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15. 
NumPy 라이브러리

  학습목표
- Numpy 라이브러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 Numpy 패키지를 이용하여 행렬 계산을 수행해보자.

- Numpy를 이용하여 배열을 생성해보고, 관련 함수들을 살펴보자.

- Numpy를 이용하여 배열 인덱싱을 수행해보자.

- Numpy의 축과 축에 따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 Numpy를 이용하여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15.1 NumPy 라이브러리 기초

앞 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중에서도 과학 계산, 머신

러닝 등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외부 패키지인 넘파이NumPy에 대해서 알아보자. 넘파

이는 파이썬의 과학계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인데 ‘넘피’라고도 읽는다.

넘파이에는 다차원 배열과 행렬 객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객체를 처리하는 고급 함수들

이 있어서 반복문이 쓰지 않고도 배열과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등의 연산을 굉장

히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C, C++, 포트란 언어로 쉽게 변환시킬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유용한 선형대수 풀이, 푸리에 변환, 난수 계산기, 간단한 기술통계분석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아나콘다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설치하면

넘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맥이나 리눅스의 경우 pip를 이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pip를 이용하여 설치할 적에는 명령행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입력한다.

$ pip install numpy

최근에 각광 받는 머신러닝에 관련된 분야에서 아주 큰 수치 데이터를 다룰 때에 적합한

패키지이자 행렬 계산의 사실상 표준 패키지이다. 비록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파이썬에서 빠른 행렬 계산을 한다고 하면 보통 넘파이를 사용한다고 보아

도 무관하다. 빠른 연산이 필요한 경우 적합하고, 고급 선형대수학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자. 먼저 ‘행렬’에 대해서 살펴보자. 파이썬의 넘파이 패키지에는

ndarray라는 다차원 배열 클래스가 있는데 이는 클래스에는 동일한 형의 자료 값을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스트의 원소들은 문자나, 정수, 실수 등을 섞어서 넣을 수 있지만



ndarray에서는 빠른 연산을 위해 이러한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동일한 형의

자료 값이 여러 개 연속적인 공간에 저장되어 있어야 동일한 메모리 크기만큼을 건너뛰어

연산을 하게 되어 연산의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차원의 배열에 대해서 덧

셈, 뺄셈이 가능하다. 리스트 연산에 비해 연산 속도가 빠르며, 인덱싱, 크기 구하기 연산이

가능하며, 형태shape, 원소의 크기, 차원, 원소의 바이트 크기 등의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

다.

우선 다음 실습 코드와 같이 a = np.array([1, 2, 3])과 같이 3개의 정수 값을 원소로 가지

는 ndarray를 생성하여 그 속성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넘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import를 이용하여 numpy를 가지고 오되, ‘as np’문 통해 np라는 별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우선 ndarray에는 shape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는 배열의 차원 정보를 가지고 있다. 1차

원 배열은 (3,) 와 같은 값으로 표시되며, 3행 4열의 원소를 가지는 2차원 배열이 있을 경우

(3, 4)라는 shape 값으로 표시된다. 다음으로 ndim이라는 속성도 있다. 이것은 배열의 축,

즉 차원의 개수를 포함하고 있다. 1차원 배열의 경우 1이라는 값, 2차원 배열은 2라는 값을

가진다. dtype이라는 속성은 datatype의 약자인데 배열 원소 객체의 자료형을 기술한다. 정

수값을 원소로 가지는 경우 디폴트 데이터 타입은 int32라는 32비트 정수형 자료형이다. 다

음으로는 itemsize인데 이것은 배열 원소 객체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표시한다. int32라는

32비트 정수형 자료 형의 경우 4 바이트 이므로 itemsize는 4, float64라는 자료 형은 8 바이

트이므로 itemsize는 8이 된다. size는 배열 원소의 개수인데 아래 코드와 같이 3개의 원소

가 있을 경우 그 값은 3이 된다.

