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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2010년대 중반에 우리는 인공지능이 바둑에서 세계 정상급 프로 기사를 이기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음성 인식이나 기계 번역, 자동 주행 같은 인공지능 

응용들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일상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될 정도가 되었습

니다. 관련 업계 내부에서는 대략 2010년대 초반에 시작한 이 모든 변화의 바탕에는 

이 책의 주제인 ‘심층 학습’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적어도 당분간은) 인공지

능의 비약적 발전에 심층 학습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심층 학습에 관한 좀 더 깊고 

넓은 이해가 요구되는 지금, 특정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

법을 알려주는 데 치중하는 책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론적 기초와 고급 연구 주제

를 망라한 본격적인 심층 학습 교과서를 번역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앞 문단의 ‘본격적인 교과서’라는 표현에는 이 책이 술술 읽으면서 내용을 바로 이해

할 수 있는 책은 아니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책은 꽤 어렵습니다. 

이 책의 대상 독자에 “기계 학습을 공부하는 대학생들(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 심층 

학습과 인공지능 연구 경력을 시작하는 졸업생들”과 함께 “기계 학습이나 통계학의 배

경지식이 없지만 ... 심층 학습을 활용하길 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들도 포함되지만

(§1.1 ‘이 책의 대상 독자’ 참고), 후자에 해당하는 독자라면 아마 관련 배경지식을 따로 

공부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록 제1부(제2, 3, 4장)에서 필수 배경지식을 정리해 주

긴 하지만, 이미 배운 적이 있는 내용을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준일 뿐 해당 내용

을 새로이 배우기에 적합할 정도로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배경지식과 관련해서 독자가 다른 참고서나 자료를 공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과, 

옮
긴
이
머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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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좀 더 일반적으로는 심층 학습을 포함한 기계 학습의(그리고 더 크게는 인공지능 분야 전

체의) 용어 중 다른 학문 분야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용어 선택 시 

관련 분야 학회 또는 단체의 관례를 최대한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수학회의 수학

용어집1)]과 한국통계학회의 통계용어 자료실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용

어사전3) 등을 주되게 참고했습니다. 가능하면 복합어의 띄어쓰기도 기존 관례를 최대

한 따랐지만, 현행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과 맞지 않는 용어는 적절히 수정했습니

다(이를테면 절대값 대신 절댓값). 따로 용어집을 갖추지 않은 분야의 용어나 심층 학습과 

관련해서 새로이 고안된 용어의 경우에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관련 페이지들이나 해당 

분야 학술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을 참고하기도 하고, 기존 용어들의 조어법을 활용해

서 새로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용어를 비롯하여 이 책에 관해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제 홈페이지 occam’s Razor 

(http:// occamsrazr.net)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와 오역 보고도 환영합니다. 

모자란 재주로 어려운 책을 번역하다 보니 오역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복잡

하고 읽기 어려운 문장보다는 오히려 매끄럽게 읽히는(그래서 교정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

하지 않고 넘어간) 문장에 오역이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역과 오타를 보고해 주시

면 저는 물론이고 이 책을 읽는 다른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홈페이지

의 ‘번역서 정보’ 페이지에 이 책에 관한 웹페이지로의 링크가 있고, 그 웹페이지의 하

단에 의견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번역서의 탄생에 이바지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글로 역자의 글을 마무리하겠

습니다. 이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시고 번역 원고를 검토해 주신 장성두 제이펍 대표님

과 수식 많은 책을 훌륭히 조판해 주신 김지영 디자이너님, 그리고 제가 잘 알지 못하

는 출판 과정의 여러 영역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쳇말로 “역대급으로” 더웠던 2018년 여름 내내 불평 없이 

제 번역 원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중요한 오역과 오타를 잡아낸 아내 오현숙에게 감사

와 사랑, 그리고 경탄의 마음을 전합니다.

옮긴이 류광

1) http://www.kms.or.kr/mathdict/list.html
2) http://www.kss.or.kr/bbs/board.php?bo_table=psd_sec
3) http://terms.tt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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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 의 성분 (즉, 번째 성분; 은 1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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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 의 행 


행렬 의 열 

 3차원 텐서 의 성분 

 3차원 텐서의 2차원 조각(슬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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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




의 에 대한 미분




의 에 대한 편미분


 의 에 대한 기울기


 의 에 대한 미분을 담은 행렬

 의 에 대한 미분들을 담은 텐서




 →

의 야코비 행렬 ∈
×



 또는   입력점 에서의 의 헤세 행렬

 의 정의역 전체에 관한 정적분

  집합 에 관한, 에 대한 정적분※4)[

확률과 정보이론

a⊥b 확률변수 a와 b가 독립이다.

a⊥b c 확률변수c가 주어졌을 때 확률변수 a와 b가 조건부 독립이다.

a 이산변수에 관한 확률분포

a 연속변수 또는 이산인지 연속인지 지정되지 않은 변수에 관한 확률분포

a ∼ 확률변수 a의 분포는 이다.

x∼ 
 또는  의 x에 대한 기댓값

Var 분포 x 하에서 의 분산

Cov 분포 x 하에서 와 의 공분산

x 확률변수 x의 섀넌 엔트로피

KL ∥ 와 의 KL 발산값

  에 관한, 평균이 이고 공분산이 인 가우스 분포

※역주 다수의 대상을 다루는 수학 연산을 설명하는 문장에서 “~에 관한” 또는 “~에 관해’는 원문의 “over 
~”를 옮긴 것으로, 주어진 연산이 다루는 대상들의 집합 또는 범위를 지칭한다. 한편 그런 문장에서 “~에 

대한” 또는 “~에 대해·대하여”는 원문의 “with respect to ~”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산의 주된 대상을 지칭한

다. 이러한 용어 선택은 단지 “A에 대한 B에 대한 적분”이나 “A에 관한 B에 관한 미분” 같은 애매한 문장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필연적인 선택은 아니다. 또한, 많은 경우 수식과 문장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즉, 
수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관련 문장을 보고,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수식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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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 정의역이 이고 치역이 인 함수 

∘ 함수 와 의 합성


로 매개변수화된 의 함수(간결함을 위해 인자 를 생략하고 그냥 로 표기하기

도 한다)

log 의 자연로그

 로지스틱 S자형 함수 
exp



 소프트플러스 함수 logexp

 의   노름

 의   노름

 의 양수부, 즉 max

조건
만일 조건이 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종종, 인수가 스칼라인 함수 를 나 ,  처럼 벡터나 행렬, 텐서에 적

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는 해당 대상의 모든 성분에 개별적으로 적용된다(‘성분별’ 

적용). 예를 들어 �  는 색인  ,  , 의 모든 유효한 값에 대해 �   

  라는 뜻이다.

자료 집합과 분포

자료
자료 생성 분포

훈련
훈련 집합이 정의하는 경험분포

훈련 집합(훈련을 위한 견본들의 집합)


  자료 집합의 번째 견본(입력)

   또는 
  지도 학습을 위한,  와 연관된 목푯값

 행 에 입력 견본 
 가 담긴 ×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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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오래전부터 발명가들은 생각하는 기계를 꿈꾸었다. 그러한 열망은 적어도 고대 그리

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화 속 인물 피그말리온, 다이달로스, 헤파이스토스는 모두 

전설적인 발명가라고 할 수 있으며, 갈라테아나 탈로스, 판도라는 인공생명으로 간주

할 수 있다(Ovid & Martin, 2004; Sparkes, 1996; Tandy, 1997).

백 년도 더 전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런 

기계가 지능을 갖출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Lovelace, 1842). 오늘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크게 번창하고 있는 분야로, 실용적인 용도가 많고 활발하게 연구 중

인 주제들도 많다. 이 책에서 우리는 반복적인 노동을 자동화하고, 음성이나 영상을 

이해하고, 의료 진단을 내리고, 기본적인 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지능적인 소프트웨어

를 살펴본다.

인공지능 초창기에서 이 분야는 인간은 지적으로 풀기 어렵지만 컴퓨터에는 비교적 

쉬운 여러 문제, 그러니까 일련의 형식적이고(formal) 수학적인 규칙들로 서술할 수 있

는 문제들을 빠르게 공략하고 풀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지능의 진정한 

난제는 사람들이 쉽게 해내는, 그러나 형식적으로 서술하기는 어려운 과제들을 푸는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말해진 단어를 인식하거나 이미지에서 얼굴을 알아보는 것

처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리고 별 노력 없이 저절로 해내는 문제들이 바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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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들이다.

이 책은 그런 좀 더 직관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다룬다. 그 해결책이란, 

컴퓨터가 개념들의 계통구조(hierarchy of concepts; 간단히 개념 계통구조)를 이용해서 경

험으로부터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개념 계통구조에서 각 개념은 

자신보다 더 간단한 개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의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는 경

험으로부터 지식을 수집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인간 운영자가 형

식적으로 일일이 지정할 필요가 없다. 개념 계통구조 덕분에 컴퓨터는 간단한 개념들

을 조합해서 좀 더 복잡한 개념을 배우게 된다. 그러한 개념들의 연결 관계를 그래프 

구조로 표현한다면, 여러 층(layer)으로 이루어진 ‘깊은’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이 때문

에 이러한 인공지능 접근 방식을 심층 학습(deep learning)이라고 부른다.

인공지능의 초기 성공 사례 중 다수는 비교적 단조롭고 형식적인 환경에서 일어난 

것으로, 컴퓨터가 실세계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갖출 필요가 없었다. 예를 들어 IBM의 

체스 플레이 시스템인 딥 블루Deep Blue는 1997년에 체스 세계 챔피언 개리 카스파로브

Garry Kasparov를 이겼다(Hsu, 2002). 물론, 체스는 단 64개의 장소와 아주 제한된 방식으

로만 움직일 수 있는 32개의 말로 이루어진 아주 단순한 세계이다. 성공적인 체스 전

략의 고안이 엄청난 성과이긴 하지만, 체스 말들의 집합과 허용되는 수(이동)들을 컴퓨

터에게 서술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체스는 프로그래머가 미리(인공지능을 

실행하기 전에) 완전히 형식적인 규칙 몇 개로 간결하게 서술해서 컴퓨터에 제공할 수 

있다.

모순적이게도, 사람에게 지적으로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과제가 컴퓨터에는 가장 쉬운 과제이다. 컴퓨터가 최고의 인간 체스 선수를 물리친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물체나 음성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이 아무 어려움 

없이 하는 일을 컴퓨터가 비슷하게나마 해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려면 세계에 관한 엄청난 양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한 지

식 중 상당 부분은 주관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방식으로 서술하기 어렵

다. 컴퓨터가 지능적으로 행동하려면 바로 그러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핵심 난제 중 하나는, 그러한 비형식적 지식을 컴퓨터에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에 관한 지식을 형식 언어(formal language)를 이용해서 하드코딩hard-coding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여럿 있었다. 컴퓨터는 논리 추론(logical i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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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들을 이용해서 그러한 형식 언어로 된 문장을 자동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인공지능

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 또는 지식 기지) 접근 방식이라

고 부른다. 그러나 그런 프로젝트 중 중요한 성과를 올린 것은 하나도 없었다.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는 Cyc사이크이다(Lenat & Guha, 1989). Cyc는 하나의 추론 엔진이자, 

CycL이라는 언어로 이루어진 문장들의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런 문장들은 인간 감독자

들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버거운 과정이다. 사람들은 세계를 정확히 

서술하기에 충분한 복잡도를 가진 형식 규칙들을 고안하려고 노력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Cyc는 아침에 면도하는 프레드Fred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Linde, 1992). Cyc의 추론 엔진은 그 이야기에서 논리적

인 모순을 발견했다. 추론 엔진은 사람에는 전기 부품이 없음을 알고 있었는데, 프레

드가 전기면도기를 쥐고 있다는 문장으로부터 “FredWhileShaving”이라는 개체에 전기 

부품이 있다고 추론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Cyc는 면도 중에도 프레드가 여전히 사람

인지 물어봤다.

하드코딩된 지식에 의존하는 시스템들이 직면했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AI(인

공지능) 시스템에는 원본(미가공) 자료에서 패턴을 추출해서 스스로 지식을 획득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능력을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이라고 부른다. 

기계 학습이 도입되면서, 실세계의 지식이 관여하는 문제들과 주관적으로 보이는 의

사결정 문제들을 컴퓨터로 풀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라고 하는 간단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제왕절개 추천 여부를 컴

퓨터로 결정할 수 있다(Mor-Yosef 외, 1990). 또한, 단순 베이즈(naive Bayes; 또는 소박한 

베이즈)라는 간단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정상적인 이메일과 스팸 이메일을 

분류할 수 있다.

