 목차

- Windows

4.1 설치 준비 (Python 설치)

4.2 PyTorch 설치

4.3 설치 확인 및 실행

- Ubuntu (18.04 LTS)

4.1 설치 준비 (Python 설치)

4.2 PyTorch 설치

4.3 설치 확인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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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및 실행
4.1 설치 준비 (Python 설치) (Windows)

• Python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링크 : https://www.python.org/downloads/windows/

- Version : 3.6.x 버전을 추천 (다른 버전도 호환 가능)

- Python 홈페이지 – Downloads – Windows 으로

접속 및 버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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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선택 및 파일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진행

- 환경 변수 추가를 위해 Add Python 3.x to PATH 클릭

- 이후 Install Now 버튼 및 next를 통해 설치



4. 설치 및 실행
4.1 설치 준비 (Python 설치) (Windows)

• 명령 프롬프트 창을 관리자 권한을 통해 실행

- python 이라고 입력하여 파이썬 실행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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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및 실행
4.2 PyTorch 설치 (Windows)

• PyTorch 공식 홈페이지 접속

- INSTALL PYTORCH 항목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 선택

- PyTorch Build : Stable(1.7.0) 버전 설치 권장

- Your OS :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를 선택 (Windows 선택)

- Package : Python을 설치했으므로 Pip 선택, 만약 아나콘다를 설치하였으면 Conda 선택

- Language : Python을 설치했으므로 Python을 선택, 

만약 C++, Java를 선택하였으면 C++, Java를 선택

- CUDA :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 GPU를 이용하는 경우 CUDA를 설치하여 버전을 선택, 

만약 CPU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경우, None을 선택

- Run this Command : 해당되는 내용을 복사하여 명령 프롬프트창에 입력하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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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및 실행
4.2 PyTorch 설치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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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Torch 공식 홈페이지 접속 화면

출력되는 빨간색 네모 안의 코드를 명령프롬프트 창에 입력하여 실행



4. 설치 및 실행
4.3 PyTorch 설치 확인 및 실행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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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Torch을 Python 콘솔에서 실행



4. 설치 및 실행
4.1 설치 준비 (Python 설치) (Ubuntu 18.04 LTS)

• Terminal 을 통해 Python 설치

- 명령어

- sudo apt update

- sudo apt install software-properties-common

- sudo add-apt-repository ppa:deadsnakes/ppa

- sudo apt update

- sudo apt install python 3.6 # Python 3.6 version

- sudo apt install python 3.7 # Python 3.7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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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및 실행

• Terminal 을 실행하여 명령어를 통해

- python3.6 혹은 python3.7 이라고 입력하여 파이썬 실행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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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설치 준비 (Python 설치) (Ubuntu 18.04 LTS)



4. 설치 및 실행

• PyTorch 공식 홈페이지 접속

- INSTALL PYTORCH 항목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 선택

- PyTorch Build : Stable(1.7.0) 버전 설치 권장

- Your OS :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를 선택 (Linux 선택)

- Package : Python을 설치했으므로 Pip 선택, 만약 아나콘다를 설치하였으면 Conda 선택

- Language : Python을 설치했으므로 Python을 선택, 

만약 C++, Java를 선택하였으면 C++, Java를 선택

- CUDA :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 GPU를 이용하는 경우 CUDA를 설치하여 버전을 선택, 

만약 CPU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경우, None을 선택

- Run this Command : 해당되는 내용을 복사하여 Terminal에 입력하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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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yTorch 설치 (Ubuntu 18.04 LTS)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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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Torch 공식 홈페이지 접속 화면

출력되는 빨간색 네모 안의 코드를 터미널 창에 입력하여 실행

4.2 PyTorch 설치 (Ubuntu 18.04 LTS)



4. 설치 및 실행
4.3 PyTorch 설치 확인 및 실행 (Ubuntu 18.04 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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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Torch을 터미널창에 설치하는 과정

• PyTorch을 Python 콘솔에서 실행



5. 기능소개
세부 목차

5.1 연산 정의하기

5.2 자동미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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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소개
5.1 연산 정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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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sor를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 필요한 기본 연산 정의 및 실습하기