  대화창 실습 : numpy의 ndarray 사용

>>> import numpy as np

>>> a = np.array([1, 2, 3])  # 넘파이 ndarray 객체의 생성

>>> a

array([1, 2, 3])

>>> a.shape    # a 객체의 형태(shape)

(3,)

>>> a.ndim    # a 객체의 차원

1

>>> a.dtype    # a 객체 내부 자료 형

dtype('int32')

>>> a.itemsize    # a 객체 내부 자료 형이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byte)

4

>>> a.size    # a 객체의 전체 크기(항목의 수)

3



[그림 14-] 1차원 배열 a의 속성들

내부 자료형은 다음과 같이 객체 생성시 키워드 인자 dtype를 이용하여 할당 할 수 있다.

다음 코드에서 a는 dtype='int32'로 b는 dtype='int64'를 할당하여 각각 32비트, 64비트 정수

형 자료를 내부 자료형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두 자료형의 덧셈의 결과 c = a + b 는 두 자

료형 중에서 큰 자료형인 64비트 정수형으로 만들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대화창 실습 : numpy와 데이터 형

>>> a = np.array([1, 2, 3], dtype='int32')

>>> b = np.array([4, 5, 6], dtype='int64')

>>> a.dtype

int32

>>> b.dtype

int64

>>> c = a + b

>>> c.dtype

int64



속성 설명

ndim 배열 축 혹은 차원의 갯수.

shape
배열의 차원으로 (m, n) 형식의 튜플 형이다. 이 때, m과 n은 

각 차원의 원소의 크기를 알려주는 정수 값이다.

size
배열의 원소의 갯수이다. 이 갯수는 shape내의 원소의 크기의 

곱과 같다. 즉 (m, n) shape 배열의 size는 m*n 이다.

주의 : 배열을 생성할 때 주의할 점들

1. numpy의 배열을 생성할 적에 반드시 대괄호를 사용하여 리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만
들어서 array() 함수의 인자로 넣어야 한다.

>>> a = np.array([1, 2, 3, 4])

만일 리스트 형식으로 하지 않고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할 경우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
생된다.

>>> a = np.array(1, 2, 3, 4)  # 잘못된 입력
...
ValueError: only 2 non-keyword arguments accepted

2. 파이썬의 numpy는 리스트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자료형의 값을 원소로
할 수 없다.

>>> a = np.array([1, 'two', 3, 4], dtype=np.int32)
...
ValueError: invalid literal for int() with base 10: 'two'

만일 다음과 같이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two'라는 원소의 자료형인 str 타입으
로 자동 형변환이 일어난다. 이 경우 정수의 덧셈, 뺄셈등의 연산을 사용할 수 없다.

>>> a = np.array([1, 'two', 3, 4])
>>> a
array(['1', 'two', '3', '4'], dtype='<U21')

  NOTE : numpy 배열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두 가지 방법
numpy 배열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dtype=np.int32 와 같이 np의 int32 속성값으로 지정하기
>>> a = np.array([1, 2, 3, 4], dtype=np.int32)

2. dtype=‘int32’ 와 같이 문자열 형식으로 속성값으로 지정하기
>>> a = np.array([1, 2, 3, 4], dtype=‘int32’)

위에서 살펴본 numpy의 ndarray의 속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type

배열내의 원소의 형을 기술하는 객체이다. numpy는 파이썬 표준 

형을 사용할 수 있으나 numpy 자체의 자료형인 bool_, 

character, int_, int8, int16, int32, int64, float, float8, 

float16_, float32, float64, complex_, complex64, object_ 형을 

사용할 수 있다.

itemsize
배열내의 원소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기술한다. 예를 들어 

int32 자료형의 크기는 32/8=4 바이트가 된다.

data 배열의 실제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버퍼.

이제 다음과 같이 간단한 ndarray 덧셈 연산을 수행해 보자. a는 [1, 2, 3]의 세 요소를 가

지는 배열이고, b는 [4, 5, 6]의 세 요소를 가지는 배열이라고 할 때 a와 b 배열은 차원도

같고 자료형도 같으므로 원소 단위의 덧셈이 이루어진다. 이 결과 c를 출력해주면 array([5,

7, 9])과 같이, a, b의 각 원소 단위 덧셈인 [1+4, 2+5, 3+6]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화창 실습 : numpy의 ndarray의 덧셈

>>> a = np.array([1, 2, 3])

>>> b = np.array([4, 5, 6])

>>> c = a + b

>>> c

array([5, 7, 9])

이 때 a와 b의 shape이 다를 경우 덧셈 연산은 수행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오류가 출력

된다. 두 행렬의 덧셈뿐만 아니라 뺄셈, 곱셈, 나눗셈도 shape이 다를 경우 적용되지 않는

다.

