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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xi

옮긴이
머리말

《딥 러닝 제대로 시작하기》와 《통통 딥 러닝》에 이어 세 번째 딥 러닝 책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나온 《딥 러닝 제대로 시작하기》는 압축적이지만 탄탄하게 이론을 

설명해 주는 책이었고, 그 뒤를 이은 《통통 딥 러닝》은 이를 조금이라도 말랑말랑하

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책이었다면, 이번 《딥 러닝 제대로 정리하기》는 제목에

서 짐작하시다시피 《딥 러닝 제대로 시작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인 기초편은 《딥 러닝 제대로 시작하기》

의 내용을 조금은 딱딱하지만 더욱 엄밀한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딥 러

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장벽이 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

고 이 기초편에는 대규모 신경망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를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후반부가 되는 응용편은 딥 러닝의 주요 응용 분야인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에서 딥 러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와 함께 각 분

야에 특화된 응용 기법을 소개합니다. 이들 분야에 딥 러닝을 적용하려고 연구 중인 

독자라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동시에 간단하게나마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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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편에서는 이전 책들에 없었던 새로운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 용어

에 대한 적절한 역어를 선택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책이나 문서

에서는 영어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

어 원문과 일본어 원문을 함께 놓고 단어별로 직역해 보거나, 아니면 몇 단어 이상이 

이미 하나의 용어로 정착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역어 후보를 만들고 

용어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후보를 고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대

한수학회 용어집과 영문 위키피디아, 그리고 베타리더 분들의 의견이 큰 도움이 되었

습니다. 베타리더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아내 정이,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옮긴이 심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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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딥 러닝(deep learing)은 최근 기계학습(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기술이다. 여기서 말하는 ‘deep’은 학습을 수행하는 신경망(혹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것)의 층수가 ‘깊다’는 뜻으로, 여러 층을 가진 구조를 사용한 학습을 말한다. 딥 뉴럴

넷의 구축은 여러 해 동안 연구 영역에서 일종의 ‘꿈’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뇌도 여러 층이 켜켜이 쌓인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이를 모방한 구조를 만들어도 막상 

학습을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 ‘deep’이라는 개념은 기계학습의 ‘문제의 표

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표현이란, 주어진 데이터 내지는 외부 세계의 어떤 

부분에 주목하여 특징값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이 표현을 결정

하는 데에 사람의 힘이 반드시 필요했다. 기계가 특징값을 자동으로 추출, 다시 말해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다. 딥 러닝은 이런 표현학습을 실현하

는 방법 중 매우 유망한 기술이며, 인공지능 분야 전체에도 갖는 의의가 크다. 

이 책은 일본 인공지능학회의 《인공지능》 학회지 2013년 5월호부터 2014년 7월호까지 

7회에 걸쳐 연재된 ‘Deep Learning(심층학습)’에 내용을 보충하고 다시 편집한 것이다. 

이 책에서도 각 장은 완결된 형태를 갖고 있으며, 따로따로 읽어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 또한, 딥 러닝 연구 분야의 최일선에서 활용하는 연구자가 집필하였다. 본래 인

공지능학회의 회원을 독자로 상정하여 쓰였지만, 모든 장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어서 

정보 관련 전공 대학원생 수준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기술 관련 업무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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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독자들도 이 책의 수식을 세세하게 좇는 대신 수식이 뜻하는 바를 파악해 간

다면 이 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독자들에게는 먼저 전체 그림을 

파악한 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참고문헌과 함께 이해를 높이는 방법을 권한다.

이 책의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부는 1장부터 4장까지를 포함하며, 딥 

러닝의 기초적인 내용 및 구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장은 아소 히데키가 집필하였으며, 딥 러닝의 위상 및 역사적인 경위를 다룬다. 이 

장은 딥 러닝의 전체 모습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도록 쓰였다. ‘deep’으로 불리는 이유

는 무엇인지, 왜 ‘표현’이라 불리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여 자칫 과도

한 기대를 받기 쉬운 딥 러닝을 폭넓은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냉정함을 잃

지 않으면서도 기대감을 동시에 품은 정론으로 전개되어 있어 딥 러닝의 전체 모습을 

보여 주는 설명으로 적합하다. 

2장은 야스다 무네키가 집필하였으며, 딥 러닝에서 이론적 모형의 커다란 주축 중 하

나인 볼츠만 머신을 다룬다. 볼츠만 머신의 모형이나 기초적인 학습 방법에서 출발하

여 딥 러닝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약 볼츠만 머신, 딥 볼츠만 머신을 도입한다. 자기부

호화기와 함께 사전학습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룬다. 

마에다 신이치가 집필한 3장은 제약 볼츠만 머신을 학습시킬 때 사용되는 대조적 발

산(contrastive divergence)에 관해 설명한다. 대조적 발산의 근본을 이루는 아이디어 

및 사전학습의 의미와 현재의 위상을 먼저 설명하고, 딥 러닝에서 대조적 발산이 어떻

게 사용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4장은 딥 러닝의 대규모 구현에 관해 오카노하라 다이스케가 집필하였으며, 세계 여

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 경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룬다. GPU의 활용이나 

병렬화, 분산화 등의 주제의 최신 연구 현황을 소개한다. 딥 러닝을 구현할 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하이퍼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방법 등의 주제 등 유용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2부는 딥 러닝의 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지, 음성, 자연어 등 각각의 응용 

분야에 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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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은 오카타니 타카유키가 집필하였으며, 이미지 인식을 다룬다. 이미지 인식은 딥 

러닝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테마다. 먼저, 이미지 인식에서 높은 정확도를 실현하고 

있는 합성곱 신경망의 모형과 그 구체적인 예를 설명한 다음, 딥 러닝이 주목받는 원

인 중 하나인 비지도학습을 통한 이미지 특징 추출을 설명한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줄 수 있도록 설명한다. 

6장은 이미지 인식과 함께 딥 러닝의 하이라이트라 할 만한 음성 인식에 대해 쿠보 

요타로가 집필하였다. 이미지 인식과 달리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므로 이를 위한 시계

열 모형을 도입하고, 여기에 다시 딥 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나 사전학습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음향 모형과 함께 언어 모형에 관한 최신 기법도 설명한다. 

7장은 다누슈카 볼레갈라가 자연어 처리에 관해 집필하였다. 자연어 처리 분야는 딥 

러닝에는 아직 만만치 않은 분야다. 단어나 문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다양한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뉴럴 언어 모형, 단어의 분산 표현 

등을 비롯하여 최근 주목을 받는 word2vec 등을 다룬다. 

어느 장을 읽더라도 지금의 딥 러닝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과 이론적으로 아

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아직 연

구해야 할 여지, 발전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각 장을 집필한 

필자들은 딥 러닝에 불충분한 점이 여럿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딥 러닝은 앞으로도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

목해야 할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술적 가능성에 맹목적으로 기대하

는 것도, 과거의 실패를 이유로 무조건 비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직 객관적

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이 여기에 일조할 수 있다면 기쁘겠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내용에 관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다음의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운노 유야, 오쓰카 마코토, 오노 겐타, 고바야시 사스케, 쓰보이 유타, 나카야마 히데

키, 후쿠시마 구니히코, 와타나베 다로, 와타베 신지. 