- import torch 로 PyTorch 라이브러리를 불러옴

- Scalar, Vector, Matrix, Tensor 형식의 자료구조를 정의함

- 정의된 자료구조에 대해 기초 연산을 정의하여 계산

Scalar 자료구조에 대한 연산 정의 및 실행 예제



5. 기능소개
5.1 연산 정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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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 자료구조에 대한 연산 정의 및 실행 예제



5. 기능소개
5.1 연산 정의하기

- 21 -

Matrix 자료구조에 대한 연산 정의 및 실행 예제



5. 기능소개
5.1 연산 정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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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자료구조에 대한 연산 정의 및 실행 예제



5. 기능소개
5.1 자동미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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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미분 계산하기 코드 (1)

자동미분 계산하기 코드 (2)

• PyTorch를 이용해 역전파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Autograd 실습하기

- w1, w2 값이 역전파에 의해 업데이트 되는 내용의 스크립트 파일



6. 활용예제
세부 목차

6.1 손글씨 숫자를 인식하는 인공신경망 모델 구축하기 (환경 설정)

6.2 손글씨 숫자 인식을 위해 데이터 셋을 불러오기

6.3 학습 모델 정의

6.4 모델 학습 진행

6.5 모델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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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용예제
6.1 손글씨 숫자를 인식하는 인공신경망 모델 구축하기 (환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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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예제에 관련된 모듈 불러오기

연산 장치 설정 (CPU 혹은 GPU)

인공신경망 모델이 학습될 때 학습되는 횟수 및 단위 설정



6. 활용예제
6.2 손글씨 숫자 인식을 위해 데이터 셋을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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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글씨 숫자 인식 데이터 셋 다운로드 및 불러오기



6. 활용예제
6.3 학습 모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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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글씨 숫자를 인식하는 학습 모델 설계하기



6. 활용예제
6.3 학습 모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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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글씨 숫자를 인식하기 위해 설계한 인공신경망 모델을 학습하는 함수 정의하기



6. 활용예제
6.3 학습 모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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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이 완료된 인공신경망 모델을 검증하는 함수 정의하기



6. 활용예제
6.4 모델 학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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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글씨 숫자를 인식하기 위해 설계한 인공신경망 모델을 학습하기



6. 활용예제
6.5 모델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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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이 완료될 때마다 평가를 진행하며 최종으로 약 90% 수준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음



7. FAQ

Q PyTorch는 TensorFlow보다 장점이 무엇인가요?

A PyTorch 와 TensorFlow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딥러닝을 구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TensorFlow는 Placeholder를 선언하고, 이것으로 계산

그래프를 만들어서 코드를 실행하는 직관적이지 않지만, PyTorch는 선언 및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여서 코드가 간결하고 난이도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

Q PyTorch에서 유용한 패키지는 무엇이 있나요?

A

&
PyTorch에는 다양한 패키지들을 통해 인공신경망 모델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utograd 패키지를 이용하여 자동 미분을 계산하고,

nn 패키지를 통해 인공신경망 모델을 쉽게 구현하며, optim 패키지를

이용하여 코드 1줄로 최적화 기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32 -



8.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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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파이썬
1991년 프로그래머인 귀도 반 로섬 (Guido van Rossum)이 발표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플랫폼 독립적이며 인터프리터식, 
객체지향적, 동적타이핑(dynamically typed) 대화형 언어

PyTorch Python을 위한 오픈소스 머신 러닝 라이브러리

Define-and-Run
인공신경망 모델을 정의하며, 
이는 고정된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받는 형식

Define-by-Run
인공신경망 모델이 역동적으로 정의되며,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모델을 정의 및 실험하는 형식

인공신경망
기계학습과 인지과학에서 생물학의 신경망에서 영감을 얻은
통계학적 학습 알고리즘

BATCH_SIZE
인공신경망 모델을 학습할 때 오차값을 계산하여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계산되는 데이터 개수 단위

EPOCHS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인공신경망 모델을 학습할 때
학습을 진행하는 전체 횟수

LEARNING_RATE
BATCH_SIZE를 통해 계산된 오차값을 활용하여 가중치값을
업데이트 할 때, 업데이트 되는 단위를 조정하는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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