  대화창 실습 : numpy의 ndarray의 덧셈

>>> a = np.array([1, 2])

>>> b = np.array([4, 5, 6])

>>> c = a + b

...

ValueError: operands could not be broadcast together with shapes (2,) (3,) 

이번에는 2행 2열의 행렬들을 다루어보는 예제이다. 몇 차원 배열인지를 알아보는 ndim을

실행하면 b는 2차원 배열이므로 2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덧셈의 결과인 c를 출력해

보면 덧셈이 수행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뺄셈도 가능하다. 단, 곱셈은 행렬의

곱셈이 아니고 각 행렬 원소 값들 사이의 곱셈임을 주의하자.



  대화창 실습 : numpy의 2차원 ndarray의 연산

>>> a = np.array([[1, 2], [3, 4]])

>>> b = np.array([[10,20], [30,40]])

>>> a + b

array([[11, 22],

       [33, 44]])

>>> a - b

array([[ -9, -18],

       [-27, -36]])

>>> a * b

array([[ 10,  40],

       [ 90, 160]])

>>> a / b

array([[0.1, 0.1],

       [0.1, 0.1]])

행렬 곱은 행렬에 있는 행의 성분과 열의 성분을 각각 원소끼리 곱한 것을 더한 결과이다.

이를 파이썬에서 수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numpy에서 제공해주는 행렬 곱

함수는 matmul()이다. 그리고 matmul() 함수를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앳

(@) 연산자이다.

아래의 코드를 대화창에서 함께 실행해보자.

  대화창 실습 : 행렬 곱 함수 matmul() 실습
>>> np.matmul(a, b)

array([[ 70, 100],

       [150, 220]])

>>> a @ b

array([[ 70, 100],

       [150, 220]])

>>> a[0,0] * b[0,0] + a[0,1] * b[1,0]

70

>>> a[0,0] * b[0,1] + a[0,1] * b[1,1]

100

>>> a[1,0] * b[0,0] + a[1,1] * b[1,0]

150

>>> a[1,0] * b[0,1] + a[1,1] * b[1,1]

220

np.matmul(a, b)을 출력해보면 행렬 곱 연산을 수행한 결과를 출력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

해 직접 행렬 곱의 결과를 하나하나 구해보면, matmul()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결과가 옳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1] numpy의 *연산과 @연산결과

[그림 14-] numpy의 a * b 연산과 a @ b 연산

한번 더 정리하면 numpy의 행렬연산은 [그림 14-]와 같이 ‘*’ 연산을 수행한 결과는 동일

한 행과 열에 위치한 요소들 간의 곱셈이고, ‘@’ 연산을 수행한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

는 행렬 곱 결과이다.

이제 다음과 같이 2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이 배열각각의 원소에 1을 더하는 연산을 수행하

자. 다음과 같이 a + 1과 a - 1 연산을 통해 간단하게 a의 모든 성분에 1을 더하고 뺄 수

있다. 마찬가지로 a * 100과 a / 100을 통해 a의 모든 성분에 100을 곱하고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a ** 2를 통해 a의 모든 성분에 제곱 연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자료형

이 int32임을 확인 할 수 있다.



 LAB 14-x : numpy 배열의 생성과 활용

1. 1에서 5까지의 정수값을 요소로 가지는 1차원 numpy 배열 a, b를 생성하여라. 이때 
a의 dtype은 int32로, b의 dtype은 int64로 설정하여라.

2. 배열 a와 b의 요소 전체가 차지하는 크기는 각각 몇 바이트 인가?

3. 

  대화창 실습 : 2차원 ndarray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제곱 연산

>>> a = np.array([[1, 2], [3, 4]])

>>> a + 1

array([[2, 3],

       [4, 5]])

>>> a - 1

array([[0, 1],

       [2, 3]])

>>> a * 100

array([[100, 200],

       [300, 400]])

>>> a / 100

array([[0.01, 0.02],

       [0.03, 0.04]])

>>> a ** 2

array([[ 1,  4],

       [ 9, 16]], dtype=int32)

19.2 Numpy 배열생성과 reshape, axis

Numpy는 앞서 배웠던 ndarray라고 하는 배열 객체를 이용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무

엇보다 이런 큰 배열을 쉽게 생성하는 함수도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가 zeors((n,m)) 함수

이다. 이는 n×m 배열(혹은 행렬)을 생성해서 초기값은 0으로 해 준다. 만약에 ones((n,m))

함수를 호출하면 초기값을 1로 가지는 n×m 배열을 생성할 수 있다. 초기 값을 임의의 수 x

로 지정하고 싶을 경우 full((n,m), x)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된다.