마쓰오 유타카, 마쓰바라 히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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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사용하는 수식 표기법을 정리하였다. 

변수 및 행렬

벡터나 스칼라, 일반적인 변수, 실현값, 확률변수, 집합은 다음과 같이 대소문자 및 

글꼴로 구분한다. 

대소문자 및 글꼴에 따른 변수의 종류 구분

표기 내용

x (소문자 이탤릭체) 스칼라 변수, 스칼라 실현값

X (대문자 이탤릭체) 스칼라 확률변수

x (소문자 볼드로만체) 벡터변수, 확률변수의 벡터 실현값

X (대문자 볼드로만체) 행렬변수, 벡터 확률변수

X (대문자 캘리그래픽체) 집합변수

그리고 확률변수가 특정한 실현값을 가질 경우의 확률 p(X = x)나 p(X = x)는 특별

히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때에는 p(x)나 p(x)처럼 줄여 쓴다.

다음의 변수는 이 책 전체에서 같은 내용을 뜻한다.

수식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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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가리키는 내용 

변수 내용

x, x, X 입력 신호 및 정보

y, y, Y 출력 신호 및 정보

w, w, W 결합 가중치

v, v, V 가시변수(관측변수)

h, h, H 비가시변수(잠재변수)

θ, θ, Θ 파라미터

I 단위행렬

R, N, Z 각각 실수, 자연수, 정수의 집합

0 영벡터(요소가 모두 0인 벡터)

연산과 변수 

이 책 전체에서 사용되는 연산과 함수의 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연산과 함수의 공통 표기

변수 내용

X⊤ 행렬 X의 전치행렬

X−1 행렬 X의 역행렬

X ◦ Y 행렬의 요소 단위 곱

f ∗ g 합성곱 연산

Dom(x) 변수 x의 정의역

diag(d) 벡터 d를 대각 요소로 갖는 대각 행렬 ε

H(p) 확률분포 p의 엔트로피 함수(−Σp log p, − f p log p)

a(x) 활성화함수: 신경망의 노드 안에서 가중치와 입력의 내적을 출력으로 변환하는 함수  

sig(x) 시그모이드 함수: 1/(1 +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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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인자와 함수 스칼라 함수 f(x)에 대해 그 인자가 벡터인 표기 f(x)는 벡터 x의 

각 요소에 함수 f를 적용한 벡터를 나타낸다.

확률 질량함수와 확률 밀도함수 확률변수 X가 이산일 때의 확률 질량함수와 연속일 

때의 확률 밀도함수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p(X)로 표기한다. 

기댓값 Ep(X)[ f(X)]는 분포 p(X)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댓값을 나타낸다.

 : X가 이산 확률분포일 경우

 : X가 연속 확률분포일 경우

그리고 p(X)를 생략한 경우에는 함수 f의 모든 확률변수의 결합분포에 대한 기댓값

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E[ f(X, Y)]는 Ep(X, Y)[ f(X, Y)]를 뜻한다.

쿨벡-라이블러 발산 확률분포 p(X)와 q(X) 사이의 쿨벡-라이블러 발산을 다음과 같

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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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의 
전체 모습

이 책은 다양한 딥 러닝 기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딥 러닝 대 그 

외의 기법, 그리고 결정적 대 확률적 모형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들 모형의 관계를 밝

히는 방법으로 딥 러닝의 큰 그림을 보여 주고자 한다. 그러고 나서 결정적 및 확률적 

모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법을 간단히 소개한다.

먼저, 컬러 화보에 처음 나오는 ‘딥 러닝의 전체 모습’ 왼쪽 부분의 결정적 모형에서는 

입력에 대한 출력이 결정론적으로 정해진다. 이들 모형에는 결합 가중치와 바이어스

를 파라미터로 갖는 선형 변환과 이렇게 변환된 값을 다시 비선형 변환하는 활성화함

수로 결정되는 노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그림 오른쪽 부분의 확률적 

모형은 입출력 변수의 결합분포를 나타낸다. 데이터 집합에 포함된 입출력 값으로부

터 값을 추정할 수 있는 관측변수와 그렇지 않은 비가시변수가 있으며, 이들 변수 사

이의 의존관계를 그래피컬 모델이라는 방법으로 기술한다. 결정적 모형과 확률적 모

형 모두 2~3층 정도의 ‘얕은’ 신경망과 이보다 층수가 많은 ‘깊은’ 신경망이 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이 딥 러닝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할 수 있도록 여러 모형을 분

류한 도식을 싣고 있지만, 이 분류는 어디까지나 특정한 다음 두 가지 관점, 즉 심층

구조를 갖는/갖지 않는, 결정적/확률적에 따라 나눈 것임을 유의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확률적 모형에 속하는 제약 볼츠만 머신은 결정적 모형에 해당하는 심층 자기

부호화기의 사전학습에 사용된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신경망의 다양한 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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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며, 분류 역시 여러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결정적 모형

결정적 신경망의 대부분은 계층형 신경망과 자기부호화기에 해당한다. 

계층형 신경망 유형

계층형 신경망은 입력에서 출력으로 이어지는 결합을 통해 신호가 순전파되는 앞먹임 

신경망 형태의 구조를 가지며, 주로 지도학습에 사용된다. 이 유형의 신경망은 앞서 본 

그림의 가장 왼쪽 부분에 정리되어 있는데, 이들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퍼셉트론(1.4.1절)

2층 구조를 갖는 최초로 제안된 신경망이며, 그림에서는 계층형 신경망의 일종에 해

당한다. 선형 분리 가능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문제밖에 풀 수 없다는 제한이 있지

만, 해결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차수정 학습법에 따라 유한 횟수의 업데이트만

으로 학습이 수렴한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계층형 신경망(1.3절)

딥 러닝 등장 이전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신경망으로, 3층 내외의 앞먹임 신경망 

형태를 갖는 계층형 신경망이다. 이 모형은 다층 퍼셉트론이라고도 불리며, 오차역전

파 학습법이 개발되면서 1980년대에 널리 활용되었다. 지도학습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경쟁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비지도학습에 사용되기도 한다. 

딥 뉴럴넷(계층형)(1.5절)

딥 뉴럴넷은 넓은 의미로는 여러 층을 갖는 신경망 전반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로

는 앞먹임 구조로 된 계층형 신경망을 4층 이상으로 확장한 것을 가리킨다. 이 좁은 

의미에 해당하는 신경망은 중간층의 노드 수가 충분하다면 3층만으로도 어떤 함수이

든지 근사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만, 국소 최적해나 기울기 소실 문

제와 같은 기술적 문제로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중간층 노드의 수를 늘리는 



딥 러닝의 전체 모습 xxi

것보다 층수를 늘리는 쪽이 예측 성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밝혀진 것에 이어 

사전학습이나 드롭아웃 등의 신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활성화함수 및 신경망 구조

가 고안되면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2010년대에 들어 널리 쓰이게 되었다. 

재귀 신경망(7.4.1절)

재귀적 부분 구조를 갖춘 신경망으로, 재귀적 구조를 갖춘 내부 표현을 얻으려는 목

적으로 사용된다. 하위 부분 트리 구조로부터 상위 부분 트리 구조를 재귀적으로 구

성하는 트리 구조를 갖고 있어서 재귀 신경망이라 불린다. 그림에서는 계층형 신경망

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책에서는 비지도학습을 수행하는 자기부호화기에 재귀적 구

조를 포함시킨 재귀 자기부호화기를 다룬다. 