이런 간단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들의 성과는 주어진 자료의 표현(representation; 또는 

표상)에 크게 의존한다. 예를 들어 로지스틱 회귀를 제왕절개 추천에 사용할 때, AI 시

스템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는 않는다. 대신 의사가 시스템에 여러 가지 관련 정보

(자궁 반흔 여부 등)를 제공한다. 환자 자료의 표현에 있는 그러한 각각의 정보 조각을 

특징(feature; 또는 자질)이라고 부른다. 로지스틱 회귀는 환자의 그러한 특징들과 다양

한 결과(outcome)들의 상관관계를 학습한다.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는 특징들이 정의되

는 방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로지스틱 회귀에 의사의 형식화된 보고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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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서로 다른 표현의 예: 산점도(scatterplot)에 직선을 그어서 두 범주의 자료를 분류한다고 하자. 왼쪽

산점도는 어떤 자료를 직교좌표(데카르트 좌표)로 표현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직선으로 두 범주를 구분할 수

없다. 오른쪽은 같은 자료를 극좌표로 표현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그냥 수직선 하나로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

된다. (이 그림은 데이비드 워드-팔리David Warde-Farley와 함께 만든 것이다.)

아니라 환자의 MRI 스캔 사진을 제공한다면 유용한 예측을 하지 못할 것이다. MRI 

스캔 사진의 개별 픽셀과 출산 과정의 합병증의 상관관계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이러한 표현에 대한 의존성은 컴퓨터 과학과 일상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컴퓨터 과학에서, 어떤 자료 집합(dataset)에서 뭔가를 검색하는 연산은 만일 

그 자료 집합이 검색에 적합한 구조와 색인을 갖추고 있다면 지수적으로 빨라진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로 된 수들에 관한 계산은 쉽사리 해내지만 로마 

숫자로 된 수들에 관한 계산에는 시간을 훨씬 많이 소비한다. 자료를 어떻게 표현하느

냐에 따라 기계 학습 알고리즘의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

림 1.1은 이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간단한 예이다.

인공지능 과제 중에는 주어진 과제에 맞는 적절한 특징 집합을 추출하고 그 특징들

에 대해 간단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음성으로부터 화자(speaker)를 식별하는 과제에 유용한 특징은 화자의 성도(vocal tract) 

길이의 추정치이다. 이 특징은 화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아동인지에 관한 강

력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어떤 특징을 추출해야 할지 알아내기가 어려운 과제들도 많다. 예를 들어 

사진에서 자동차를 검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하자. 차에는 바퀴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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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존재 여부를 하나의 특징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바퀴의 형태를 픽셀값

들로 서술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바퀴의 기하학적 형태는 단순하지만, 바퀴에 그림

자가 드리우거나, 바퀴의 금속 부분에 햇빛이 반사되거나, 차의 바퀴 덮개 또는 전경

의 어떤 물체가 바퀴 일부를 가리거나 해서 바퀴의 이미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 문제의 한 가지 해법은, 표현을 출력으로 사상(mapping; 대응)하는 방법뿐만 아니

라 표현 자체까지도 인공지능 시스템이 기계 학습 알고리즘으로 배우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표현 학습(representation learning; 또는 표상 학습)이라고 부른다. 사

람이 손으로 설계한 표현보다 학습된 표현을 사용할 때 훨씬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경

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는 AI 시스템이 새로운 과제에 빠르게 적응한

다(사람의 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이다). 표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간단한 과제의 특

징 집합을 추출하는 데는 몇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복잡한 과제라면 몇 시간에

서 몇 달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 복잡한 과제에 대한 특징들을 사람이 직접 설계하려

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자 공동체 전체가 몇십 년을 투여해야 할 수

도 있다.

표현 학습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는 자동부호기(autoencoder)이다. 자동부호기는 입

력 자료를 어떤 다른 표현으로 변환하는 부호기(encoder; 또는 엔코더) 함수와 그 표현을 

원래의 자료 형식으로 되돌리는 복호기(decoder; 또는 디코더) 함수의 조합이다. 자동부

호기는 입력이 부호기를 거쳐서 복호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도

록 훈련되며, 그와 함께 새로운 표현이 여러 가지 좋은 속성을 가지도록 훈련되기도 한

다. 어떤 종류의 속성들을 원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자동부호기들이 존재한다.

특징 집합을 설계하거나 특징 학습을 위한 알고리즘을 고안할 때는 흔히 변동 인자

(factor of variation; 또는 변동 요인)들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여기서 변동 인자는 

관측된 자료를 설명해 주는 어떤 요인이다. 지금 문맥에서 ‘인자’는 그냥 자료에 미치

는 영향력의 개별 근원(source of influence)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인자들을 서로 

곱하지는 않는다. 이런 인자들은 직접 관측된 수량이 아닌 경우가 많다. 대신 이들은 

관측 가능한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세계의 관측되지 않은 물체 또는 관측되지 

않은 힘으로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관측된 자료의 설명

을 단순화하거나 그 원인을 추론하는 데 유용한 어떤 구인構因(construct)일 수도 있다. 

변동 인자라는 것을 자료에 존재하는 풍부한 변동성(variability)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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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어떤 개념 또는 추상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녹음된 음성을 분석할 때는, 이

를테면 화자의 나이, 성별, 억양, 발음된 단어 등이 변동 인자일 수 있다. 자동차 이미

지를 분석할 때의 변동 인자로는 차의 위치, 색상, 태양의 각도와 밝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여러 실세계 인공지능 응용의 주된 난제는 관측 가능한 자료에 영향을 주는 변동 

인자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밤에 촬영한 빨간색 자동차 이미지의 개별 픽셀들은 빨간

색이 아니라 검은색에 더 가깝다. 자동차의 윤곽선은 시선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대

부분의 인공지능 응용에는 변동 인자들을 풀어헤쳐서(disentangle), 주어진 과제와 무관

한 변동 인자들을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그런 고수준의 추상적인 특징들을 원본 자료로부터 추출하는 것이 아주 어려

울 수 있다. 변동 인자 중에는 자료를 거의 인간 수준으로 정교하게 이해해야만 식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화자의 억양이 그러한 예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 표현을 얻는 

것이 애초의 문제를 푸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때는 이러한 표현 학습이 별 도움이 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심층 학습(deep learning)은 자료를 다른 좀 더 간단한 표현들을 이용해서 표현함으로

써 표현 학습의 이러한 중심 문제를 해결한다. 심층 학습을 이용하면 컴퓨터가 간단한 

개념들로 더 복잡한 개념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림 1.2는 심층 학습 시스템이 사람의 

이미지에 담긴 개념을 모퉁이(corner)와 윤곽선(contour) 같은 좀 더 간단한 개념들로 

표현한 예이다. 모서리나 윤곽선 등은 변(edge; 가장자리)이라는 좀 더 간단한 개념들로 

구성된다.

심층 학습 모형의 대표적인 예는 순방향 심층 신경망(feedforward deep network), 즉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MLP)이다. 본질적으로 다층 퍼셉트론은 일단一團의 

입력값을 일단의 출력값으로 사상하는 수학 함수이다. 이 함수는 좀 더 간단한 여러 

함수로 구성된다. 이때 각각의 수학 함수 적용을 입력의 새로운 표현을 만드는 것이라

고 간주할 수 있다.

자료의 적절한 표현을 배운다는 착안은 심층 학습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다. 심층 

학습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학습이 “깊게(여러 층으로)” 이루어지는 덕분에 컴퓨터가 

다단계(multistep)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표

현의 각 층을, 일단의 명령들이 병렬적으로 실행된 후의 컴퓨터 메모리의 상태(스냅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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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심층 학습 모형의 예. 일단의 픽셀값들로 표현된 이 이미지 같은 원본 지각(sensory) 입력 자료의 

의미를 컴퓨터가 이해하기는 어렵다. 픽셀 집합을 대상의 정체(identity; 또는 신원)로 사상하는 함수는 아주 

복잡하다. 이러한 사상을 배우거나 평가하는 과제를 직접 공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심층 학습은 원하는 복잡한 사상을 일련의 내포된 단순한 사상들로 분할함으로써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한다. 

이때 분할된 각각의 사상은 모형의 개별 층으로 서술된다. 원본 입력 이미지는 가시층(visible layer)으로 입력

된다. 가시층이라는 이름은 이 층이 우리가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변수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래한 것이

다. 가시층 밑에는 일련의 은닉층(hidden layer)들이 있다. 은닉층들은 이미지로부터 점점 더 추상적인 특징들

을 추출한다. 은닉층의 ‘은닉’은 이 층의 값들이 원본 자료에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대

신 모형은 관측된 자료의 관계들을 서술하는 데 유용한 개념들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오른쪽 이미지들은 

각 은닉층이 표현하는 특징들의 종류를 보여준다. 첫째 은닉층은 이미지에서 가장자리들을 추출해서 둘째 은

닉층에 제공한다. 둘째 은닉층은 그로부터 손쉽게 모퉁이와 윤곽선(둘 다 일단의 가장자리들로 구성된다)을 

찾아낸다. 둘째 은닉층의 모퉁이들과 윤곽선들에 기초해서 셋째 은닉층은 대상의 특정 부분들을 식별한다. 각 

부분은 특정한 모퉁이들과 윤곽선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대상의 부분들에 대한 서술에 기초해서 모형은 

주어진 이미지에 담긴 대상의 정체를 결정한다. [Zeiler & Fergus, 2014]의 그림들을 허락하에 전재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신경망이 깊을수록 더 많은 명령이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이러

한 층별 순차 명령 실행 방식은 다음 층의 명령들이 이전 층의 명령들의 결과를 참조

할 수 있으므로 대단히 강력하다. 심층 학습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한 층에서 

활성화된 정보 중에는 변동 인자들(입력을 설명하는)을 부호화하지는 않는 것들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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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한 입력을 한 출력으로 사상하는 계산 그래프. 그래프의 각 노드는 하나의 연산을 수행한다. 깊이는

입력에서 출력으로의 가장 긴 경로의 길이인데, 그 길이는 가능한 계산 단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인

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의 그래프들이 나타내는 계산은 로지스틱 회귀 모형 
 의 출력인데, 여기서 

는 로그 S자형(logistic sigmoid) 함수이다. 왼쪽 그래프처럼 덧셈과 곱셈, 로그 S자형 함수를 컴퓨터 언어의 요

소들로 사용한다면 이 모형의 깊이는 3이다.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 자체를 하나의 요소로 간주한다면 모형의 

깊이는 1이다.

수 있다. 또한, 표현은 입력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도

움이 되는 상태 정보도 저장한다. 이 상태 정보는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카운터

나 포인터에 비유할 수 있다. 상태 정보는 입력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와는 무관한 것

으로, 학습 모형이 입력의 처리를 조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층 학습 모형의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방법은 구조

(architecture)를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순차 명령들의 수에 기초한 것이

다. 그러한 명령 개수를, 주어진 입력들에 대해 모형의 각 출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서

술한 흐름도(flow chart)에서 가장 긴 경로의 길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같은 일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들도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했느냐에 따라 그 길이가 다

른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사상을 수행하는 함수들이라고 해도 흐름도의 개별 단계들

에 어떤 내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흐름도의 모양이 달라진다. 그림 1.3은 

같은 구조라도 언어에 따라 깊이가 달라지는 예를 보여준다.

둘째 방법은 계산을 서술하는 그래프의 깊이가 아니라 개념들의 관계를 나타낸 그

래프의 깊이를 모형의 깊이로 간주하는 것으로, 심층 확률 모형들이 주로 사용한다. 

이 경우 각 개념의 표현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계산들의 흐름도의 깊이가 개념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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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그래프보다 훨씬 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더 복잡한 개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

면 더 단순한 개념들에 대한 시스템의 이해가 좀 더 정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이 그림자에 가려진 얼굴 이미지를 관찰하는 AI 시스템은 처음에는 눈을 

하나만 인식하지만, 이미지에서 사람 얼굴을 검출한 후에는 아마 다른 한쪽 눈도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예에서 개념들의 그래프는 단 두 층(눈에 대한 층과 얼굴에 

대한 층)으로 이루어지지만, 계산 그래프는 2개의 층으로 이루어진다(각 개념의 추정치

를 주어진 다른 개념들에 기초해서 번 정련한다고 할 때).