행과 열의 크기가 동일한 정방행렬square matrix 중에서 대각선 성분이 1이고 나머지 성

분은 0인 행렬을 단위행렬identity matrix이라고 하는데 eye(n) 함수를 이용하여 n×n 크기



의 단위 행렬을 생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random.random((n,m)) 함수를 통해 임의의 난수

을 초기값으로 가지는 n×m 크기의 행렬을 생성할 수 있다. 이때 난수는 0에서 1사이의 실

수 값을 가진다.

 주의 : 초기화 함수의 호출
 zeors((n,m)) 함수를 호출할 때, zeors(n,m)으로 호출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np.zeros(3,
4)와 같이 호출하면 데이터 형을 인식할 수 없다는 오류가 나타난다.

TypeError: data type not understood

ones(), full(), random.random() 함수를 호출할 때도 이중 괄호 내에 생성할 행렬의 크
기를 지정해 주도록 한다.

이상의 내용을 대화창에서 입력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자.

  대화창 실습 : 초기값을 가지는 배열의 생성

>>> np.zeros((2, 3))

array([[0., 0., 0.],

       [0., 0., 0.]])

>>> np.ones((2, 3))

array([[1., 1., 1.],

       [1., 1., 1.]])

>>> np.full((2, 3), 100)

array([[100, 100, 100],

       [100, 100, 100]])

>>> np.eye(3)

array([[1., 0., 0.],

       [0., 1., 0.],

       [0., 0., 1.]])

>>> np.random.random((2, 3))

array([[0.87143684, 0.44538612, 0.11908973],

       [0.87548557, 0.57502347, 0.87641631]])

다음으로는 숫자의 열을 생성하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numpy에 arange(m, n)이

라는 함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m부터 n-1까지 연속적인 정수나 실수를 계속해서 만들

어준다. 이 때, arrange(m, n, step)으로 인자를 넣어주게 되면 m부터 n까지 step만큼 건너

뛰며 연속적인 정수나 실수를 생성한다. arange().reshape(m, n)을 해 주면 arange() 함수가

만든 연속적인 값을 m×n 형태의 행렬로 재구성을 해 준다.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arange(0,10)을 실행하면,



[그림 14-] arange(0,10) 실행 결과

위와 같이 0부터 9까지의 값을 원소로 가진 배열을 생성한다. arange(0, 10, 2)를 해 주면

0부터 2씩 건너뛰면서 원소로 포함시킨다. 아래 그림을 보자.

[그림 14-] arange(0, 10, 2) 실행 결과

arange(0, 10, 2)는 [그림 14-]와 같이 0에서 9까지 연속적인 숫자들 중에 2씩 건너뛰며 원

소로 포함시킨다. 그래서 [그림 14-]와 같은 배열이 생성되게 된다.

[그림 14-] arange(0, 10, 2) 실행 결과

대화창을 통해 아래와 같은 코드를 작성해보자.

  대화창 실습 : arange() 함수를 이용한 배열 생성

>>> np.arange(0, 10)

array([0, 1, 2, 3, 4, 5, 6, 7, 8, 9])

>>> np.arange(0, 10, 2)

array([0, 2, 4, 6, 8])

>>> np.arange(0, 10, 3)

array([0, 3, 6, 9])

>>> np.arange(0.0, 1.0, 0.2)

array([0. , 0.2, 0.4, 0.6, 0.8])

스텝 값으로는 2 뿐만 아니라 다른 값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기준 값 또한 정수 값이 아

니어도 가능하다. 실수 값을 넣고, 스텝 또한 실수 값으로 넣어 실행이 가능하다.

numpy의 linspace 함수는 지정된 구간에서 동일한 간격의 값을 지정된 횟수만큼 생성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np.linspace(0, 10, 5) 함수는 0에서 10사이의 구간에 대해 5개의 값

을 동일한 간격으로 생성하므로 0.0, 0.25, 5.0, 7.5, 10.0의 값 5개를 생성한다. 이때 구간의



간격은 동일하며 지정된 개수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된다. 만일 값의 개수를 4개로 줄일 경

우 0.0, 3.33, 6.66, 10.0의 값 4개를 생성한다. 대화창을 통해 아래와 같은 코드를 작성해보

자.