합성곱 신경망(5.2절)

합성곱층을 가진 계층형 신경망을 말한다. 딥 러닝 등장 이전부터 네오코그니트론이

나 LeNet 등의 구조가 제안된 바 있다. 2010년대에는 분산병렬 계산 기술의 발전과 

대규모 학습용 데이터가 갖춰지면서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특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회귀 결합 신경망(6.5.2절)

회귀 결합 신경망은 연속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이를 위해 

이전 시각의 입력에 대한 정보를 현재 입력을 처리하는 데 전달하기 위해 회귀 결합 

입력을 갖추고 있다. 합성곱 신경망과 마찬가지로 딥 러닝이 등장하기 전에 제안된 구

조이지만, 2010년대에 이르러 학습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음성인식이나 자연어 처리 분

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한 장단기기억 기법과 같은 개량안

도 고안되었다. 

자기부호화기 

유형 결정적 모형의 또 다른 한 유형인 자기부호화기는 모래시계 모양의 신경망으로, 

비지도학습에 쓰인다. 자기부호화기는 그림 가운데 부분에 정리되어 있는데, 이들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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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호화기(3.3.1절, 1.7절)

기본적인 형태의 자기부호화기는 비지도학습으로 입력이 갖는 정보를 유지하며 차원

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입력을 중간층에서 저차원 표현으로 변환하

는 과정인 부호화와 이 저차원 표현을 다시 원래의 차원으로 되돌리는 복호화 과정

을 조합한 3층 구조의 모래시계 모양으로 되어 있다.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재구

성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진다. 

심층 자기부호화기(3.3.1절)

심층 자기부호화기는 입력과 중간층 사이의 부호화 부분과 중간층과 출력층 사이의 

복호화 부분의 층수를 늘린 자기부호화기다. 

적층 자기부호화기(1.7.2절)

적층 자기부호화기는 층 단위로 탐욕적 학습을 통해 심층 자기부호화기의 기울기 소

실 문제를 회피한 구조다. 

잡음제거 자기부호화기(3.5.1절, 6.4.2절)

잡음제거 자기부호화기는 입력 신호에 잡음을 더하여 미지의 신호에 대한 견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법이다. 

확률적 모형

신경망 분야에서 현재 널리 사용되는 확률 모형은 볼츠만 머신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

림의 오른쪽 끝에 정리된 이들 모형을 순서대로 소개하겠다. 

볼츠만 머신(2.3절)

볼츠만 머신은 마르코프 확률장이라는 확률 모형의 일종이다. 가시/비가시변수를 각 

노드로 하며, 이들 노드 간의 의존관계를 비방향성 결합으로 나타낸 그래피컬 모델

로 기술한다. ‘조합의 폭발’ 문제로 학습이 어려우므로 그리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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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볼츠만 머신(2.7절, 3.4.1절)

제약 볼츠만 머신은 볼츠만 머신에 가시변수와 비가시변수 사이에만 의존관계가 있도

록 제약을 가한 확률 모형이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각각의 단에서 학습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애초에는 하모니움이라

는 이름으로 제안되었으나, 현재는 제약 볼츠만 머신이라는 명칭이 정착되었다. 가시

변수와 비가시변수를 각각 하나의 층으로 보면, 전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형

을 지수족으로 일반화한 것을 지수형 하모니움족이라고 부른다. 

딥 볼츠만 머신(2.8절)

딥 볼츠만 머신은 제약 볼츠만 머신의 비가시변수 층을 그대로 여러 층으로 늘린 모형

이다. 사전학습이나 대조적 발산 등이 개발된 2010년대부터 널리 쓰인다. 

딥 빌리프 넷(2.9절)

딥 빌리프 넷은 비가시변수를 여러 층으로 늘렸다는 점에서는 딥 볼츠만 머신과 같지

만, 이들 간의 의존관계를 비방향성 결합 대신 방향성을 가진 결합으로 나타낸 것이

라는 차이가 있다. 사전학습 등의 기법을 활용하게 된 2010년대부터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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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서(엔트로피랩)

딥 러닝 내부 원리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 자세한 수식으로 보여 

주는 책입니다. 여느 책들처럼 파이썬 코드가 함께하지도 않고 그런 이유로 책 분량

이 많아 보이지 않겠지만, 그 내용만큼은 엄청나게 양질이라 생각합니다. 딥 러닝 엔

지니어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편집적인 면에서도 오탈자도 거의 없었고 내용도 너

무 훌륭했습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이 책은 딥 러닝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고, 몇 가지 예제를 통하여 딥 러닝 경험이 있

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알고 있는 딥 러닝의 원리를 수식과 함께 안내해 

주고, 딥 러닝과 신경망 이론 등의 발전 과정과 시대의 흐름, 기여한 주요 인물 및 논

문 등이 곁들여 있어서 딥 러닝과 관련된 지식을 확고하게 쌓아 줄 것입니다. 요즘 딥 

러닝이 열풍이라 인터넷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딥 러닝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

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수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식을 정리해 주고 역사와 

주요 인물들을 알려 주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혁(엔씨소프트)

딥 러닝 초기 연구부터 최근 자기부호화기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과 변화에 대해 꼼꼼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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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다루고 있어서 깊이 있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선형대수나 

수식에 익숙하지 않거나, 딥 러닝 혹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이해가 

없다면 어느 정도의 사전학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성윤(레트리카)

딥 러닝을 처음 배울 때 크게 이해만 하고 넘어갔던 내용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책이

었습니다. 용어들이 한자어로 된 것들이 많은데, 출간 전에 다시 검토하여 적절한 용

어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 친절한 딥 러닝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양현림(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딥 러닝은 다방면으로 연구되는 분야인 만큼 이를 설명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이 

책은 볼츠만 머신을 바탕으로 딥 러닝의 학습 과정을 설명하고, 나아가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등 응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만, 볼츠만 머신을 통한 설명이 심도 있는 

접근법이므로 처음 접하는 비전공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딥 러닝의 개

략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이 책의 전개를 따라간다면 딥 러닝 발전사의 또 다른 관점

을 제공해 주는 좋은 이론서가 될 것입니다.

  연성욱(삼성SDS)

최근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인공지능과 딥 러닝 공부에 필요한 이론을 하나하나 자

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코드 없이 수식으로만 설명된 게 아쉬운 점이긴 하나, 

다른 딥 러닝 책들과 함께 본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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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H A P T E R

계층형 신경망을 이용한 
딥 러닝

3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정보를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 그 정보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마르(David Marr), 《비전(Vision)》

1.1   시작하며

딥 러닝(deep learning)은 표면적인 것만 보면 이른바 ‘깊은’, 다시 말해 여러 층을 가

진 신경망 모형을 사용한 머신 러닝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기계학습에 대한 연구

는 1950년대 말부터 인공지능 분야의 한 하위 분야로 발전해 왔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연구는 컴퓨터에 인간과 같은 지능을 부여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인간 

지능의 활동이나 정보가 처리되는 원리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인간이 가진 지식을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이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

가 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지식을 if-then 규칙이나 논리식 등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나

타내어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 중에는 문자 

인식, 얼굴 인식과 같은 패턴 인식이나 운동 등에 대한 학습처럼 명시적으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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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곤란한 것들이 매우 많다.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에 대한 연구는 이런 묵시적인  

지식을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귀납적인 방식으로 컴퓨터에 학습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시작되었다. 