두 방법, 즉 계산 그래프의 깊이를 사용하는 방법과 확률 모형 그래프의 깊이를 사

용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게다가 사람마다 그

래프의 최소 구성 요소들을 다르게 선택한다. 따라서 주어진 모형의 깊이에 대해 어떤 

단일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주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의 길이에 대해 단일한 

정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길이를 측정하는 유일하게 

옳은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주어진 학습 모형의 깊이가 얼마나 되어

야 ‘깊은’ 모형, 즉 심층 학습 모형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도 합의된 바가 없다. 그렇긴 

하지만, 심층 학습은 학습된 함수 또는 학습된 개념들의 조합이 전통적인 기계 학습보

다 훨씬 더 많이 관여하는 모형들을 연구하는 분야라는 점은 대부분 동의한다고 봐도 

안전하다.

정리하자면, 이 책의 주제인 심층 학습은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 방식 중 하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층 학습은 기계 학습의 일종으로, 컴퓨터 시스템이 경험과 

자료를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개선하게 하는 기법이다. 우리(저자들)는 복잡한 실세계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기계 학습

이 유일하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리고 여러 기계 학습 기법의 하나인 심층 학습은 

세계를 내포된 개념들의 계통구조로 표현하는 덕분에 그 능력과 유연성이 뛰어나다. 

그러한 계통구조에서 각 개념은 자신보다 간단한 개념들과의 관계로 정의되며, 따라

서 모형은 더 추상적인 표현을 덜 추상적인 표현들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림 1.4에 여러 

인공지능 분야들의 관계가 나와 있다. 그림 1.5는 각 분야의 개괄적인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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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여러 인공지능 분야의 관계와 각 분야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벤 다이어그램. 심층 학습이 표현

학습의 일종이고, 표현 학습은 기계 학습의 일종임을 알 수 있으며, 기계 학습 접근 방식이 인공지능의 여러 

분야에 쓰이긴 하지만 모든 분야에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

1.1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다양한 독자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부류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저술되었다. 한 부류는 기계 학습을 공부하는 대학생들(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이

다. 여기에는 심층 학습과 인공지능 연구 경력을 시작하는 졸업생들도 포함된다. 다른 

부류는 기계 학습이나 통계학의 배경지식이 없지만 그런 지식을 빠르게 갖추고 자신

의 제품이나 플랫폼에서 심층 학습을 활용하길 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engineer)들

이다. 심층 학습은 컴퓨터 시각(vision), 음성 및 음향 처리, 자연어 처리, 로봇공학, 생

물정보학과 화학, 비디오 게임, 검색 엔진, 온라인 광고 및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소프

트웨어 분야에 유용함이 이미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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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여러 인공지능 접근 방식에서 AI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들과 그 관계. 짙은 색 상자는 해당 구성

요소가 자료로부터 학습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양한 독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책은 세 부(part)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기본적인 수학 도구들과 기계 학습 개념들을 소개한다. 제2부는 충분히 확립된 심층 

학습 알고리즘들을 설명한다. 그런 알고리즘들은 본질적으로 ‘해결된’ 기술들이라 할 

수 있다. 제3부는 많은 사람들이 향후의 심층 학습 연구에 중요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좀 더 모험적인 착안들을 설명한다.

자신의 관심사나 배경지식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부는 건너뛰어도 좋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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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이 책의 개괄적인 구성. 한 장에서 다른 장으로의 화살표는 후자를 이해하려면 전자의 내용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 선형 대수와 확률, 기본적인 기계 학습 개념들에 익숙한 독자라면 제1부를 건너뛰

고 제2부부터 읽으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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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 독자라면 제3부는 읽지 않아도 된다. 그림 1.6은 이 책의 개괄적인 구성을 보여주

는 흐름도이다. 어떤 장(chapter)들을 읽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모든 독자가 컴퓨터 과학에 관한 배경지식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독자

가 프로그래밍에 익숙하고, 계산 성능 관련 주제와 복잡도 이론, 초급 수준의 미적분

학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래프 이론의 몇몇 용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1.2 심층 학습의 역사적 추세

역사적 맥락을 알면 심층 학습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여기서 심층 학습의 역사를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겠다. 대신 다음과 같은 주요 추세들만 짚고 넘어간다.

∙ 심층 학습의 역사는 길고 다채롭다. 그동안 서로 다른 철학적 관점들을 반영한 

수많은 이름이 등장해서 인기를 끌다가 점차 사라졌다.

∙ 심층 학습은 사용할 수 있는 훈련 자료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좀 더 유용해졌다.

∙ 심층 학습 모형들의 크기는 심층 학습을 위한 컴퓨터 기반구조(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 모두)가 개선됨에 따라 점점 더 커졌다.

∙ 시간이 흐르면서 심층 학습은 점점 더 복잡한 응용문제들을 해결했으며, 그 정확

성도 점점 증가했다.

1.2.1 신경망의 다양한 이름과 흥망성쇠

아마 심층 학습을 ‘딥 러닝’이라는 이름의 한창 뜨거운 신기술로 알고 있는 독자가 많

을 것이다. 그런 독자라면 이 새로운 분야를 다루는 책에서 ‘역사’라는 단어가 등장하

는 것을 의외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심층 학습의 역사는 무려 1940년대로 거

슬러 올라간다. 심층 학습은 단지 새로운 것처럼 보일 뿐인데, 이는 최근 인기를 얻기 

전 몇 년 동안은 심층 학습이 비교적 인기가 없었기 때문이자, 또한 ‘심층 학습’이나 

‘딥 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은 최근의 일이고 그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

로 불렸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이름은 여러 연구자와 여러 관점의 영향에 따라 여러 

번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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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인공 신경망 연구의 역사에서 일어난 세 번의 물결 중 둘을 Google 도서(Google Books)에 “cybernetics”

라는 문구가 나온 빈도와 “connectionism” 또는 “neural networks”라는 문구가 나온 빈도로 측정한 그래프(세 

번째 물결은 너무 최근이라서 생략했다). 첫 물결은 1940년대에서 1960년대에 사이버네틱스로 시작했다. 이때

생물학적 학습 이론(McCulloch & Pitts, 1943; Hebb, 1949)이 등장했고, 하나의 뉴런을 훈련할 수 있는 퍼셉트

론(Rosenblatt, 1958) 같은 초창기 모형들이 구현되었다. 두 번째 물결은 1980~1995년 사이에 연결주의와 함께 

시작했다. 이때 은닉층이 하나나 둘인 신경망을 훈련하는 역전파 알고리즘(Rumelhart 외, 1986a)이 나왔다. 세 

번째이자 현재의 물결인 심층 학습은 2006년경에 시작했으며(Hinton 외, 2006; Bengio 외, 2007; Ranzato 외, 

2007a), 이 책은 그보다 10년 정도 지난 2016년 현재의 심층 학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와 비슷하게, 다른 두 

물결은 해당 과학 활동이 일어났을 때보다 훨씬 이후에야 책의 형태로 나타났다.

심층 학습의 자세한 역사는 이 책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기본적인 

맥락을 알아 두면 심층 학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크게 볼 때 이 분야에는 

변화의 물결이 세 번 있었다. 1940년대에서 1960년대에는 심층 학습 분야를 사이버네틱스

cybernetics(인공 두뇌학)라고 불렀으며, 1980년대에서 199년대에는 연결주의(connectionism)라

고 불렀다. 그리고 2006부터 이 분야가 심층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났다. 그림 

1.7은 이러한 흐름을 수치로 보여 준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초창기 학습 알고리즘 중 일부는 생물학적 학습을 위한 

계산 모형, 다시 말해 생물의 뇌에서 일어나는(또는 일어나리라 추측한) 학습을 본뜬 모

형이었다. 그래서 당시는 심층 학습을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이라고 

불렀다. 심층 학습 모형에 대한 그러한 생물학적 관점은, 생물학적 뇌(인간의 것이든, 

아니면 다른 동물의 것이든)에서 영감을 받아서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한때

는 실제로 뇌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이런 종류의 신경망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Hinton & Shallice, 1991), 생물학적 기능을 사실적으로 본뜨기 위해 이런 종류의 신경망

을 설계하는 경우는 드물다. 심층 학습에 대한 이러한 신경과학적 시각은 두 가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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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는, 뇌는 생물이 지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이며, 따라서 지능을 구축하는 개념적으로 확실한 경로는 바로 뇌에 깔린 계산 원리들

을 역공학으로 파악해서 그 기능성을 복제하는 것이라는 착안이다. 또 다른 착안은, 

사람의 뇌와 지능에 깔린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며, 따라서 

그러한 근본적인 과학적 질문에 영감을 제공하는 기계 학습 모형은 공학적인 응용문

제를 푸는 능력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유용하다는 것이다.

현세대의 기계 학습 모형들에 대한 현대적인 용어인 ‘심층 학습’은 이전 세대의 신

경과학적 관점을 뛰어넘은 것이다. 심층 학습은 다수준 구성(multiple levels of composition) 

학습이라는 좀 더 일반적인 원리에 호소한다. 그러한 원리는 뇌와 뉴런neuron(신경 단

위)에서 영감을 받지 않은 기계 학습 프레임워크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

현대적인 심층 학습의 가장 이른 조상은 그냥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비롯된 단순 선

형 모형들이다. 이런 모형들은 개의 입력값 
 

을 하나의 출력 에 연관시키

는 역할만 한다. 이런 모형들로 일단의 가중치 
 

을 학습해서 하나의 출력 

  




   





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신경망 연구의 첫 물결인 사이

버네틱스에 해당한다(그림 1.7).

매컬록-피츠 뉴런McCulloch-Pitts neuron(McCulloch & Pitts, 1943)은 두뇌 기능의 초기 모

형 중 하나이다. 이 선형 모형은 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정함으로써 입력들

을 두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물론, 이 모형이 원하는 두 범주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으려면 그 범주들을 정의하는 가중치들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가중

치들은 사람이 설정했다. 1950년대에는 각 범주의 예제 입력들로부터 원하는 범주들

을 정의하는 가중치들을 학습할 수 있는 최초의 모형인 퍼셉트론(Rosenblatt, 1958; Rosenblatt, 

1962)이 등장했다. 같은 시기에 등장한 적응성 선형 요소(adaptive linear element, ADALINE; 

또는 적응성 선형 소자)는 그냥  자체의 값을 돌려줌으로써 하나의 실수實數를 예측

했다(Widrow & Hoff, 1960). 또한, 그러한 수들의 예측을 자료로부터 배울 수도 있었다.

이러한 단순한 학습 알고리즘들은 현재의 기계 학습 지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 

ADALINE의 가중치들을 적응시키는 데 쓰인 훈련 알고리즘들은 확률적 경사 하강법

(stochastic gradient descent)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의 한 특수 사례이다. 확률적 경사 하강 

알고리즘을 약간 수정한 버전들은 오늘날에도 심층 학습을 위한 주된 훈련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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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쓰이고 있다.

퍼셉트론과 ADALINE이 사용한, 에 기초한 모형들을 선형 모형(linear models)

이라고 부른다. 현재 아주 널리 쓰이는 기계 학습 모형 중 일부도 바로 이러한 선형 

모형에 해당하지만, 모형을 훈련하는 방법은 원래의 모형들이 쓰였던 때와는 다르다.

선형 모형에는 한계가 많다. 가장 유명한 것은 XOR(배타적 논리합) 함수, 즉 

  이고   이지만   이고   인 함

수를 학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형 모형에서 이러한 결함들을 발견한 비평가들은 

생물에서 영감을 받은 학습이라는 좀 더 일반적인 착안 자체에까지 공격의 화살을 돌

렸다(Minsky & Papert, 1969). 이때 처음으로 신경망의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

오늘날 신경과학은 심층 학습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더 이상 이 분야의 유력한 지침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심층 학습 연구에서 신경과학의 역할이 낮아진 주된 이유는, 그냥 뇌를 지침

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뇌를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뇌의 작동에 쓰이

는 실제 알고리즘들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된 (적어도) 수천 개의 뉴런

들의 활동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뇌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잘 연구된 부분조차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

다(Olshausen & Field, 2005).

신경과학은 하나의 심층 학습 알고리즘이 서로 다른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에 나름의 근거를 제공했다. 신경과학자들은 페럿(흰족제비)의 뇌를 조작해서 시

각 신호를 청각 신호를 처리하는 영역으로 보내도 여전히 페럿이 사물을 “볼” 수 있다

는 점을 발견했다(Von Melchner 외, 2000). 이러한 발견은 포유류 뇌의 상당 부분이 단일

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아주 어려운 과제들(뇌가 일상적으로 처리하는)을 해

결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러한 가설이 나오기 전에는 기계 학습 연구가 지금보다 

더 파편화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자연어 처리, 컴퓨터 시각, 운동 계획, 음성을 연구하

는 공동체가 따로 있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응용 공동체들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지

만, 그래도 심층 학습 연구 그룹들이 그런 응용 영역 다수 또는 전부를 동시에 연구하

는 경우가 흔하다.