  대화창 실습 : linspace() 함수를 이용한 배열 생성

>>> np.linspace(0, 10, 5)

array([ 0. ,  2.5,  5. ,  7.5, 10. ])

>>> np.linspace(0, 10, 4)

array([ 0.        ,  3.33333333,  6.66666667, 10.        ])

이제 reshape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reshape 함수는 기존의 배열의 다른 차원의 배열로

만들거나 행과 열의 크기가 다른 동일한 차원의 배열로 변환시키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 14-]와 같이 arange(0, 10).reshape(2, 5)라고 하면, arange(0, 10)을 통해 생성한

10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배열을 2행 5열 크기의 2차원 배열로 배열의 형태를 고칠 수 있

다.

[그림 14-5] reshape() 메소드를 이용하여 10개의 원소를 가지는 1차원 배열을 2행 5열의

다차원 행렬로 변환시키기

주의해야 할 점은 원본 행렬과 대상 행렬의 요소 개수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

소가 동일할 경우 어떤 형태의 배열로도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arange(0,

10).reshape(3, 3)와 같이 요소의 수가 맞지 않는 배열의 크기로 reshape()하려고 하면 오류

가 발생한다.



  대화창 실습 : reshape()을 이용한 배열의 재구성

>>> np.arange(0,10).reshape(2,5)

array([[0, 1, 2, 3, 4],

       [5, 6, 7, 8, 9]])

>>> np.arange(0,10).reshape(5,2)

array([[0, 1],

       [2, 3],

       [4, 5],

       [6, 7],

       [8, 9]])

>>> np.arange(0,10).reshape(3,3)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stdin>", line 1, in <module>

ValueError: cannot reshape array of size 10 into shape (3,3)

위의 코드에서는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재구성하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1차원 배열을

3차원 배열로 재구성 하는 것도 가능하다. arange(0, 24).reshape(4, 3, 2)라고 해 준다면 1차

원 배열의 총 요소의 개수는 24개로 3차원 배열의 요소의 수와 동일하므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 재구성 함수를 통해 다음과 같이 3행 2열의 행렬이 4개 만들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대화창 실습 : 다른 차원으로의 reshape() 실습

>>> np.arange(0, 24).reshape(4, 3, 2)

array([[[ 0,  1],

        [ 2,  3],

        [ 4,  5]],

       [[ 6,  7],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LAB 14-x : 행렬의 재구성
1. arange() 함수를 사용하여 1에서 12까지의 원소를 가지는 1차원 배열 a1을 생성하여
라.
2. arange() 함수의 step 값을 이용하여 1에서 100까지 정수 중에서 짝수만을 가지는 
배열 a2를 생성하여라
3. 1에서 생성한 a1 배열을 reshape() 함수를 사용하여 2행 6열의 행렬로 재구성 
하여라.
4. 

(4, 3, 2)와 같이 구성된 행렬을 3차원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텐서tensor 혹은 3차원

텐서라고도 한다.

14.x 행렬의 축

다음으로 축axis에 대해서 배워보자. 배열에서 axis란 배열의 인덱스를 기술하는 순서를

말한다. 다음 [그림 14-]과 같이 2차원 배열에서 axis 0는 행의 방향 혹은 y축 방향이며,

axis 1은 열의 방향 혹은 x축 방향이다.