인간이나 생물의 뇌신경 시스템은 강력한 학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후 

이들 뇌신경 시스템으로부터 힌트를 얻은 정보 처리 메커니즘인 신경망을 이용한 정

보 처리 기법이(1.3절에서 설명) 머신 러닝 연구 초기부터 계속 연구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흐름을 따라 최근에는 대량의 전자적 데이터와 강력한 분산병렬 계산을 

기반으로 한 딥 러닝이 음성 인식, 일반물체 인식 등의 과제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면

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었다. 

신경망 모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딥 러닝에도 여러 방식이 제안된 바 있다. 

‘딥 러닝’이란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이 언제인지에 대한 여러 설*이 있으나, 이 단

어가 유명해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신경망의 대표적 연구자 중 한 명인 2006년의 힌

튼(Hinton)의 연구진에 의한 연구라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이 연구에서는 확

률적으로 동작하며 관측 데이터의 생성 확률 모형로 해석할 수 있는 신경망 유형인 

볼츠만 머신(Boltzmann machine)이 딥 러닝의 기반으로써 사용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 신경망 연구 붐을 일으킨 계층형 신경망(hierarchical neural network)과 

오차역전파(backpropagation) 법을 조합하여, 즉 확률적이 아닌 결정적으로 동작하는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딥 러닝 연구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또, 순환결합을 갖는 신

경망도 딥 러닝의 한 종류로 간주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단기기억(LSTM, long short-

term memory)[27]과 같이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갖는 신경망을 사용한 딥 러닝 기법도 

제안되고 있다.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본 딥 러닝의 본질적인 의의는 관측 데이터에 내재된 본질적 

구조, 그것도 그냥 단순한 구조만이 아니라 단순한 구조부터 복잡한 구조로 계층화

된 잠재적 구조를 포착하는 정보 표현을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 http://bit.ly/2Dotx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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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층 신경망을 사용하는 방법도 여러 형태 중의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실제로 신경망 이외의 머신  

러닝 기법, 예를 들면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와 같은 확률 네트워크를 사

용한 딥 러닝도 연구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딥 러닝을 표현 학습으로 보는 관점에 무게를 두

고, 딥 러닝의 방법 중 하나인 계층형 신경망을 사용한 딥 러닝을 설명한다. 또 하나

의 대표적 구현 형태인 제약 볼츠만 머신(RBM,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을 사용한 

딥 러닝은 2장에서 소개할 것이다. 

이 장의 이후 내용은 먼저 1.2절에서 딥 러닝의 본질인 내부 표현의 학습에 관해서 

기존 연구를 포함한 개요를 설명한다. 그런 다음, 1.3절과 1.4절에서 계층형 신경망

과 이를 학습하는 방법을 다루고, 여기에 역사적인 발전 내용을 포함하여 소개한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 두 가지의 관계와 최근 딥 러닝에서의 활용에 관해 설명한다. 

1.6절과 1.7절에서는 각각 합성곱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과 자기부호

화기(autoencoder)를 소개할 것이다. 1.8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을 소개한다. 

1.2   데이터로부터 내부 표현 학습하기

딥 러닝에서는 딥(deep) = ‘층수가 많은 신경망’을 이용하여 관측 데이터로부터 본질적

인 정보를 추출한 내부 표현(internal representation)(잠재 표현(latent representation) 혹은 

특징(feature)이라고 부르기도 함)을 학습한다. 이번 절에서는 구체적인 딥 러닝 기법을 소

개하기 전에 정보 처리에서 딥 러닝이 갖는 의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보의 

내부 표현을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과 지금까지의 연구를 간단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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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내부 표현의 중요성과 학습 기법

지적인 정보 처리와 이를 학습하는 데에서 내부 표현의 중요성은 인공지능, 인지과학, 

머신 러닝, 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연구에서 오래전부터 여러 번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음성 인식이나 이미지 인식과 같은 패턴 인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입력에 해당하

는 음성이나 이미지 등의 패턴 정보로부터 인식에 효과적인 특징(feature) 벡터를 추출

한다[31, 17]. 인식에 적합한 몇 가지 좋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면, 이를 열거한 특징 

벡터를 선형 분류 같은 간단한 분류기로 클래스 레이블을 부여할 수 있으며, 최적 분

류기의 탐색, 다시 말해 데이터를 사용한 지도학습이 쉬워진다.

다변량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는 주성분 분석이나 요인 분석처럼 관측된 데이터의 변

동 구조를 설명하는 몇 가지 변수를 찾는 문제가 연구 초기부터 중요한 과제로 여겨

졌다[3]. 이는 관측 데이터의 차원 축소(dimension reduction)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데이

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데는 데이터를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고 다시 이들의 

분포 양상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러한 특징 벡터나 차원 축소 표현 같은 내부 표현에 대한 추출이 유용한 것은 관측 

데이터에 관측 대상의 구조를 반영하는 잠재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높은 차원을 갖는 관측 데이터가 낮은 차원의 부분 공간이나 다양체상에 집중되어 분

포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분포를 따라 더 나은 좌표계를 취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간의 

구조, 즉 데이터가 갖는 정보를 많이 잃지 않고도 관측 데이터를 낮은 차원의 표현으

로 변환할 수 있다. 관측 데이터가 고차원 공간 전체에 걸쳐 분포하는 경우에도 특정 

과업에 필요한 정보는 저차원 공간 내에 담겨 있는 경우가 있다. 또, 데이터가 몇 곳에 

국소적으로 모여 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각각의 클러스터

로 먼저 나눈 후, 이들 클러스터마다 따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유용할 경우가 많다.

고전적인 인공지능에서 머신 러닝의 태두라 할 만한 윈스턴(Winston)은 머신 러닝에서 

정보 표현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55], 컴퓨터 비전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마르

(Marr) 역시 시각 정보 처리의 본질을 2개의 2차원 이미지로부터 원시 스케치, 2
12  차원 

스케치, 3차원 모형 표현처럼 고차원적 내부 표현을 복원하는 표현 변환으로 형식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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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39]. 마르는 또 대뇌피질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 역시, 관측 가능한 정보로부터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생존에 중요한 본질적 정보를 추측하는 과정이라 보았다[38].

여러 과업을 동시에 학습하는 멀티태스크 학습이나 특정 과업에 대한 학습 결과를 

다른 과업에서 재활용하는 전이학습 연구에서는 특정 과업에 적합한 정보 표현이 아

닌, 여러 과업에 적합한 범용적인 정보 표현을 얻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6, 10, 33]. 

그 외에도 강화학습에서는 상태공간 표현의 획득이나 기호 창발[32], 저차원 센싱 결

과로부터 희소성(sparseness)을 이용하여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 압축 센싱[16, 51] 등의 연

구 역시 내부 표현의 학습과 관계가 깊다. 