신경과학에서 심층 학습의 연구를 위한 대략적인 지침 몇 가지를 유도할 수 있다. 

계산 단위들이 그 자체로는 지능적이지 않지만, 그 단위들을 서로 연결하면 지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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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나타난다는 기본적인 착안은 뇌에서 얻은 것이다. 네오코그니트론neocognitron 

(Fukushima, 1980)은 영상 처리를 위한 강력한 모형 구조를 소개했는데, 그 구조는 포유

류의 시각 체계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후 네오코그니트론은 §9.10에서 살펴볼 현재의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tword; LeCun 외, 1998b)의 기초가 되었다. 오늘날의 신경

망들은 대부분 정류 선형 단위(rectified linear unit, ReLU)라고 부르는 모형 뉴런에 기초

한다. 원래의 코그니트론(Fukushima, 1975)은 뇌의 기능에 대한 당시의 이해에 크게 영

감을 받은 좀 더 복잡한 버전을 소개했다. 그보다 단순해진 현대의 버전은 다양한 관

점에서 비롯된 착안들을 통합한 것인데, [Nair & Hinton, 2010]과 [Glorot 외, 2011a]에 

신경과학의 영향들이 언급되어 있고, [Jarrett 외, 2009]에는 좀 더 공학 지향적인 영향

들이 언급되어 있다. 신경과학이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긴 하지만, 엄격한 지침으로 간

주해서는 안 된다. 알려진 바로, 뇌의 실제 뉴런들은 현재의 정류 선형 단위와는 아주 

다른 함수를 계산한다. 그리고 아직은 뇌와 뉴런들을 좀 더 사실적으로 재현한다고 

해서 기계 학습의 성과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려졌다. 또한, 신경과학이 

여러 신경망 아키텍처architecture들에 성공적으로 영감을 제공하긴 했지만, 신경과학의 

생물학적 학습이 그런 아키텍처들을 훈련하는 데 쓰이는 학습 알고리즘들에 그만큼의 

지침을 제공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방송 ․언론들은 심층 학습과 뇌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핵 기계(kernel 

machine)나 베이즈 통계학 등 기계 학습의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연구자들보다 심층 

학습 연구자들이 영감의 원천으로 뇌를 드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적인 심층 학습은 그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영감을 끌어온다. 특히 선형대수나 확률, 

정보 이론, 수치 최적화 같은 응용 수학의 근본 분야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다. 신경과

학을 영감의 중요한 원천으로 드는 심층 학습 연구자들도 있지만, 신경과학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연구자들도 있다.

단, 뇌의 작동 방식을 알고리즘 수준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작업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그러한 노력을 흔히 ‘계산뇌과학(computational 

neuroscience)’이라고※1)부른다. 계산뇌과학은 심층 학습 연구와는 개별적인 분야이지만, 

연구자들이 두 분야를 오가는 경우가 흔하다. 심층 연구 분야는 기본적으로 지능이 

※역주 neuroscience를 흔히 신경과학이라고 옮기지만, 여기서는 관련 국내 학회의 명칭이 한국계산뇌과학

회(Korean Society for Computational Neuroscience)라는 점을 참작해서 ‘계산뇌과학’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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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지만, 계산뇌과학 분야는 기본적으로 뇌의 실제 작동 방식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

는 모형을 구축하는 문제에 관심을 둔다.

1980년대에 신경망 연구의 두 번째 물결이 시작되었다. 그 물결의 주된 동력은 연결

주의(connectionism) 또는 병렬 분산 처리(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라고 부르는 움직

임이었다(Rumelhart 외, 1986c; McClelland 외, 1995). 연결주의는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의 맥락에서 등장했다. 인지과학은 의식(정신)을 이해하려는 학문 분야로, 정신 분석의 

다양한 수준들이 결합하여 있다. 1980년대 초반에 대부분의 인지과학자는 기호 추론

(symbolic reasoning) 모형을 연구했다. 그러한 기호 추론 모형은 인기가 높긴 했지만, 뇌

가 뉴런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추론을 수행하는 방식에 근거해서 기호 추론 모형을 설

명하기가 어려웠다. 연결주의자들은 실제로 신경 구현들에 근거할 수 있는 인지 모형

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다(Touretzky & Minton, 1985). 그 과정에서 1940년대에 심리학자 

도널드 헵Donald Hebb이 이룩한 연구 성과(Hebb, 1949)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 착

안이 되살아났다.

연결주의의 핵심 착안은, 많은 수의 단순한 계산 단위를 연결해서 망(네트워크)을 만

들면 지능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은 생물학적 신경계의 뉴런들

과 계산 모형의 은닉 단위(은닉층 계산 단위)들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1980년대의 연결주의 운동에서 제기된 몇몇 핵심 개념은 오늘날의 심층 학습에도 

여전히 중심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 개념 중 하나는 분산 표현(distributed representation; Hinton 외, 1986)이다. 분산 표

현에 깔린 착안은, 시스템의 각 입력을 여러 개의 특징으로 표현해야 하며, 각 특징이 

가능한 한 많은 입력의 표현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 가지 물체 승용

차, 트럭, 새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각 시스템이 있다고 하자. 각 물체의 색은 빨간색일 

수도 있고, 녹색이나 파란색일 수도 있다. 그런 시스템의 입력들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가능한 아홉 가지 조합(빨간 트럭, 빨간 승용차, 빨간 새, 녹색 트럭, 등등)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뉴런 또는 은닉 단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총 아홉 개의 뉴런

이 필요하며, 각 뉴런이 색상과 물체의 정체 개념을 독립적으로 학습하게 해야 한다. 

분산 표현을 이용하면 이러한 부담스러운 상황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다. 분산 표현 

접근 방식에서는 색상을 서술하는 뉴런 세 개와 물체의 정체를 서술하는 뉴런 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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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있으면 된다. 즉, 필요한 뉴런은 아홉 개가 아니라 여섯 개이다. 그리고 빨간색을 

서술하는 뉴런은 승용차, 트럭, 새 중 한 가지가 아니라 셋 모두의 이미지에서 빨간색

을 배울 수 있다. 분산 표현은 이 책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제15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연결주의 운동의 또 다른 주된 성과는 내부 표현들을 가진 심층 신경망을 훈련하는 

데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성공적으로 적용했다는 것과 역전파 알고리즘

을 널리 알렸다는 점이다(Rumelhart 외, 1986a; LeCun, 1987). 이 알고리즘의 인기가 부침

을 겪긴 했지만, 역전파는 오늘날 심층 학습 모형의 훈련에 대한 주된 접근 방식이다.

1990년대에는 연구자들이 신경망으로 순차열(sequence)을 모형화)하는 데 중요한 진

전을 이루었다. [Hochreiter, 1991]과 [Bengio 외, 1994]는 긴 순차열을 모형화(modeling)

할 때의 근본적인 수학적 난제들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에 관해서는 §10.7에서 설

명한다. [Hochreiter & Schmidhuber, 1997]은 그러한 난제 중 일부를 해결하는 장단기 

기억(long short-term memory, LSTM) 신경망을 소개했다. 오늘날 LSTM망은 구글의 여러 

자연어 처리 과제들을 비롯해 많은 수의 순차열 모형화 작업에 널리 쓰이고 있다.

신경망 연구의 두 번째 물결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신경망과 기타 인공

지능 기술들에 기초한 벤처 회사들은 투자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비현실적으로 야심

만만한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공지능 연구가 그러한 비합리적인 기대를 충족하

지 못하자 투자자들은 실망했다. 그와 동시에 기계 학습의 다른 분야들이 진전을 보였

다. 핵 기계(kernel machine; Boser 외, 1992; Cortes & Vapnik, 1995; Schölkopf 외, 1999)와 그래

프 모형(graphical model; Jordan, 1998) 둘 다 여러 주요 과제들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이 두 요인 때문에 신경망의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하락세는 2007년까

지 이어졌다.

이 시기에도 신경망은 몇몇 과제에 대해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LeCun 외, 

1998b; Bengio 외, 2001). 신경망 연구의 명맥이 유지된 데는 CIFAR(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캐나다 고등연구소)의 NCAP(Neural Computation and Adaptive Perception; 

신경 계산 및 적응성 인지) 연구 프로젝트가 도움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토론토 대학

교(University of Toronto)의 제프리 힌턴Geoffrey Hinton, 몬트리올 대학교(University of 

Montreal)의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의 얀 르쿤Yann 

LeCun이 각각 이끌던 기계 학습 연구진들을 통합했다. CIFAR의 이러한 다분야 N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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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프로그램에는 신경과학자들과 인간 시각 및 컴퓨터 시각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이 시기에는 심층망(심층 신경망)을 훈련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

었다. 현재의 우리는 1980년대에 나온 알고리즘들로도 심층망을 꽤 잘 훈련할 수 있음

을 알고 있지만, 2006년경에는 그 점이 명확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냥 그런 알고리즘

들의 계산 비용이 너무 커서 당시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로는 실험을 충분히 할 수 없

었던 것이 이유였을 수도 있다.

신경망의 세 번째 물결은 2006년에 일어난 한 혁신으로 시작했다. 제프리 힌턴은 

심층 믿음망(deep belief network)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신경망을 ‘탐욕적 층별 사전훈련

(greedy layer-wise pretraining)’이라고 부르는 전략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

음을 보였다(Hinton 외, 2006). 이에 관해서는 §15.1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다른 

CIFAR 참여 연구진들은 같은 전략으로 다른 여러 종류의 심층망을 훈련할 수 있다는 

점도 빠르게 증명했다(Bengio 외, 2007; Ranzato 외, 2007a). 또한, 검사 사례(test example)들

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그런 전략이 도움이 된다는 점도 보여 주었다. 신경망

의 이러한 새 물결 덕분에, 연구자들이 이제는 이전보다 더 깊은 신경망을 훈련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그리고 깊이의 이론적 중요도에 좀 더 관심을 두게 하는 ‘심층 학습’

이라는 용어가 좀 더 널리 쓰이게 되었다(Bengio & LeCun, 2007; Delalleau & Bengio, 2011; 

Pascanu 외, 2014a; Montufar 외, 2014). 이 시기에 심층 신경망은 다른 기계 학습 기술들에 

기초한 경쟁 AI 시스템들은 물론이고 손으로 설계한 기능성에 의존하는 AI 시스템들

보다도 우월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신경망의 이러한 세 번째 유행 물결은 이 책을 쓰

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 이 시기 안에서 심층 학습 연구의 초점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세 번째 물결의 초기에는 무감독(비지도) 학습 기법과 심층 모형이 작은 자

료 집합으로도 잘 일반화되는 능력이 주목받았지만, 요즘은 훨씬 더 오래된 감독(지도) 

학습 알고리즘들과 심층 모형이 대규모의 분류된 자료 집합(labeled dataset)을 활용하는 

능력이 좀 더 관심을 끌고 있다.

1.2.2 자료 집합 크기의 증가

인공 신경망의 첫 실험이 벌써 1950년대에 실행되었음에도 사람들이 심층 학습을 최

신 기술로 알고 있는 것은 다소 의아한 일이다. 심층 학습은 1990년대부터 상용 응용 

프로그램들에서 성공적으로 쓰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술보다는 예술(art)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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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시간에 따른 자료 집합 크기 증가. 1900년대 초반 통계학자들은 직접 수집한 수백, 수천의 측정값들

을 담은 자료 집합을 연구했다(Garson, 1900; Gosset, 1908; Anderson, 1935; Fisher, 1936). 1950년대에서 1980

년대까지는 생물학에서 영감을 받은 기계 학습의 선구자들이 계산 비용이 낮은 소규모의 합성 자료 집합(이

를테면 글자들의 이미지를 담은 저해상도 비트맵)을 연구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신경망이 특정 

종류의 함수를 배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그런 자료 집합을 사용했다(Widrow & Hoff, 1960; Rumelhart 외,

1986b).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기계 학습이 통계학에 좀 더 가까워졌으며, 수만 개의 사례를 담은 좀 더 

큰 자료 집합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손으로 쓴 숫자들을 스캔한 MNIST 자료 집합(그림 1.9)이 그러한 예이

다(LeCun 외, 1998b). 새 천 년이 시작되고 처음 10년간은 같은 크기의 좀 더 정교한 자료 집합들이 계속 만

들어졌다. CIFAR-10 자료 집합(Krizhevsky & Hinton, 2009)이 그러한 예이다. 2000년대 말에서 시작해서 현재

(2010년대 중후반)는 수십만에서 수억 개의 사례들을 담은 훨씬 큰 자료 집합들이 쓰이는데, 이 덕분에 심층 

학습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자료 집합으로는 공공 SVHN(Street View House 

Numbers; 스트리트뷰에 찍힌 주택 번지수들) 자료 집합(Netzer 외, 2011), ImageNet 자료 집합의 여러 버전들

(Deng 외, 2009; Deng 외, 2010a; Russakovsky 외, 2014a), Sports-1M 자료 집합(Karpathy 외, 2014) 등이 있다.