[그림 14-6] 2차원 배열과 축 1과 축 2의 방향

sum 함수는 행렬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기능이 있으나 행렬의 특정한 축에 대한 덧

셈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 때 axis라는 키워드로 축을 기술할 수 있으며 이 sum 함수는 다

음과 같이 축에 대한 덧셈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sum 함수를 호출하면 배열의 모든 원

소의 합을 구하며 sum(axis=0)와 같이 덧셈을 수행하는 축 0를 기술해 주면 0축 방향의 원

소의 합 [6, 9]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4-7] axis 0과 axis 1에 대하여 각각 sum 함수를 수행한 결과

  대화창 실습 : sum 함수와 axis에 따른 원소의 합
>>> np.arange(0,6).reshape(3,2).sum()  # 행렬의 모든 원소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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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arange(0,6).reshape(3,2).sum(axis=0) # 0축 방향 원소의 합

array([6, 9])

만일에 axis=0을 바꾸어 axis=1로 한다면 [1, 5, 9]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화창 실습 : 1축 방향 원소의 합

>>> np.arange(0,6).reshape(3,2).sum(axis=1) # 1축 방향 원소의 합

array([1, 5, 9])

다음으로는 min()과 max() 함수를 이용하여 0축과 1축 방향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자.

  대화창 실습 : 0축과 1축 방향 원소의 최솟값 최댓값

>>> np.arange(0,6).reshape(3,2).min(axis=0) # 0축 방향 원소의 최솟값

array([0, 1])

>>> np.arange(0,6).reshape(3,2).min(axis=1) # 1축 방향 원소의 최솟값

array([0, 2, 4])

>>> np.arange(0,6).reshape(3,2).max(axis=0) # 0축 방향 원소의 최댓값

array([4, 5])

>>> np.arange(0,6).reshape(3,2).max(axis=1) # 1축 방향 원소의 최댓값

array([1, 3, 5])

sum 함수와 마찬가지로 min, max 함수 역시 0축과 1축 방향의 최솟값, 최댓값을 axis=0,

axis=1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림 14-8] 1차원, 2차원, 3차원 배열의 형태와 각 배열의 축 방향

이제 1 차원, 2 차원, 3 차원 배열에 대하여 축을 정리해보면 [그림 14-]와 같다. 1차원 배

열은 (4,)의 형태를 가지는 배열로 축이 한 방향이다. 따라서 별도의 축 방향 연산은 의미가

없으며, 2차원 배열의 경우 축이 두 방향으로 (2, 3)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열은 3차원 배열로 (4, 3, 2)의 형태를 가진 것을 볼 수 있다.

19.3 Numpy의 배열 인덱싱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배열의 원소를 참조하려고 하면 원소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

해서 인덱스를 사용한다. 우리는 이미 1차원 리스트의 인덱싱에 대해 살펴보았었다. 1차원

배열의 인덱스 값은 리스트의 인덱스 값과 동일하다. 인덱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열 이

름[index]’와 같이 대괄호를 사용한다. 2차원, 3차원 배열의 경우 인덱스를 각각 2개, 3개 사

용하여 개별 원소를 참조할 수 있다. 더 적은 수의 인덱스를 이용해서도 한 행과 열을 뽑아

내는 것이 가능하다.

  대화창 실습 : 1차원 배열의 인덱싱하기

>>> a = np.array([1, 2, 3])

>>> print(a[0], a[1], a[2])

1 2 3

>>> print(a[-1], a[-2], a[-3])

3 2 1

위의 대화창 실습 코드와 같이 리스트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므로 0, 1, 2을 이용하여 인

덱싱하면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소에 접근할 수 있다. 이때 리스트와 마찬가지

로 음수 인덱스도 출력이 가능하다. 즉 -1번째 인덱스는 바로 배열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원소의 인덱스이다. -1, -2, -3이 되면 마지막 원소에서부터 순서대로 앞으로 온다. 즉, 1차

원 배열의 인덱스는 리스트의 인덱스와 동일하다.



이제 하나 이상의 원소를 인덱싱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아래 대화창 실습 코드와 같이

a[np.array([0, 1])]를 통해 a 배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소를 인덱싱하여 [1, 2] 배열을 만

들 수 있다. 그리고 [0, 1, 2]라는 인덱스를 통해 배열 원소 [1, 2, 3]을 얻을 수 있다. 만일

[0, 1, 3]이라는 인덱스를 사용하면 [1, 2, 4] 배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1, 1, 1,

1]이라는 인덱스를 사용할 경우 [2 2 2 2]의 중복된 값을 가지는 배열까지 손쉽게 생성할

수 있다.