내부 표현의 중요성은 또한 패턴 인식에서도 미운오리새끼 정리(ugly duckling theorem)

[54, 17]나 머신 러닝에서의 노 프리 런치 정리(no free lunch theorem)[56, 17]와도 관계가 있

다. 미운오리새끼 정리는 각각의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특징을 선택하지 않으면 표현

의 거리에 기초하여 대상을 분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 노 프리 런치 정

리는 모든 과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만능학습 알고리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정 과업에 대해 나타나는 뛰어난 성능은 해당 학습 알고

리즘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 표현이나 특징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 

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적합한 범용성 높은 내부 표현을 얻을 수 있다면, 많은 현실 

문제에 대해 좋은 성능을 내는 분류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2.2 특징 엔지니어링과 표현 학습

특정한 과업 혹은 과업 그룹에 적합한 좋은 내부 표현을 구성하는 문제(특징 엔지니어링

(feature engineering)이라 불리기도 함)에 대하여 연구 초기에 두 가지 접근법이 서로 경

쟁하였다. 첫 번째 접근법은 대상이 되는 정보나 과업의 성질에 대한 이해와 도메인 

지식에 기초하여 사람의 손으로 내부 표현을 설계하는 접근법이다. 예를 들어, 이미

지 인식 분야에서는 이미지의 평행 이동이나 회전처럼 인식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환에 대해서는 값이 변하지 않도록 특징을 설계해 왔다. 최근의 자연어 처리 연구

에서는 추정 대상이 되는 구조의 어떤 표현(기계 번역의 출력 문장이나 입력 문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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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 품사 태그의 연속열 등)의 좋고 나쁨을, 구조가 있는 표현으로부터 계산된 여러 

특징의 가중합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어떤 특징

을 사용할 것인가가 처리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두 번째 접근법은 데이터에 기초하여 좋은 내부 표현을 학습시키는 접근법이다. 통계

적 머신 러닝 연구의 대부분은 과업에 적합한 특징을 얻었다는 것을 전제로 입력 특

징 벡터를 식별하는 과업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처리를 대상으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내부 표현 자체를 관측 데이터로부터 학습시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이

들 연구에는 특징 선택, 커널 설계, 멀티 커널 학습, 데이터 행렬 저랭크 분석(low-rank 

analysis)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자연어 처리에서 자주 쓰였던 것처럼 사람이 직접 유

망해 보이는 후보를 많이 만들고, 데이터를 사용한 학습으로 그 후보 중에서 선택하는 

절충적인 접근법도 많이 쓰인다. 이런 접근법을 표현학습(representation learning)이라 부

르기도 한다[7].

표현학습을 할 때에는 표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 척도가 필요하다. 추출해 낸 

표현을 사용하여 예측이나 식별 등 특정한 과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런 각각의 과

업에 대한 성능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범용적인 특징

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 관점을 적용한다.

• 정보량: 입력 신호의 정보량을 가능한 한 많이 보존하고 있을 것 

• 독립성: 특징끼리 가능한 한 독립이며, 정보의 중복이 없을 것 

• 설명성: 어떤 정보가 추출되고 있는지를 해석, 설명하기 쉬울 것 

• 희소성: 0이 아닌 값을 갖는 특징 수가 적을 것 

• 불변성: 입력 신호의 특정한 변환에 대해 값이 바뀌지 않을 것 

• 견고성: 입력 신호의 미세한 변동에 잘 변화하지 않을 것 

• 평활성: 원래의 정보가 변화하였을 때 특징값이 매끄럽게 변화할 것 

이들 중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기준도 있다. 예를 들어, 설명성이나 독립성을 중시하면 

정보량을 희생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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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작하며

이번 장에서는 통계적 머신 러닝 모형인 볼츠만 머신을 다룬다. 볼츠만 머신의 기초

부터 시작하여 확률적 딥 러닝 모형 중 하나인 딥 볼츠만 머신에 이르는 흐름을 따라 

설명한다. 볼츠만 머신 자체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려진 기계학습 모형이지만, 최근 

딥 러닝의 융성과 함께 다시 부상하게 되었다. 아마 볼츠만 머신이라는 이름을 딥 러

닝에서 처음 듣게 된 독자도 있을 것이다. 이번 장은 이런 독자를 위한 입문적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볼츠만 머신[1]은 1980년대 제안된 것으로 신경망에서 유래한 확률적 상호결합형 머신 

러닝 모형이다. 마르코프 확률장(Markov random field)이라는 응용에서 매우 중요한 모

형 클래스에 속하는 모형이다. 

볼츠만 머신에는 매우 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없었다. 그 문제점이란 계산 부하가 크다는 점이었다. 볼츠만 머신의 학습 혹은 학습

한 볼츠만 머신을 이용하는 추론에 필요한 계산 시간이 비현실적일 정도여서 실용적

으로는 그리 널리 쓰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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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십수 년간 상황이 많이 변하였다. 2000년대 초 제약 볼츠만 머신[28, 8]이

라는 볼츠만 머신이 재발굴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근사학습 알고리즘인 대조적 발

산(contrastive divergence)이 제안되었다[8]. 이들 모형의 성공이 최근 화제가 된 딥 러닝

의 성공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9, 3].

이번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2절에서 통계적 머신 러닝의 아이디어와 구조

를 설명한 후 이어서 2.3절에서 볼츠만 머신의 모형에 대한 정의와 신경망과의 연관성

을 설명한다. 2.4절부터는 구체적인 학습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2.4절은 볼츠만 머신

의 학습 중 가장 기본적인 경우인 비가시변수(hidden variable)가 없는 볼츠만 머신의 학

습을 설명하고, 볼츠만 머신의 학습에서 오는 계산 부하의 문제점을 언급한다. 2.4절

에는 볼츠만 머신 학습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해당 절을 확실히 

이해해 두어야 이후 절을 잘 이해할 수 있다. 

2.5절은 비가시변수를 포함한 보다 일반적인 볼츠만 머신의 학습을 설명한다. 이 절에

서 설명하는 볼츠만 머신은 이후 등장하게 될 제약 볼츠만 머신이나 딥 볼츠만 머신

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2.6절에서는 볼츠만 머신을 근사적으로 다루기 위

한 기본적인 방법인 깁스 샘플링과 평균장 근사에 대해 설명한다. 2.7절에서는 제약 

볼츠만 머신을 다룬다. 제약 볼츠만 머신은 딥 러닝의 기초가 되는 모형이다. 2.8절에

서 딥 볼츠만 머신[22]를 도입하며, 딥 볼츠만 머신에 대한 학습과 대표적인 응용 방법

을 설명한다. 2.9절에서는 딥 빌리프넷[9]을 설명한다. 딥 빌리프넷은 딥 러닝 연구의 

발단이 된 확률적 딥 러닝 모형이다. 딥 볼츠만 머신은 딥 빌리프넷을 확장한 모형으

로서 도입되었으므로 본래는 딥 빌리프넷을 먼저 다루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딥 

빌리프넷은 2.3절부터 2.8절에 이르는 공통적인 수학적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난 모형

이므로 딥 볼츠만 머신의 다음 차례로 설명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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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계적 머신 러닝의 아이디어  
― 데이터 생성 모형의 재현

이번 절에서는 먼저 관측 데이터 점을 생성하는 생성 모형이라는 아이디어를 소개한 

다음, 통계적 머신 러닝의 구조를 설명한다.