그래프의 제일 위에는 IBM의 캐나다 의회 회의록(Canadian Hansard)으로 만든 자료 집합(Brown 외, 1990)과

WMT 2014 English to French(영-불 번역) 자료 집합(Schwenk, 2014) 등 번역된 문장들의 자료 집합이 있는

데, 대체로 이런 자료 집합들은 다른 자료 집합들보다 훨씬 크다.

까운, 전문가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층 학습 

알고리즘으로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만, 다행히도 필요한 숙련도의 수준은 자료 집합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오늘날 복잡한 과제에 대해 인간 수준의 성과를 내는 학습 알고리즘들은 1980년대에 

장난감 수준의 문제들을 힘겹게 풀던 알고리즘들과 거의 동일하다. 바뀐 것은 그런 

알고리즘들로 훈련하는 모형들이다. 요즘의 모형들은 아주 깊은 아키텍처를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배운다. 가장 중요한 발전은, 이제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데 충분한 자원을 알고리즘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8은 시간이 흐르

면서 벤치마크용 자료 집합들의 크기가 얼마나 현저하게 증가했는지 보여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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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MNIST 자료 집합에서 뽑은 입력들의 예. MNIST의 “NIST”는 애초에 이 자료를 수집한 기관인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미국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를 뜻한다. 그리고 “M”은 “modified

(수정된)”를 뜻하는데, 이는 이 자료 집합이 기계 학습 알고리즘들의 편의를 위해 전처리를 거쳤음을 반영한 

것이다. MNIST 자료 집합은 손으로 쓴 숫자 이미지들과 각 이미지에 담긴 것이 숫자 0∼9 중 어떤 것인지 

말해 주는 이름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간단한 분류 문제는 심층 학습 연구에 가장 널리 쓰이는, 그리고 가

장 간단한 검사 중 하나이다. 현대적인 기법들로는 꽤 쉽게 풀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널리 쓰

이고 있다. 제프리 힌턴은 이것을 “기계 학습의 초파리(drosophila)”라고 묘사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이 자료 집

합이 마치 생물학자들이 초파리를 연구하듯이 기계 학습 연구자들이 자신의 알고리즘을 잘 통제된 실험실 조

건 안에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는 뜻이다.

한 증가 추세는 사회의 디지털화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사람들이 컴퓨터로 하는 활동

이 많아질수록, 그러한 활동을 기록한 자료도 늘어난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컴퓨터

가 네트워크에 연결될수록 기록 자료를 중앙집중화하고 기계 학습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 형태의 자료 집합으로 정리하기가 쉬워진다. 소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에 접

어들면서 기계 학습이 훨씬 쉬워졌는데, 이는 학습의 핵심적인 부담인 통계적 추정

(statistical estimation)의 부담, 즉 적은 양의 자료만 관측해서 얻은 결론을 새로운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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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시간에 따른 뉴런당 연결 수 증가 추세. 초창기 인공 신경망의 뉴런 간 연결은 하드웨어 능력의 

제약을 받았다. 오늘날 뉴런 간 연결은 대부분 설계상의 고려사항이다. 어떤 인공 신경망은 뉴런당 연결 수가 

고양이의 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쥐처럼 좀 더 작은 포유류의 뉴런당 연결 수에 근접하는 신경망

들은 많이 있다. 사람의 뇌도 뉴런당 연결 수가 인공 신경망의 것보다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 생물학적 신경

망 크기들은 [Wikipedia, 2015]를 참고했다.

 1. 적응성 선형 요소(Widrow & Hoff, 1960)

 2. 네오코그니트론(Fukushima, 1980)

 3. GPU 가속 합성곱 신경망(Chellapilla 외, 2006)

 4. 심층 볼츠만 기계(Salakhutdinov & Hinton, 2009a)
 5. 무감독 합성곱 신경망(Jarrett 외, 2009)
 6. GPU 가속 다층 퍼셉트론(Ciresan 외, 2010)
 7. 분산 자동부호기(Le 외, 2012)
 8. 다중 GPU 합성곱 신경망(Krizhevsky 외, 2012)
 9. COTS HPC 무감독 합성곱 신경망(Coates 외, 2013)
10. GoogLeNet(Szegedy 외, 2014a)

잘 일반화하는 작업의 부담이 상당히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2016년 현재, 대략적인 수

치로 말하자면 감독 심층 학습(supervised deep learning) 알고리즘은 범주마다 약 

개의 분류된 사례들로 모형을 훈련하면 꽤 쓸만한 성과를 내며, 적어도 만 개의 

분류된 사례를 담은 자료 집합으로 훈련하면 사람과 같거나 우월한 성과를 낸다. 이보

다 작은 자료 집합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그런 연구 

분야는 특히 무감독 또는 준감독(semi-supervised) 학습에서 분류되지 않은(unlabeled) 대

량의 사례들을 활용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1.2.3 모형 크기의 증가

신경망이 1980년대에 비교적 작은 성공을 거둔 후에 오늘날에 와서야 널리 흥하게 된 

또 다른 주요 이유는, 이제는 훨씬 큰 모형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계산 자원이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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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시간에 따른 뉴런 수 증가 추세. 은닉 단위들이 도입된 후부터 인공 신경망의 크기는 약 2.4년마다

두 배로 증가했다. 생물학적 신경망 크기들은 [Wikipedia, 2015]를 참고했다.

1. 퍼셉트론(Rosenblatt, 1958; Rosenblatt, 1962)

2. 적응성 선형 요소(Widrow & Hoff, 1960)

3. 네오코그니트론(Fukushima, 1980)
4. 초기 역전파망(Rumelhart 외, 1986b)

5. 음성 인식용 순환 신경망(Robinson & Fallside, 1991)

6. 음성 인식용 다층 퍼셉트론(Bengio 외, 1991)

7. 평균장 S자형 믿음망(Saul 외, 1996)
8. LeNet-5(LeCun 외, 1998b)
9. 반향 상태 신경망(Jaeger & Haas, 2004)

10. 심층 믿음망(Hinton 외, 2006)

11. GPU-가속 합성곱 신경망(Chellapilla 외, 2006)

12. 심층 볼츠만 기계(Salakhutdinov & Hinton, 2009a)
13. GPU 가속 심층 믿음망(Raina 외, 2009)
14. 무감독 합성곱 신경망(Jarrett 외, 2009)
15. GPU 가속 다층 퍼셉트론(Ciresan 외, 2010)
16. OMP-1 신경망(Coates & Ng, 2011)
17. 분산 자동부호기(Le 외, 2012)
18. 다중 GPU 합성곱 신경망(Krizhevsky 외, 2012)
19. COTS HPC 무감독 합성곱 신경망(Coates 외, 2013)
20. GoogLeNet(Szegedy 외, 2014a)

었다는 것이다. 연결주의의 주된 통찰 중 하나는, 많은 수의 뉴런이 함께 작동할 때 

동물이 지능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개별 뉴런 또는 적은 수의 뉴런은 그리 유

용하지 않다.

생물학적 뉴런들이 특별히 빽빽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1.10에서 보

듯이, 수십 년 전부터 기계 학습 모형들의 뉴런당 연결 수는 동물들의 것보다 훨씬 

많으며, 심지어 포유류의 것보다도 많다(포유류의 뉴런당 연결 수의 수십 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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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뉴런 수를 따지자면, 그림 1.11에서 보듯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인공 신경망의 뉴

런 수는 놀랄 만큼 적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망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은닉 단위들이 도입된 후부터 인공 신경망의 크기는 약 2.4년마다 두 배로 증가

했다. 이러한 성장의 동력은 컴퓨터의 속도와 메모리 증가, 그리고 사용 가능한 자료 

집합의 크기 증가이다. 신경망이 크면 좀 더 복잡한 과제들을 좀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 신경망들의 

규모를 더 빨리 증가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지 않는 한, 인공 신경망의 뉴

런 수가 사람의 뇌의 뉴런 수를 따라잡으려면 적어도 2050년대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물학적 뉴런들이 현재의 인공 뉴런들보다 좀 더 복잡한 기능들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뉴런 수가 비슷해지는 날이 오더라도 여전히 생물학적 신경망이 인공 신경

망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돌이켜 보면, 거머리보다도 뉴런 수가 적은 신경망으로 복잡한 인공지능 문제를 풀

지 못했던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계산 시스템치고는 상당히 큰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인공 신경망조차도, 개구리처럼 비교적 원시적인 척추동물의 신경

계보다 작다.

시간이 흐르면서 CPU들이 더 빨라지고, 범용 GPU들이 대중화되고(§12.1.2 참고), 네

트워크 연결이 더 빨라지고 분산 컴퓨팅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구조가 개선됨에 따

라 모형의 크기가 증가한 것은 심층 학습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추세 중 하나이다. 

대체로,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1.2.4 정확성과 복잡도, 그리고 실세계에 미치는 영향의 증가

1980년대부터 심층 학습의 인식 및 예측 정확도가 꾸준히 개선되었다. 또한, 심층 학

습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도 그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졌다.

초창기 심층 학습 모형들은 여백이 거의 없는 매우 작은 이미지 안에 있는 개별 물

체를 인식하는 데 쓰였다(Rumelhart 외, 1986a). 그 후로 신경망이 처리할 수 있는 이미

지의 크기가 계속 증가했다. 현재의 사물 인식(object recognition; 또는 사물 재인, 물체 인

식) 신경망들은 다채로운 고해상도 사진들을 처리하며, 사진에서 인식할 물체만 남기

고 주변 여백을 제거해야 할 필요도 없다(Krizhevsky 외, 2012). 또한, 초창기 신경망들은 

오직 두 종류의 물체만(경우에 따라서는 한 종류의 물체의 존재 여부만) 식별할 수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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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시간에 따른 오류율 감소 추세. 심층 신경망이 ILSVRC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규모

에 도달한 후부터는 매년 심층 신경망이 그 대회의 우승컵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류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래프의 수치들은 [Russakovsky 외, 2014b]와 [He 외, 2015]에서 추출한 것이다.

만, 요즘에는 적어도 1천 가지 범주의 물체들을 인식하는 신경망들이 흔하다. 최대의 

사물 인식 성능 경쟁 행사는 매년 열리는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ImageNet 대규모 시각 인식 대회)이다. 심층 학습이 마치 혜성처럼 시선을 끌게 

된 극적인 순간은, 합성곱 신경망이 이 대회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월등한 성적으로 

우승한 사건이었다. 상위 다섯 범주에 대한 오류율(top-5 error rate)은 그때까지만 해도 

26.1%가 최선이었지만, 합성곱 신경망은 그 오류율을 15.3%로 끌어내렸다(Krizhevsky 외, 

2012). 즉, 주어진 이미지가 속할 만한 범주들을 그 가능성에 따라 나열한 목록의 상위 

다섯 범주 중에 이미지의 실제 범주가 없는 검례 이미지들이 예전에는 전체 이미지의 

26.1%였지만, 합성곱 신경망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5.3%밖에 되지 않았다. 이때부터 

심층 합성곱 신경망이 이런 대회들에서 꾸준히 우승을 차지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심층 학습은 이 대회에서 상위 5 범주 오류율을 3.6%까지 끌어 내릴 정도로 발전했다

(그림 1.12 참고).

심층 학습은 음성 인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음성 인식의 오류율은 1990년대

에는 꾸준히 개선되었지만, 약 2000년부터는 개선이 정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심층 

학습이 음성 인식에 도입되면서(Dahl 외, 2010; Deng 외, 2010b; Seide 외, 2011; Hinton 외, 

2012a) 오류율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 일부 오류율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 역사는 §12.3

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심층 신경망은 또한 보행자 검출(pedestrian detection)과 영상 분할(image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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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Sermanet 외, 2013; Farabet 외, 2013; Couprie 외, 

2013). 그리고 교통 표지판 분류(traffic sign classification)에서는 인간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였다(Ciresan 외, 2012).