  대화창 실습 : 1차원 배열에서 여러 개의 원소를 인덱싱하기

>>> a = np.array([1, 2, 3, 4])

>>> print(a[np.array([0, 1])])

[1 2]

>>> print(a[np.array([0, 1, 2])])

[1 2 3]

>>> print(a[np.array([0, 1, 3])])

[1 2 4]

>>> print(a[np.array([1, 1, 1, 1])])

[2 2 2 2]

위의 코드는 꽤나 흥미롭다. 바로 여러 개의 인덱스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원소를 한꺼번

에 인덱싱하는 것인데, 실습 코드와 같이 쉼표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인덱스들의 원소를

출력하게 된다.

14.x.x 2차원 배열의 인덱싱

이제 다음과 같은 3행 2열의 2차원 배열을 통해 다차원 배열의 인덱싱에 대하여 알아보도

록 하자. 0, 1, 2, 3, 4, 5의 6개의 원소를 가지는 3행 2열의 배열이 [그림 14-]와 같이 있다

고 가정하자.

[그림 14-9] 2차원 배열의 인덱스

위의 행렬에서 세로 축을 axis 0, 가로 축을 axis 1이라고 이미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행

방향의 인덱스를 i라 하고 열 방향 인덱스를 j라고 할 때 [i, j] 인덱스를 통해서 배열의 원



소에 접근할 수 있다. 이때 1행 1열의 원소의 인덱스는 a[0, 0], 1행 2열의 원소는 a[0, 1]이

된다. 그리고 2행 1열의 원소는 a[1, 0], 2행 2열의 원소는 a[1, 1]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실습을 통해 2차원 배열의 원소를 인덱스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보

자.

  대화창 실습 : 2차원 배열의 인덱스

>>> a = np.arange(0, 6).reshape(3, 2)

>>> a

array([[0, 1],

       [2, 3],

       [4, 5]])

>>> print(a[0, 0])

0

>>> print(a[0, 1])

1

>>> print(a[0, 2])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stdin>", line 1, in <module>

IndexError: index 2 is out of bounds for axis 1 with size 2

이 배열은 3행 2열의 배열이기 때문에 a[0, 0], a[0, 1]의 원소는 존재하지만 a[0, 2]의 위치

에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오류가 발생한다. 오류에서는 열의 크기가

2인 배열에서 인덱스 2는 범위가 벗어난다는 것을 알려준다.

만일 다음과 같은 3차원 배열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인덱싱할까? 3차원 배열은 [그림

14-]와 같이 깊이 방향, 행 방향, 열 방향의 세 축을 가지고 있으며 인덱싱 순서는 깊이 방

향, 행 방향, 열 방향이 된다.

[그림 14-10] 3차원 배열의 인덱스

[그림 14-]와 같은 삼차원 배열이 0부터 23까지 값을 가지고 있고 (4, 3, 2) 형태(shape)의



배열에 이 행렬의 원소를 한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2차원 행렬의 원소가 [[ 0,

1], [ 2, 3], [ 4, 5]]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타나는 2차원 행렬은 [[ 6, 7], [ 8, 9],

[10, 11]]이 되며, 세 번째로 나타나는 2차원 행렬은 [[12, 13], [14, 15], [16, 17]],그리고 네

번째로 나타나는 행렬이 [[18, 19], [20, 21], [22, 23]]가 된다. 따라서 이 행렬의 원소중에서

11을 참조하고 싶다면 몇 번째 행렬의 위치에 있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한다. 이 행렬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 i가 되고, 행의 값은 j, 열의 값이 k가 된다. 먼저 깊이 i는 두 번째에

있으므로 1이 된다. 그리고 행, j는 세 번째이므로 2, 열, k는 두 번째에 있으므로 1이다. 따

라서 원소 11의 위치는 [1, 2, 1]이 된다.

이것 또한 코드로 만들어서 실행해보면 a[1, 2, 1]이 11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화창 실습 : 3차원 배열의 인덱스

>>> a = np.arange(0, 24).reshape(4, 3, 2)

>>> a

array([[[ 0,  1],

        [ 2,  3],

        [ 4,  5]],

       [[ 6,  7],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print(a[1, 2, 1])

11

그렇다면 이 행렬 a에서 a[0]은 무엇을 의미할까? a[0]는 행렬의 깊이 방향으로 가장 첫 번

째 나타나는 [3, 2] 행렬인 [[0, 1], [2, 3], [4, 5]]가 된다. 그렇다면 a[0, 0]은 어떤 값일까?