{0, 1} 두 가지 값을 갖는 n개의 요소로 구성된 관측 데이터 점이 있다고 하자. 이 관

측 데이터 점을 x = {xi ∈ {0, 1} | i = 1, 2, ..., n}라고 나타내도록 한다. 그리고 관측 

데이터 점은 결정론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n개의 확률변수의 결합분포 pg(X)

로부터 확률적으로 생성된다고 하자. 이때 X = {Xi ∈ {0, 1} | i = 1, 2, ..., n}은 n개

의 확률변수다. 즉, 확률변수 pg(X)를 따라 샘플링된 실현값 하나가 관측 데이터 점 

x라는 해석이다(확률변수 Xi에 대응하는 점이 xi라고 가정한다). pg(X)는 대상 관측 데이

터 점의 확률적 생성 규칙을 결정하게 되므로 pg(X)를 관측 데이터 점의 생성 모형

(generative model)이라고 한다. 관측 데이터 점에는 당연히 자주 출현하는 것과 그렇

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데이터 점마다 출현 확률 역시 다를 것이다. 이 데

이터 점마다 다른 출현 확률을 기술한 것이 생성 모형이다.

그림 2.1의 흑백 이미지를 관측 데이터 점으로 삼은 예를 들어 보자. 백이 1이고 흑이 

0에 대응한다고 할 때 각각의 이미지를 이루는 픽셀의 색을 데이터라고 하면 관측 데

이터 점의 요소 수는 이미지의 모든 픽셀 수와 같게 되며, 하나의 데이터 점 x는 어떤 

흑백 이미지 하나에 대응하게 된다. 이때 pg(X = x)는 흑백 이미지 x의 생성 확률을 

나타낸다(예를 들어, 그림 2.1의 가장 왼쪽 그림이 출현할 확률은 0.01%이라는 것 처럼, 각 이미

지마다 다른 구체적인 출현 확률을 가리킨다).

・・・

그림 2.1  흑백으로 구성된 이진 이미지의 예(백이 1이고, 흑이 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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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데이터 점이 생성 모형을 따라 발생하므로 만약 생성 모형의 자세한 세부 사항

을 알 수 있다면 관측 데이터의 (확률적인) 생성 메커니즘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의 관측 데이터에 대한 생성 모형은 일반적으로 알

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분포다. 

이 미지의 생성 모형을 우리가 관측한 결과인 데이터 점의 집합을 이용하여 구축하는 

것이 통계적 머신 러닝(statistical machine learning)의 구조가 된다. 그림 2.2에 이러한 구조

를 도식화하여 실었다. 미지의 생성 모형 pg(X)로부터 이 확률분포를 따라 관측 데이

터 점이 생성된다고 하자. 우리는 생성 모형의 자세한 형태를 알지 못하므로 먼저 파라

미터 θ를 가진 적당한 학습 모형 p(X | θ)를 가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관측을 통해 얻

은 데이터 점의 집합 {x(1), x(2), ..., x(N)}으로 파라미터 θ의 값을 바꿔가면서 가정한 생

성 모형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생성 모형의 재현을 시도한다. 관측 데이터 점의 집합

을 사용한 통계적 머신 러닝으로 학습 모형 p(X | θ)를 학습하여 본래의 생성 모형을 

잘 근사하는 학습 모형을 얻는다면 다시 이를 응용하여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생성 모형 
(아직 알지 못하는 진짜 분포)

관측 데이터 점의 집합

학습 모형

재현한다

확률적으로 생성

학습

그림 2.2  통계적 기계학습의 구조

원정보
x

손상된 정보
y

확률적 변형(예⃞ 노이즈)

생성 모형
(사전분포)

사후분포 

원정보에 대한 추정

그림 2.3  베이즈 추론을 통한 정보 복원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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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모형을 잘 근사한 학습 모형으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의 예로 그림 2.3에 실은 베

이즈 추론을 통한 정보 복원을 살펴보도록 하자. 생성 모형 pg(X)로부터 생성된 이미

지나 음성 같은 원정보 x를 가정하고, 이 정보 x가 조건부 확률분포 p(X | Y)를 거쳐 

확률적인 변형을 받아 열화(劣化)된 정보 y가 되었다고 하자. 이런 구도에서 생성 모

형에 해당하는 확률분포를 사전 분포(prior distribution)라고 하며, 조건부 확률분포를  

우도(likelihood)라고 한다. 현재 열화된 정보 y만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할 때 y만을 관

측하여 원래의 x가 무엇이었는지를 추정하려고 한다. p(X | Y)를 노이즈 과정으로 보

면 지금 이 구조는 잡음제거(signal denoising) 구조에 해당한다. 원래의 정보 x를 추정

하기 위해 사후 분포(posterior distribution) p(X | Y)를 계산한다. 베이즈 정리에 의해 

추정 정보 xinf의 사후 분포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때 합을 의미하는 기호 ∑x는 확률변수 X의 가능한 실현값의 모든 조합에 대한 합

을 의미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2.3.1항에서 설명할 것이다.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xinf를 추정값으로 하는 이른바 

최대 사후확률 추정(MAP 추정, Maximum A Posteriori estimation)을 적용하면 추정값 x*는 

사후분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식 2.1과 식 2.2로부터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식 2.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x*를 얻으려면 생성 모형 pg(X)가 필요하다. 이미 설명했

듯이 생성 모형은 일반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지금 상태로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그

러나 생성 모형 pg(X)를 잘 근사한 학습 모형 p(X | θ)을 통계적 머신 러닝을 통해 

구해 두었다면 식 2.3에 대한 근사로서 다음 식과 같은 형태로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식 2.1

식 2.2

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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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작하며

딥 러닝은 최근 많은 경진대회 및 과제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 기존의 기법을 빠

르게 대체하고 있다. 또한 딥 러닝은 산업계에서도 널리 이용되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바이두 등의 기업이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에 이용하고 있다. 이

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대규모 딥 러닝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이다. 딥 러닝에 쓰

이는 신경망은 그저 층수만 늘린 것이 아니라 여러 특징을 다루기 위해 각 층의 폭이 

넓고, 파라미터 수가 수억에서 수백억까지 이르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커다란 모형

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의 규모도 커야 한다. 수억 개의 학습 데이터를 이

용하여 수백억의 파라미터를 갖는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일은 지금까지의 신경망과 비

교하여 규모의 차원이 다른 학습이다. 데이터나 모형의 규모를 키우는 것만으로 정밀

도가 크게 향상되며, 지금까지 실용화의 벽을 넘지 못했던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

식 같은 기술이 속속 빛을 보고 있다. 양으로 질을 바꾸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사

람의 뇌가 약 1,000억 개에 이르는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이 1,000개

의 뉴런과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훨씬 큰 신경망이 필요하

게 될 것이다. 현재도 대규모 신경망의 학습을 실현한 것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큰 열쇠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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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대규모 딥 러닝을 실현하기 위한 기법을 소개한다. 4.2절에서는 딥 러

닝의 최적화에 대해 복습한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먼저, 4.3절에서는 신경망의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 일반적인 고속 계산 기법을 소개

한다. 고속 계산 기법에는 몇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GPU나 인피니밴드

(InfiniBand) 등 특별한 하드웨어를 이용한 분산병렬학습, 배치 정규화로 신경망 내부의 

공변량 이동을 방지하는 방법, 증류라 일컬어지는 모형의 전송 및 압축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그다음 4.4절에서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법인 드롭아웃을 설명한다. 