같은 시기에 심층 신경망의 규모와 정확도도 증가해서, 심층 신경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과제들의 복잡도가 증가했다. [Goodfellow 외, 2014d]는 주어진 이미지에서 하나

의 물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에 있는 일련의 문자들을 모두 인식해서 출력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전에는 이런 종류의 학습을 위해서는 문자열의 개별 요소

를 일일이 분류해야 한다고 믿는 연구자들이 많았다(Gülc ̧ehre & Bengio, 2013). 요즘에는 

앞에서 언급한 LSTM(장단기 기억) 순차열 모형 같은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을 그냥 고정된 입력들이 아니라 순차열과 다른 순차열들의 관계를 모형화하는 데 사

용한다. 이러한 순차열 대 순차열 학습 덕분에 조만간 또 다른 응용인 기계 번역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Sutskever 외, 2014; Bahdanau 외, 2015).

이러한 복잡도 증가 추세를 논리적으로 연장하면, 기억 세포(memory cell)에 해당하

는 저장 단위들을 읽어서 학습하고 임의의 내용을 저장 단위들에 기록하는 신경 튜링 

기계(neural Turing machine)가 구현될 것이라는 귀결로 이어진다(Graves 외, 2014a). 그런 

신경망은 원하는 결과들의 사례들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서가 뒤섞인 수열들과 정렬된 수열들로 훈련하면 신경망은 수열을 정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기 프로그래밍 기술은 아직 초보 단계이지만, 미래에는 

이론적으로 거의 모든 과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심층 학습의 또 다른 주요 업적은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에도 심층 학습이 

도입된 것이다. 강화 학습에서 자율 에이전트는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을 시행

착오를 통해서 스스로, 즉 인간 운영자의 그 어떤 지도도 없이 배워나간다. 딥마인드

DeepMind는 심층 학습에 기초한 강화 학습 시스템이 Atari의 비디오 게임들을 플레이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여러 과제에서 인간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Mnih 외, 2015). 심층 학습은 또한 로봇공학을 위한 강화 학습의 성능도 현저하게 

개선했다(Finn 외, 2015).

심층 학습의 이러한 여러 응용은 수익성이 높다. 현재 Google, Microsoft, Facebook, 

IBM, Baidu, Apple, Adobe, Netflix, NVIDIA, NEC 같은 여러 일류 기술 기업들이 심층 

학습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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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학습의 발전은 소프트웨어 기반구조의 발전에도 크게 의존한다.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들이나 상용 제품들은 모두 Theano(Bergstra 외, 2010; Bastien 외, 2012), PyLearn2 

(Goodfellow 외, 2013c), Torch(Collobert 외, 2011b), DistBelief(Dean 외, 2012), Caffe(Jia, 2013), 

MXNet(Chen 외, 2015), TensorFlow(Abadi 외, 2015) 같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의 도

움을 받았다.

심층 학습은 또한 다른 과학 분야에도 기여했다. 현세대의 사물 인식용 합성곱 신경

망들은 신경과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시각 처리 모형을 제공했다(DiCarlo, 2013). 심층 

학습은 여러 과학 분야에서 대량의 자료를 처리하거나 유용한 예측을 만드는 데에도 

유용한 도구로 쓰인다. 예를 들어 심층 학습은 제약회사들의 신약 개발을 위해 분자들

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예측하는 데 성공적으로 쓰였으며(Dahl 외, 2014), 아원자 입자 

검색(Baldi 외, 2014)이나 인간 두뇌의 3차원 지도를 구축하는 데 쓰이는 현미경 사진들

의 자동 파싱 작업(Knowles-Barley 외, 2014)에도 성공적으로 쓰였다. 이후 여러 과학 분

야에서 심층 학습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정리하자면, 심층 학습은 기계 학습에 대한 하나의 접근 방식으로, 인간의 뇌에 관

한 지식과 통계학, 응용 수학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으며 수십 년의 발전 역사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심층 학습의 인기와 유용함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는 대체로 

컴퓨터들이 더 강력해지고, 자료 집합들이 더 커지고, 좀 더 깊은 신경망을 훈련할 수 

있는 기법들이 등장한 덕분이다. 심층 학습은 아직도 발전 중이다. 심층 학습을 더욱 

개선하고 심층 학습을 새로운 전선으로 이끌고 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과제들과 기회

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874.1 넘침과 아래넘침

수치 계산

일반적으로 기계 학습 알고리즘에는 대량의 수치 계산이 필요하다. 대체로 그런 알고

리즘들은 정답에 해당하는 기호적 표현을 제공하는 수학 공식을 해석적으로 유도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답의 추정값을 계속 갱신함

으로써 문제를 푼다. 최적화(함수가 최소 또는 최대가 인수 값을 구하는 것)나 일차연립방

정식 풀기가 그런 예이다. 그런데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실수가 관여하는 수학 함수를 

그냥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이는, 유한한 메모리를 가진 디지털 

컴퓨터는 실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4.1 넘침과 아래넘침

디지털 컴퓨터에서 연속 수학을 수행할 때 근본적인 난제는 무한히 많은 실수를 유한

한 개수의 비트 패턴들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거의 모든 실수의 경우 컴퓨

터로 실수를 표현하려면 일정한 근사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많은 경우 

그러한 오차는 그냥 반올림(rounding error)일 뿐이다. 그러나 반올림 오차는 문제를 일

으킨다. 특히, 여러 연산을 거치면서 반올림 오차가 점점 쌓이면 문제가 커진다. 이론

적으로는 멀쩡한 알고리즘이라도, 반올림 오차의 누적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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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실제 실행 시에는 실패할 수 있다.

반올림 오차의 여러 현상 중 특히나 지독한 것이 아래넘침(underflow; 또는 아래 흘림)

이다. 아래넘침은 0에 가까운 수가 반올림 때문에 정확히 0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함수 

중에는 인수가 작은 양수일 때와 0일 때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0으로 나누기(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외를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환경도 있고 미리 정

해진 ‘NaN(not a number; 수가 아님)’ 값을 돌려주는 환경도 있다)나 0의 로그 구하기(0의 로

그는 흔히 ∞로 간주하지만, ∞가 이후에 다른 산술 연산에 쓰일 때는 NaN으로 취급된다)

는 일반적으로 피해야 할 연산이다.

또 다른 파괴적인 수치 오류로 넘침(overflow; 또는 위넘침)이 있다. 넘침은 크기(절댓

값)가 큰 수가 ∞나 ∞로 근사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무한대 값들은 

이후 연산에서는 NaN 값으로 변한다.

아래넘침과 넘침에 대해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함수의 한 예가 소프트맥스 함수

(softmax function)이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멀티누이 분포를 따르는 확률들을 예측하는 

데 흔히 쓰인다. 소프트맥스 함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of tmax 


   
 exp 

exp
 (4.1)

그런데 모든 가 어떤 상수 와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보자. 해석적으로는 

모든 출력이 



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수치적으로는 의 크기가 클 때 그렇게 되

지 않을 수 있다. 가 크기가 아주 큰 음수이면 exp는 아래로 넘친다(즉, 아래넘침

이 발생해서 0이 된다). 결과적으로 소프트맥스 함수의 분모가 0이 되어서 최종 결과가 

정의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 가 아주 큰 양수일 때는 exp가 위로 넘치며, 이 

역시 수식 전체가 정의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대신    max 인 sof tmax

를 평가한다면 이러한 두 가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대수 법칙들을 간단하게 적용

해 보면, 입력 벡터에 스칼라를 더하거나 빼도 소프트맥스 함수의 값이 해석적으로 

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max 를 빼면 exp의 가장 큰 인수가 0이 되므로 

넘침(위넘침)의 가능성이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분모에 1인 항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

면 아래넘침 때문에 분모가 0이 되어서 0으로 나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진다.

그런데 아직도 작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다. 분자가 아래로 넘쳐서 전체 수식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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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될 수 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만일 log sof tmax를 먼저 소프

트맥스 함수를 실행한 후 그 결과를 로그 함수에 입력하는 식으로 구현한다면, 로그 

함수의 값이 ∞가 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대신, log sof tmax를 

수치적으로 안정된 방식으로 계산하는 개별 함수를 구현해야 한다. log sof tmax는 

앞에서 말한 sof tmax 함수를 안정화하는 방식과 같은 요령으로 안정화할 수 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구현과 관련된 모든 

수치적 고려사항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음을 주의하기 바란다. 저수준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독자는 심층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수치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책의 독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안정적인 구현을 제공하는 저수준 라이브러리

를 그냥 사용하기만 할 것이다. 그러나 가끔은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도 

할 텐데, 다행히 새 구현을 자동으로 안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Theano(Bergstra 외, 

2010; Bastien 외, 2012)는 심층 학습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수치적으로 불안정한 여러 흔

한 수식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안정화해 주는 소프트웨어의 예이다.

4.2 나쁜 조건화

조건화(conditioning)는 입력의 작은 변화에 대해 함수가 얼마나 급하게 변하는지를 뜻

하는 용어이다. 과학 계산에서는 입력에 작은 변동이 있을 때 급하게 변하는 함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입력의 반올림 오차가 증폭되어서 출력의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자. 고윳값 분해가 존재하는 행렬 ∈
× 의 

조건수(condition number)는

max
  (4.2)

이다. 즉, 조건수는 가장 큰 고윳값과 가장 작은 고윳값의 크기(절댓값)의 비이다. 이 

비가 크면, 역행렬 계산은 입력의 오차에 특히나 민감하다.

이러한 민감도는 행렬 자체의 성질이지, 역행렬 계산에서 발생한 반올림 오차의 결

과가 아니다. 조건화가 나쁜 행렬에 진짜 역행렬을 곱하면 기존의 오차가 증폭된다. 

 



90 4장 수치 계산

실제 응용에서는 역행렬 계산의 수치 오차 때문에 오차가 더욱 심해진다.

4.3 기울기 벡터 기반 최적화

대부분의 심층 학습 알고리즘에는 어떤 형태로는 최적화가 관여한다. 여기서 최적화

(optimization)는 의 값을 바꾸어 가면서 어떤 함수 의 값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최적화 문제는 를 최소화하는 것

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최대화는  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으로 수행하면 된다.

최소화 또는 최대화할 함수를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 또는 판정기준(criterion)이

라고 부른다. 최소화의 경우에는 그러한 함수를 비용함수(cost function)나 손실함수(loss 

function), 오차함수(error func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그 용어들을 같은 

의미로 섞어 쓰지만, 기계 학습 문헌 중에는 그 용어 중 일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

는 것도 있다.

함수를 최소화 또는 최대화하는 인수의 값에 흔히 위 첨자 를 붙인다. 예를 들어 


  argmin이다.

이 책은 독자가 미적분에 이미 익숙하다고 가정하지만, 미적분의 개념들이 최적화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지금 잠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여기서 와 는 둘 다 실수이다. 이 함수의 미

분(도함수)을 ′ 또는 



로 표기한다. 미분 ′는 점 에서의 의 기울기

(slope)를 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미분은 입력의 작은 변화에 비례해서 출력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말해 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  ′이다.

이러한 미분 함수의 최소화에 유용하다. 왜냐하면, 도함수는 출력 를 좀 더 개선하

려면 입력 를 얼마나 변화해야 하는지 말해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충분히 작은 

에 대해서는  sign′가 보다 작다. 따라서, 를 미분과는 부호

(sign)가 반대인 방향으로 작은 단계(step)만큼 이동함으로 의 값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기법을 경사 하강법(gradient descent)이라고 부른다(Cauchy, 1847). 그림 4.1에 이 기

법의 예가 나와 있다.

그런데 ′  일 때는 미분이 이동 방향에 관해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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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경사 하강법. 경사 하강법 알고리즘에서 함수를 따라 극소점으로 내려갈 때 이동 방향을 미분을 이

용해서 판단하는 방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4.2: 여러 종류의 임계점들. 입력이 1차원일 때의 세 가지 임계점의 예이다. 임계점은 기울기가 0인 점이

다. 그런 점은 이웃 점들보다 낮은 극소점일 수도 있고, 이웃 점들보다 높은 극대점일 수도 있고, 이웃 점들보

다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한 안장점일 수도 있다.

다. ′  인 점을 임계점(critical point) 또는 정류점(stationary point)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가 모든 이웃 점보다 작은 점을 극소점(local minimum point)이라고 부른다. 

극소점에서는 무한소 단계(infinitesimal step)만큼 이동해도 가 감소할 가능성이 없

다. 반대로, 극대점(local maximum point)은 가 모든 이웃 점보다 큰 점이다. 극대점

에서는 무한소 단계만큼 이동해도 가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극소점도 아

니고 극대점도 아닌 임계점도 있다. 그런 임계점을 안장점(saddle point)이라고 부른다. 

그림 4.2에 이상의 각 종류의 임계점이 나와 있다.