이 값은 깊이 방향으로 첫 번째 행렬의 첫 번째 열을 지칭하므로 [0, 1]이 된다. 마찬가지로

a[0, 1]은 [2, 3], a[0, 2]는 [4, 5]가 된다.



  대화창 실습 : 3차원 배열의 인덱스

>>> a = np.arange(0, 24).reshape(4, 3, 2)

>>> a[0]

array([[ 0,  1],

        [ 2,  3],

        [ 4,  5]])

>>> a[0, 0]

array([ 0,  1])

>>> a[0, 1]

array([ 2,  3])

>>> a[0, 2]

array([ 4,  5])

19.4 Numpy: 선형 방정식 풀이, 행렬식

이번에는 네 번째 순서로 선형 방정식 풀이와 행렬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선형 대수

에 대해서 알아보자. 선형대수는 Linear algebra라고 한다. numpy.linalg이라는 패키지가 있

다. 여기에는 선형대수를 위한 다양한 함수를 제공한다. numpy는 이미 앞서 보았다시피 행

렬이라던지 벡터의 곱을 구하는 다양한 함수가 있었다.

이 외에도 inner()이나 outer()와 같이 벡터의 내적과 외적을 구하는 함수도 있다. 뿐만 아

니라 kron()이라는 두 행렬의 크로네커 곱을 구하는 함수도 존재한다. 그 다음에 행렬 분해

함수로 cholesky(), qr(), svd()가 있고,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eig(), eigh(),

eigvals(), eigvalsh()가 있다. 놈과 행렬식, 랭크 등을 구하는 norm(), cond(), det(),

matrix_rank(), slogdet() 등이 있다. 우리는 이 중에 몇 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알아 볼 것이다.

아래와 같이 선형 연립 방정식이 있다.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미지수 x와 y를 찾아야 할 경우, 이를 numpy에

서는 아래와 같은 코드로 해결할 수 있다.



 코드 14-x : 선형 연립 방정식 풀이

numpy_linear_ex.py

import numpy as np

a = np.array([[2, 3], [1, -2]])

b = np.array([1, 4])

x = np.linalg.solve(a, b)

print(x)

방정식의 계수 값을 모아서 행렬을 만들고, 그 다음, 결과 값으로 역시 1차원 행렬을 만든

다. 이 행렬들을 np.linalg.solve() 함수 안에 인자로 넣으면 아래와 같은 수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행 결과

[ 2. -1.]

그러면 x는 2, y는 –1이라는 해를 구할 수 있다. 굉장히 쉽고 강력하다.

다음으로는 행렬식을 알아보자. 행렬식determinant은 정방행렬에 수를 대응시키는 함수이

다. 이는 연립 방정식이 해를 가지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2×2 행렬과 3×3 행렬의 행렬식을 기억하는가? 위의 식을 이용해서 행렬 식을 구할 수 있

었다. 그러나 numpy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코드 한 줄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대화창 실습 : 행렬식

>>> a = np.array([[1, 2], [3, 4]])

>>> np.linalg.det(a)

-2.0000000000000004

>>> b = np.array([[1, 2], [3, -6]])

>>> np.linalg.det(b)

-12.0

>>> b = np.array([[1, 2], [1, 2]])

>>> np.linalg.det(b)

0.0

굉장히 쉽게 행렬식까지 계산해내는 것까지 해 보았다. 여러분들이 선형대수 책에서 보던

다양한 문제를 numpy.linalg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풀어볼 수 있다.



 14장의 핵심정리
1. 과학 계산이나 머신러닝 분야에서 넘파이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 넘파이의 ndarray 라는 다차원 배열 클래스를 이용하여 행렬 연산을 수행하는데, 이

장에서는 관련 메소드와 속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3. 생성한 배열에서의 axis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른 형태로의 변환을 수행해보았

다.

4. 넘파이를 이용하여 배열을 인덱싱 하였고,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에서도 인덱싱을 실

습해보았다.

5. 넘파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선형대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

6. 선형 대수 중에서도 연립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과 행렬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