대규모 신경망은 매우 강력하고 학습 데이터를 쉽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과적합을 일

으키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계학습처럼 규제화에 기반을 둔 방법도 

쓰이나, 드롭아웃이라는 기법은 과적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커서 널리 쓰인다. 드롭아

웃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과 함께, 이론적 해석을 소개한다. 

4.5절에서는 대규모 신경망에서 사용되는 활성화함수를 소개한다. 대표적인 예로 

ReLU(Rectified Linear Unit)를 들 수 있다. ReLU는 구분선형함수이며, 기존의 활성화

함수와 달리 대부분의 값에서 기울기가 일정하다. 이런 성질로 인해 신경망의 층수가 

늘어나도 오차가 감쇠되지 않고 아래층까지 전파될 수 있어서 이른바 기울기 소실 문

제를 해결해 준다. 또한 MaxOut도 ReLU와 마찬가지로 구분선형함수의 성질을 가지

며, 표현력을 높여 준다. 이들 활성화함수는 계산 비용도 적게 들므로 딥 러닝에서 널

리 사용된다. 

4.6절에서는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의 자동조정을 다룬다. 대규모 신경망은 학

습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므로 하이퍼파라미터의 선택 또한 쉽지 않다. 하이퍼파라미터 

중에서도 학습률의 자동제어는 학습시간 및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 절에서는 

학습률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과 하이퍼파라미터를 탐색하는 일반적인 기법에 대

해 설명한다.

4.7절에서는 구현을 위한 기술을 소개한다. 신경망은 많은 수의 요소로 구성되며 구

현 자체도 복잡해졌으므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난이도 역시 높다. 딥 러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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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는 단순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복잡한 행동 패턴을 가지므로 디버깅과 테

스트가 쉽지 않다. 일부분에 오류가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정상적인 상태와 비슷하여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디버깅 및 테스트를 위한 기법도 소개한다. 

4.2   딥 러닝의 최적화

이번 절에서는 딥 러닝에서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히 훑어본다. 

4.2.1 딥 러닝의 기본 연산 

먼저, 딥 러닝에서 이용되는 네트워크 구조, 특히 계층형 신경망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3절을 참고하면 좋다. 각각의 노드는 다차원 입력 x = [x1, ..., xn]⊤을 

받아 y를 출력하는 처리를 수행한다. 이 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식과 같다.

	

이때 w = [w1, ..., wn]⊤은 각 입력의 가중치다. 바이어스 항에 대해서는 식 1.1과 같

이 취급한다. 함수 a로는 일반적으로 비선형함수가 쓰이는데, 이를 노드의 출력함수

(output function) 또는 활성화함수(activation function)라고 한다. 

딥 러닝에서는 이런 노드가 층을 이루고 있으며, k번째 층의 출력이 k + 1번째 층의 

입력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층의 입력 벡터가 x이고, 가중치 벡터를 가로로 열거한 

가중치 행렬이 W, 활성화함수를 a라고 했을 때, 출력 벡터는 a(W⊤x)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벡터 y에 대해 a(y) = [a(y1), a(y2), ...]⊤이다. 이 처리를 층마다 수행

하는 식으로 입력으로부터 최종적인 출력을 결정한다. 

학습 시에는 파라미터 θ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목적함수 L(θ)(손실함수(loss function)라

고도 함)이 주어졌을 때 이 함수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θ* = arg minθ L(θ)을 구

하는 최적화를 통해 학습을 수행한다. 

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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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를 위해서는 경사하강법(gradient descent method)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파라미터 θ(t)에 대한 기울기 v =  를 구하여 식 4.2와 같이 θ를 업

데이트한다.

	

이때 τ > 0은 학습률이다. 학습률은 어떤 규칙을 따라 결정하든가 4.6절에서 설명할 

AdaGrad나 Adam과 같은 기법을 이용하여 적응적으로 조정하기도 한다.

딥 러닝의 파라미터는 각 노드 사이의 가중치 또는 일부 활성화함수의 파라미터이며, 

목적함수로는 학습 샘플에 대한 음의 로그 우도가 많이 사용된다. 딥 러닝에서 오차

의 각 가중치에 대한 기울기를 일일이 직접 계산하는 것은 계산량이 너무 많으므로 

다음에서 설명할 오차역전파법(backpropag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오차역전파법을 설명하기 전에 기울기 계산의 연쇄법칙(chain rule)을 복습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 y = g(x)와 z = f(y)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z에 대한 x의 기울기는 연쇄

법칙으로 식 4.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x의 변화량이 Δx일 때 y의 변화량은 Δy = ∂y Δx ∂x이며, z

의 변화량은 Δz = ∂z Δy = ∂z ∂y Δx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각각의 ∂y ∂y ∂x 변

수를 조금씩 움직였을 때 최종적으로 움직인 양은 이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다음으로 변수를 벡터로 확장한 경우를 살펴보자. 입력이 x이고, 이 값에 따라 벡

터 y의 값이 결정되며, 이들 변수에 기초하여 z값이 결정되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자. 

	

이 경우 가 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x를 조금 변화시켰을 때의 각 

yi의 변화율은 Δyi = Δx이며, z의 변화량은 Δz = ∑i Δyi = ∑i Δx와 같

식 4.2

식 4.3

식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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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시작하며

이번 장에서는 인간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인 음성 인식 기술을 다루며, 

음성 인식을 위한 딥 러닝에 대해 기본적인 기술부터 최신 기술까지 설명한다. 5장에

서 이미지 인식에 대한 응용 예를 살펴보았듯이 딥 러닝은 다양한 패턴 인식 분야에

서 기존의 기법을 크게 웃도는 성능을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음성 패턴 인식 

기술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딥 러닝의 도입을 통해 음성 인식의 정확도가 대폭 향상

되었다. 오늘날에는 딥 러닝 기술은 음성 인식기를 구성하는 데 필수 불가결이라 할 

수 있지만, 딥 러닝이 지금처럼 주목을 받기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인상적인 사례를 살

펴보려고 한다.

첫 번째 사례는 2009년에 NIPS Workshop on “Deep Learning for Speech 

Recognition and Related Applications”에서 발표된 논문에 있었던 음성 인식 실험에 

대한 보고[15]다. 이 논문에서는 음성 인식 연구자 사이에서 간단한 벤치마크로 알려

져 있었던 TIMIT 음소 인식 과업에서 딥 러닝에 기초한 음성 인식기가 그 당시 일반

적이었던 기술을 크게 앞서는 결과를 내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보고에서도 오늘날의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나 볼 수 있는 대폭적인 정확도 향상이 이뤄졌지만, 이 보고 하

나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큰 흐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TIMIT 음

소 인식 과업의 규모 때문이다. TIMIT 음소 인식 과업은 음성 신호에 대응하는 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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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me)*의 연속열을 인식하여 정확도를 측정하는데, 음소 연속열에 대한 인식은 

애초의 목적인 단어 연속열과 비교하면 크게 단순화된 문제다. 이 때문에 지금도 가

장 중요한 음성 인식 문제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어휘 연속 음성 인식에 음소 연속열 

인식의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다.