가 가장 작은 값이 되는 점을 전역 최소점(global minimum)이라고 부른다. 한 

함수의 전역 최소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또한, 극소점이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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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근사 최적화. 극소점이 여러 개이거나 대지(plateau; 평평한 부분)가 존재하면 최적화 알고리즘이 하

나의 전역 최소점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심층 학습의 맥락에서는, 비용함수의 값이 현저히 낮다면 진짜 최소

점이 아니라도 받아들일 때가 많다.

최소점은 아닐 수도 있다. 심층 학습에서는 전역 최소점이 아닌 극소점이 여러 개 있

는 함수나 아주 평평한 영역에 다수의 안장점이 있는 함수도 최적화하게 된다. 그런 

함수들은 최적화하기가 어렵다. 특히, 함수의 입력이 여러 개(다차원 입력)이면 더욱 그

렇다. 그래서 의 값이 엄밀히 말해 최솟값은 아니더라도 아주 낮은 값이기만 하면 

해당 인수 값을 받아들일 때가 많다. 그림 4.3에 예가 나와 있다.

입력이 여러 개인 함수  →을 최적화할 때도 많다. ‘최소화’라는 개념이 성립

하려면, 그러한 함수의 출력은 반드시 하나의 값(스칼라)이어야 한다.

함수의 입력이 여러 개일 때는 편미분(partial derivative)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편미분 



는 점 에서 변수 만 증가했을 때의 의 변화를 측정한다. 미분

의 개념을 입력이 여러 개인(즉, 입력들이 하나의 벡터를 이루는) 함수로 일반화한 것

을 기울기(gradient; 또는 그래디언트, 구배) 벡터라고 부른다.※4)의 기울기는 모든 편미

분으로 구성된 벡터이고 로 표기한다. 기울기 벡터의 각 성분 는 에 대한 

의 편미분이다. 다차원 입력 함수에서 임계점은 기울기 벡터의 모든 성분이 0인 점

이다.

※역주 입력이 일차원인 함수의 기울기(slope)와 혼동할 여지가 없을 때는 ‘벡터’를 생략하고 그냥 ‘기울기’로
만 표기하기도 하겠다. 그리고 사실 slope는 gradient의 1차원 특수 사례라 할 수 있으므로, 둘 다 기울기라

고 부른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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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의   방향 기울기를   방향의 방향미분(directional derivative)이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하면, 방향미분을 에 대한  의 도함수를   에서 평가한 것

이다. 연쇄법칙을 적용하면,   일 때 



 는 ⊤ 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를 최소화하려면 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다음처럼 방향

미분을 사용하면 그러한 방향을 알 수 있다.

min 
⊤

 (4.3)

 min  cos (4.4)

여기서 는 와 기울기 벡터 사이의 각도이다. 이 공식에   을 대입하고 에 

의존하지 않는 인수들을 생략해서 정리하면 min cos가 나온다. 이 값은 가 기울

기의 반대 방향일 때 최소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기울기는 언덕을 바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음의 기울기는 언덕을 바로 내려가는 방향이다. 따라서, 음의 기울기 방향으

로 이동하면 가 감소한다. 이를 최대 경사법(method of steepest descent) 또는 경사 하강

법(gradient descent)이라고 부른다.

최대 경사법은 다음과 같은 새 점을 제시한다.

′     . (4.5)

여기서 은 이동 단계의 크기를 결정하는 양의 스칼라인데, 개념적으로 이는 학습 속

도(learning rate)에 해당한다. 의 값을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냥 을 어떤 

작은 상수로 두는 방법이 흔히 쓰인다. 때에 따라서는 방향미분이 소실되는 단계 크기

를 구하기도 한다. 또는, 의 여러 값으로    를 평가해서 목적함수의 

값이 가장 작아지는 값을 선택하는 접근 방식도 쓰인다. 마지막 전략을 직선 검색(line 

search; 또는 선 찾기)이라고 부른다.

최대 경사법은 기울기 벡터의 모든 성분이 0이면(또는, 실제 응용에서는 0에 아주 가까

우면) 수렴한다.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반복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대신 방정식 

 을 에 대해 풀어서 임계점으로 직접 이동할 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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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하강법은 연속 공간 함수의 최적화에만 적용할 수 있지만, 작은 단계의 이동

(최적의 작은 이동에 가까운)을 반복해서 더 나은 인수 조합을 찾는다는 일반적인 개념

은 이산 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매개변수들이 이산적인 목적함수를 그런 식으로 

증가해서 최댓값을 찾는 기법을 언덕 오르기(hill climbing)라고 부른다(Russel & Norvig, 

2003).

4.3.1 기울기를 넘어서: 야코비 행렬과 헤세 행렬

종종 입력뿐만 아니라 출력도 벡터인 함수의 편미분들을 모두 구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런 모든 편미분으로 구성된 행렬을 야코비 행렬(Jacobian matrix)이라고 부른다. 구체

적으로 말하면, 함수 →
의 야코비 행렬  ∈

×은   



로 정

의된다.

미분의 미분이 유용할 때도 있다. 그런 도함수를 이차미분(second derivative; 이계도함

수)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함수  →이 있을 때, 의 에 대한 미분(편미분)

의 에 대한 미분을 


 
로 표기한다. 입력이 1차원인 경우에는 






를 그냥 

″로 표기한다. 이러한 이차미분은 일차미분이 입력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

는지를 말해 준다. 그러한 정보는 경사 하강법의 한 단계(step)가※5)우리가 기울기에만 

근거해서 기대한 만큼이나 해를 개선할 것인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차미

분을 곡률(curvature)의 측도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차함수(실제 응용에서

는 이차함수가 아닌 함수를 많이 만나게 되지만, 그런 함수들도 적어도 국소적으로는 이차함수

로 근사할 수 있다)가 있다고 하자. 그 함수의 이차미분이 0이라면, 그 함수에는 곡률이 

없는 것이다. 즉, 그 함수는 완전한 직선이며, 따라서 함수의 값을 기울기만으로 예측

할 수 있다. 곡률이 1인 경우, 음의 기울기 방향으로   크기의 단계만큼 이동하면 비용

함수는 만큼 감소한다. 이차미분이 음수이면 함수는 아래 방향으로 구부러진다. 따

라서 비용함수는 보다 더 많이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이차미분이 양수이면 함수는 

위쪽으로 구부러지므로 비용함수는 보다 덜 감소한다. 그림 4.4는 여러 종류의 곡률

이 비용함수의 참값과 추정치(기울기로 예측한)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역주 참고로, 경사 하강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단계(step)를 ‘언덕 오르기(hill climbing)’의 비유에 

따라 ‘걸음’으로, 그리고 단계 크기(step size)를 ‘보폭’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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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이차미분은 함수의 곡률을 결정한다. 그래프들은 곡률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차함수들을 나타낸 

것이다. 점선은 기울기 정보만으로 예측한(경사 하강 단계 하나만큼 언덕을 따라 내려가서) 비용함수의 값을 

나타낸다. 곡률이 음수이면 비용함수는 기울기로 예측한 것보다 더 빨리 감소한다. 곡률이 없으면 기울기는 

감소량을 정확히 예측한다. 곡률이 양수이면 비용함수가 기울기로 예측한 것보다 느리게 감소하며, 결국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단계들이 너무 크면 의도(최소화)와는 달리 함수가 증가하게 된다.

함수의 입력이 다차원이면 이차미분이 여러 개이다. 그러한 이차미분들을 하나의 

행렬로 모은 것을 헤세 행렬(Hessian matrix)이라고 부른다. 헤세 행렬   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4.6)

다른 말로 하면, 헤세 행렬은 기울기의 야코비 행렬이다.

이차편미분이 연속인 모든 점에서는 미분 연산자(differential operator; 또는 미분작용소)

가 가환적이다. 즉, 미분 연산자가 교환법칙을 만족하므로 다음처럼 순서를 바꾸어도 

된다.



 

 


 

 (4.7)

이는      라는 뜻이므로 그런 점들에서는 허세 행렬이 대칭행렬이다. 심층 학

습의 맥락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함수는 거의 모든 점에서 헤세 행렬이 대칭행렬이다. 

그리고 헤세 행렬이 실숫값 대칭행렬일 때는 헤세 행렬을 실수 고윳값들의 집합과 고

유벡터들로 이루어진 직교 기저(orthogonal basis)로 분해할 수 있다. 단위벡터 가 가

리키는 특정 방향의 이차미분 ⊤로 표기한다. 가  의 한 고유벡터일 때, 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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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이차미분은 그 고유벡터에 해당하는 고윳값이다. 가 그 외의 방향일 때는 방향

이차미분이 모든 고윳값의 가중평균인데, 이때 가중치들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고 고

유벡터와  사이의 각도가 작을수록 해당 가중치가 크다. 최대 고윳값은 최대 이차미

분을 결정하며, 최소 고윳값은 최소 이차미분을 결정한다.

방향이 있는 이차미분은 하나의 경사 하강 단계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를 말해 준다. 현재 점 
  주변의 함수 를 다음처럼 이차 테일러 급수로 근사

할 수 있다.

≈     
 ⊤ 




  

 ⊤  
  (4.8)

여기서 는 기울기 벡터이고 는 점 
에서의 헤세 행렬이다. 학습 속도가 이라

고 할 때, 경사 하강법이 제시하는 새 점 는 
  이다. 이를 위의 근사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이 나온다.

  ≈   ⊤ 


⊤ (4.9)

이 공식에는 세 개의 항이 있다. 하나는 함수의 원래 값이고, 다른 하나는 함수의 기울

기에 따라 예측한 개선 정도, 나머지 하나는 함수의 곡률에 의한 오차를 바로잡기 위

한 값이다. 이 보정 값이 너무 크면, 경사 하강에 의해 오히려 언덕 위로 이동할 여지

가 있다. ⊤가 0이나 음수일 때, 이 테일러 급수 근사는 을 영원히 증가하면 가 

영원히 감소함을 뜻한다. 실제 응용에서는, 가 크면 테일러 급수의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경우에는 발견법적인(heuristic) 방법을 사용해서 좀 더 나은   값

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가 양수일 때, 함수의 테일러 급수 근사를 가장 많이 

감소하는 최적의 단계 크기는 다음과 같다.

 



⊤



⊤


 (4.10)

최악의 경우, 즉 가 최대 고윳값 max에 대응되는  의 고유벡터와 같은 방향인 경우, 

이 최적 단계 크기는 
max


이다. 따라서, 최소화할 함수를 이차함수로 잘 근사할 수 

있는 한, 헤세 행렬의 고윳값들은 학습 속도의 규모(scale)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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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순방향 신경망

심층 순방향 신경망(deep feedforward [neural] network), 줄여서 순방향 신경망은 심층 학

습 모형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MLP)이라고 부르기

도 하는 이 순방향 신경망의 목표는 어떤 함수 를 근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류

기(classifier)의 경우 함수    는 주어진 입력 를 하나의 범주 또는 부류(class) 

에 사상한다. 순방향 신경망은 하나의 사상   를 정의하고, 실제 바탕 함수

를 가장 잘 근사하는 매개변수 의 값들을 학습한다.

이 모형의 이름에 순방향(feedforward)이 있는 이유는, 이 모형에서 정보가 앞쪽으로

만 흘러가기 때문이다. 정보는 를 입력으로 하여 평가되는 함수를 통과한 후 를 

정의하는 데 쓰이는 중간 계산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출력 에 도달한다. 이 모형에

는 모형의 출력이 다시 모형 자신의 입력으로 투입되는 되먹임(feedback)이 전혀 없다. 

그러한 되먹임 연결을 도입해서 순방향 신경망을 확장한 모형을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관해서는 제10장에서 살펴본다.

순방향 신경망은 기계 학습 실무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 주요 상용 응용 프로

그램의 기초가 바로 이 순방향 신경망이다. 예를 들어 사진에서 물체를 인식하는 데 

쓰이는 합성곱 신경망은 순방향 신경망을 특수화한 버전에 해당한다. 순방향 신경망

은 여러 자연어 처리 응용 프로그램의 바탕 기술인 순환 신경망으로 나아가는 개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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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디딤돌이기도 하다.

순방향 신경망의 망(네트워크)은 이 모형을 흔히 서로 다른 함수들이 그물처럼 엮인 

형태로 표현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자료 구조의 관점에서 이 모형은 함수들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는 유향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세 함수  ,  , 을 연쇄적으로 적용해서      라는 하나

의 사슬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사슬 구조는 가장 흔히 쓰이는 신경망 구조이다. 