두 번째 인상적인 사례는 대규모 어휘 연속 음성 인식에 딥 러닝이 적용된 것이다. 

2011년에 열린 INTERSPEECH 2011에서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전화 대화

에 대한 음성 인식에서 딥 러닝을 이용한 음성 인식기로 오류율을 크게 낮출 수 있었

다는 보고[22]가 있었다. 그 이후 음성 인식과 관련된 국제학회에서는 딥 러닝에 대한 

세션이 빠짐 없이 열리게 되었다. 음성 인식 연구는 그 긴 역사 동안 점점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 왔다. TIMIT 과업처럼 비교적 잘 통제된 환경에서 녹음된 음성에 효

과가 있었던 기법을, 스스로 말할 내용을 생각하며 전화 너머로 발화하는 음성의 단

어 인식에 거의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겠지만, 이 보고는 음성 

인식 연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 음성 인식은 다른 응용 분야보다 앞서 딥 러닝의 유효성이 증명된 분야 중 하

나다. 위에서 언급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음성 인식 분야에서 딥 러닝이 비교적 매끄

럽게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딥 러닝 등장 이전부터 음성 인식에 신경망을 도입했던 연

구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신경망의 유효성이 일찍이 검증되었던 점도 있다. 이번 장에

서는 딥 러닝 등장 이전의 기술을 살펴본 후 음성 인식에 딥 러닝이 어떻게 적용되었

는지를 설명하고, 이 책을 집필하는 시점에서 가장 새로운 화제까지 짚어 보려고 한다. 

6.2절에서는 음성 인식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설명한다. 6.3절에서는 앞절

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방법 중 어떤 신경망이 응용에 쓰이고 있는지, 딥 러닝 등장 이

전의 기술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6.4절에서는 음성 인식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음향 

모형에 대한 딥 러닝을 다루고, 여기서 사전훈련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설명한다.

6.5절에서는 음향 모형에 대한 딥 러닝에서 시계열 연속열의 입출력을 다루는 기법의 

발전 과정을 소개한다. 6.6절에서는 음성 인식의 또 한 가지 구성 요소인 언어 모형에

* 음성 언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에 해당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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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딥 러닝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7절에서는 이 장의 내

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본다.

6.2   음성 인식

이번 절에서는 먼저 6.2.1항에서 음성 인식 문제를 형식화하여 소개한다. 그다음 

6.2.2항에서 실제 음성 인식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설명한다. 음성 인식 기술

에 대한 본격적인 입문서로는 [18], [24] 등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딥 러닝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 설명할 것이다. 

6.2.1 음성 인식에 사용되는 모형

음성 인식은 입력 신호를 음성 특징 벡터로 변환하여 이음성 특징 벡터의 연속열로부

터 이에 대응하는 단어 연속열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구현된다(그림 6.1).

HMM 상태

특징값 벡터

음소 연속열

입력 신호

단어 연속열

그림 6.1  입력 신호와 단어 연속열의 다대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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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특징 벡터는 입력 신호를 프레임이라는 일정 구간마다 분석하여 D차원 특징값 

벡터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단어 연속열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음성 특

징 벡터를 시간축에 따라 늘어놓은 연속열 X = {x1, x2, ..., xt ...}으로부터 이에 대응

하는 단어 연속열 ℓ ̂ = {ℓ1, ℓ2, ..., ℓm ... |ℓm ∈ L} (이때 L은 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의 

집합)을 추정한다. 입력 특징값 벡터 연속열 X가 주어졌을 때 가장 출현 확률이 높은 

단어의 연속열 ℓ을̂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 식의 argmax 안의 분모 p(X)는 변수 ℓ의 값과 무관한 상수이므로 실제로 argmax

를 평가할 때는 분자만 고려하면 된다. 분자인 p(X|ℓ), 다시 말해 단어 연속열을 이미 

알고 있을 때의 특징값 벡터 연속열의 확률 밀도를 나타내는 모형을 음향 모형(acoustic 

model)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단어 연속열이 어떤 확률로 출현하는지를 나

타낸 모형 p(ℓ)을 언어 모형(language model)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음향 모형은 은닉 마르코프 모형(HMM, Hidden Markov 

Model)[18]이라는 확률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에서 m은 음소 연속열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q는 HMM의 잠재변수(latent variable)

인 HMM 상태 연속열을 나타내는 변수다. p(m|ℓ)은 발음 사전 모형(pronunciation model)

이라고 하며, 대부분 사전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이 정의한다. 

p(q|m)은 일반적인 HMM과 마찬가지로 다음 시각에 어떤 HMM 상태로 천이할 것

인가를 나타내는 상태 천이 확률로 정의되는데, HMM 상태 연속열이 음소 연속열

에 의존하는 단순한 HMM과는 조금 다른 정의를 사용한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그

림 6.2⒜에서 보듯이 음소 mj와 그 앞뒤 음소로 나타낼 수 있는 음소 문맥(phoneme 

context)이라는 변수 cj 단위로 세 개의 서로 다른 HMM 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설

식 6.1

식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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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된 HMM을 준비한다*. 어떤 음소 연속열에 대응하는 HMM 상태 연속열의 천이 

확률은 이들 음소 HMM의 앞뒤 음소를 고려하며 연결하는 식으로 구성된다(그림 6.2

⒜). 길이가 가변적인 특징값 벡터 연속열을 나타내기 위해 각각의 은닉 상태가 음소

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대신 각각의 음소 mj 및 그에 따른 음소 문맥 cj 단위로 정의되

는 3상태 HMM의 상태 그룹 내에서 상태 천이하는 동안에는 동일한 음소 상태가 이

어진다고 가정한다. 상태 천이 확률을 이렇게 정의하면 길이가 서로 다른 연속열, 그

러니까 HMM의 상태 연속열 q와 음소 연속열 m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표현의 특징

은 HMM 상태 연속열이 주어졌을 때, 음소 연속열이 결정론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다. 뒤에 설명할 신경망과 HMM의 절충적인 접근법에서는 음소나 단어를 추정하는 

문제를 HMM 상태를 추정하는 문제로 단순화하는데, 이러한 성질 덕분에 이렇게 문

제를 단순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6.2  HMM의 연결 

⒜ 음소와 그 앞뒤 음소를 나타내는 변수의 쌍(mj, cj)마다 각각 3개의 상태를 갖는 HMM을 정의. 

⒝ 음소 연속열(“b ow th”)의 HMM 상태 천이 확률을 연결 조작으로 정의.

p(xt|qt)는 HMM의 출력 확률밀도함수에 해당하는 모형으로, 딥 러닝이 도입되기 전

에는 혼합 가우시안 모형(GMM, Gaussian Mixture Model)을 사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정

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가능한 모든 음소 문맥에 대해 서로 다른 음소 문맥 변수 cj를 부여하면 음소 수의 세제곱 개나 되는 

HMM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조합의 폭발로 인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는 몇 개 음소 

문맥은 같은 음소 문맥의 값을 공유하도록 설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