이때 을 신경망의 제1층(first layer),  를 제2층(second layer), 등으로 부른다. 사슬

의 전체 길이는 모형의 깊이(depth; 또는 심도)에 해당한다. ‘심층 학습’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런 용어들에 비롯된 것이다. 순방향 신경망의 마지막 층을 출력층(output layer)

이라고 부른다. 신경망을 훈련한다는 것은 를  에 적합시키는 것에 해당한

다. 훈련 자료에는 서로 다른 훈련 자료점에서  를 평가한, 잡음 섞인 근삿값 견

본들이 있다. 지도 학습의 경우 각 견본 에는 그 견본의 이름표(표지) 또는 목표에 

해당하는 ≈ 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한 훈련 견본들은 각 점 에 대해 출력층

이 산출해야 할 결과를 직접적으로 지정한다. 출력층은 반드시 에 가까운 값을 산출

해야 한다. 다른 층들의 행동은 훈련 자료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지 않는다. 그런 층들

이 바람직한 출력을 산출하게 만드는 방법은 학습 알고리즘이 결정해야 한다. 훈련 

자료 자체는 개별 중간 층의 바람직한 행동에 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의 

가장 좋은 근삿값이 산출되도록 그런 층들을 운용하는 방법은 학습 알고리즘이 결정

해야 한다. 그런 층들의 바람직한 출력을 훈련 자료가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런 층들을 은닉층(hidden layer)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순방향 신경망이라는 이름에서 신경(neural)은 역사적으로 이 모형이 신

경과학에서 어느 정도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순방향 신경망

의 각 은닉층은 벡터를 입력받아서 벡터를 출력하는 하나의 벡터값 함수라 할 수 있

다. 그러한 벡터의 차원은 신경망의 너비(width; 또는 폭)를 결정한다. 그런데 은닉층이 

벡터의 각 성분을 처리하는 방식을 뇌의 뉴런neuron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비유할 수 

있다. 하나의 은닉층을 하나의 벡터 대 벡터 함수로 보는 대신, 병렬로 작동하는 여러 

단위(unit)로 구성된 층이라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러한 계산 단위들은 각각 하나의 

벡터 대 스칼라 함수를 나타낸다. 각 계산 단위는 다른 여러 단위의 출력들로 이루어

진 입력을 받아서 자신의 활성화(activation; 또는 활성 값)를 계산한다는 점에서 뉴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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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다. 이처럼 벡터값으로 표현되는 다수의 층을 사용한다는 착안은 신경과학

(neuroscience)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러한 표현을 계산하는 함수  들을 적절히 선

택하는 방법 역시, 생물학적 뉴런들이 계산하는 함수들에 대한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

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렇긴 하지만 현대적인 신경망 연구는 신경과학뿐만 아니라 수

학과 공학의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경망의 목표는 생물학적 

뇌를 완벽하게 본뜨는 것이 아니다. 순방향 신경망을 뇌에 비유하기보다는, 통계적 일

반화를 위해 고안된 함수 근사 기계로 간주하는 것이 더 낫다. 종종 뇌에 관해 밝혀진 

사실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지만, 뇌의 기능을 본뜨는 것이 목표는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순방향 신경망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선형 모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

민해 보는 것이다. 로지스틱 회귀나 선형회귀 같은 선형 모형들은 닫힌 형식으로 또는 

볼록함수 최적화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게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그러나 선형 모형에는 모형의 수용력이 선형 함수들로만 국한된다는 명백한 결함이 

있다. 이 결함 때문에 선형 모형은 임의의 두 입력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선형 모형을 의 비선형 함수들로 확장하는 한 방법은, 선형 모형을   자체가 아니

라 변환된 입력 에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는 하나의 비선형 변환이다. 아니

면, §5.7.2에서 설명한 핵 요령을 적용해서 암묵적으로  사상을 적용하는 비선형 학

습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동등한 결과를 얻게 된다. 를, 를 서술하는 특징들의 집합

을 제공하는 사상 또는 의 새로운 표현을 제공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어떤 함수를 로 사용할 것인가이다.

1. 한 가지 접근 방식은, RBF 핵에 기초한 핵 기계들이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무한 

차원  같은 아주 일반적인 를 사용하는 것이다. 의 차원이 충분히 높으면, 

모형은 항상 훈련 집합에 적합하기에 충분한 수용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시험 

집합으로의 일반화는 여전히 나쁠 때가 많다. 아주 일반적인 특징 사상들은 대체

로 국소 불변성(평활성) 원리에만 기초할 뿐, 고급 문제를 풀기에 충분한 정도의 

사전 정보를 부호화하지는 않을 때가 많다.

2.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좀 더 특화된 를 사람이 직접 고안하는 것이다. 심층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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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것이 주도적인 접근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과제

마다 사람이 수많은 노력(수십 년 분량의)을 쏟아야 한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음성 

인식이나 컴퓨터 시각 같은 서로 다른 응용 영역에 특화된 실무자들의 노력이 필

요한데, 그러한 영역들 사이에서 지식이나 사람이 오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3. 심층 학습이 사용하는 전략은 를 배우는 것이다. 이 접근 방식에서 모형은 

    ⊤이다. 이제는 다양한 부류의 함수들로부터 를 배우

기 위한 매개변수 와 를 바람직한 출력으로 사상하기 위한 매개변수 가 

있다. 이는 심층 순방향 신경망의 한 예로, 는 하나의 은닉층을 정의한다. 지금 

말하는 세 접근 방식 중 훈련 문제에 볼록성(convexity)이 있으면 실패하는 것은 

이 접근 방식뿐이다. 그렇지만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이 그러한 단점을 능가한다. 

이 접근 방식은 모형의 표현을 로 매개변수화하고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

용해서 좋은 표현에 해당하는 를 구한다. 필요하다면 첫 접근 방식의 장점(고도

의 일반성)을 도입해서 수용력을 높일 수도 있다. 아주 다양한 함수를 포괄하는 

함수족 를 사용하면 된다. 둘째 접근 방식의 장점도 도입할 수 있다.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함수족 을 실무자(사람)가 직접 지정하면 된다. 둘

째 접근 방식에 비한 장점은, 좋은 성과를 내는 구체적인 함수 하나를 사람이 고안

해 낼 필요 없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함수족을 지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징들의 학습을 통해서 모형을 개선한다는 일반적인 원리는 이번 장에서 설

명하는 순방향 신경망 이외의 모형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심층 학습에

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로, 실제로 이 책 전반에서 설명하는 모든 종류의 모형에 

이 원리가 적용된다. 순방향 신경망은 이러한 원리를 되먹임 연결이 없는 에서 로

의 결정론적 사상의 학습 문제에 적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후의 장들에서는 이 

원리를 확률적 사상이나 되먹임이 있는 함수, 하나의 벡터에 관한 확률분포에 적용해

서 얻은 모형들을 소개한다.

이번 장은 순방향 신경망의 간단한 예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는 순방향 신경망을 

실제로 적용할 때 필요한 여러 설계상의 결정 사항을 살펴본다. 순방향 신경망 훈련에 

필요한 결정 사항 중에는 선형 모형의 훈련에 필요한 결정 사항과 같은 것들이 많다. 

최적화 함수의 선택, 비용함수의 선택, 그리고 출력 단위 형태의 선택이 바로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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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한 기본적인 선택 사항들을 기울기 기반 학습의 예를 통해서 개괄한다. 그런 

다음에는 순방향 신경망에 고유한 설계상의 결정 사항들로 넘어간다. 순방향 신경망

에는 은닉층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순방향 신경망을 설계하려면 그러한 은닉층의 

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 또는 활성 함수)를 선택해야 한

다. 또한, 신경망의 구조(architecture)도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한 결정 사항으로는 신

경망의 층 개수나 그 층들의 상호 연결 방식, 각 층의 계산 단위 개수 등이 있다. 심층 

신경망이 학습하는 과정에는 복잡한 함수들의 기울기 계산이 관여한다. 이번 장에서는 

그러한 기울기들을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역전파(back-propagation) 알

고리즘과 그것의 현대적인 일반화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는 몇 가지 역사적 고찰

로 이번 장을 마무리한다.

6.1 예제: XOR의 학습 

순방향 신경망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아주 단순한 

과제를 수행하는 완전한 형태의 순방향 신경망을 예로 들어 보겠다. 아주 단순한 과제

란, XOR 함수를 배우는 것이다.

XOR(“exclusive or”, 즉 배타적 논리합) 함수는 두 이진수 과 에 대한 연산이다. 두 

이진수 중 정확히 하나가 1과 같으면 XOR 함수는 1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돌려준다. 이 XOR 함수가 바로 이 예제에서 학습할 목표 함수    에 해당한다. 

이 예제의 모형은 함수   를 제공하며, 학습 알고리즘은 가 와 최대한 

비슷해지도록 매개변수 를 적합시킨다.

이것은 간단한 예제이므로 통계적 일반화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우리의 목표는, 

신경망이 네 자료점  ⊤ , ⊤ , ⊤ , ⊤에 대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네 점 모두로 신경망을 훈련한다. 유일한 문제는, 모형을 

그러한 훈련 집합에 적합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이 문제를 하나의 회귀 문제로 간주해서 평균제곱오차(MSE)를 손

실함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MSE를 선택한 것은, 단지 그렇게 하면 이 예제를 위한 수

학이 더할 나위 없이 단순해지기 때문일 뿐이다. 대체로 실제 응용에서는 이진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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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화를 위한 손실(비용) 함수로 MSE가 그리 적절하지 않다. 좀 더 적절한 접근 방식

들이 §6.2.2.2에 나온다.

훈련 집합 전체에 대해 평가되는 MSE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다.

  



∈

  

 (6.1)

다음으로 모형 의 구체적인 형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 예제에서는 모형이 선형

이고 가 와 로 구성된다고 하겠다. 즉,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6.2)

이렇게 하면 를 표준방정식을 이용해서 와 에 대한 닫힌 형식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표준방정식을 풀면   과  



이 나온다. 즉, 선형 모형은 그냥 모든 점에서 

0.5를 출력한다. 왜 그럴까? 그림 6.1은 선형 모형이 XOR 함수를 표현할 수 없는 이유

를 보여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는, 선형 모형이 해법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 공간을 배우는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은닉 단위가 두 개인 은닉층 하나가 있는 간단한 순방향 신경

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림 6.2에 그러한 모형이 나와 있다. 이 순방향 

신경망의 은닉층은 은닉 단위들을 담은 벡터 로 구성된다. 신경망의 제층인 은닉층

은 함수  를 계산하며, 그 출력이 제2층인 출력층에 전달된다. 출력층은 이

전처럼 그냥 하나의 선형회귀 모형인데, 가 아니라 에 대해 작용한다는 것이 이전 

모형과 다른 점이다. 이러한 층들로 구성된 신경망은 두 함수    와 

   를 사슬로 연결한 형태이다. 즉, 최종 모형은   

 이다.

그런데 어떤 함수를 로 두어야 할까? 지금까지는 선형 모형들이 잘 작동했으므

로 도 선형으로 두면 될 것 같다. 그러나 이 선형이면 순방향 신경망 전체가 

주어진 입력의 선형 함수가 된다.    
⊤
이고    

⊤
이면(일단 지금

은 절편은 무시한다)   
⊤

⊤
이다. ′ 로 두면 이 함수를   

⊤
′

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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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표현 학습으로 XOR 문제를 푸는 예. 그래프에서 굵은 수치들은 학습 대상 함수가 각 점에 대해 반

드시 출력하는 값을 나타낸다. (왼쪽) 선형 모형을 원래의 입력에 직접 적용하면 XOR 함수를 배우지 못한다.



일 때는 


가 증가함에 따라 모형의 출력도 반드시 증가해야 하고, 


일 때는 


가 증가함에 따

라 모형의 출력이 반드시 감소해야 한다. 선형 모형은 

에 항상 고정된 계수 


를 적용할 뿐, 


의 값으로



의 계수를 변경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오른쪽) 신경망이 추출한 특징들로 표현되는

변환된 공간에서는 선형 모형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예제의 경우, 출력이 반드시 1이어야 하는 두 점이

특징 공간의 한 점으로 축약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선형 특징들에 의해   ⊤와   ⊤  둘 다 

특징 공간의 한 점   ⊤로 사상되었다. 이제 선형 모형은 

이 증가하면 


가 감소하는 함수를 서술

한다. 이 예제에 특징 공간 학습을 도입한 이유는 모형 수용력을 키워서 모형을 훈련 집합에 적합시키는 것이

었다. 그러나 좀 더 현실적인 응용들에서는 이러한 표현 학습이 모형의 일반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특징들을 비선형 함수를 이용해서 서술해야 마땅하다. 대부분의 신경망은 

학습된 매개변수들로 제어되는 어파인 변환 다음에 고정된 비선형 함수를 적용해서 

특징들을 서술한다. 후자의 비선형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부른다. 지금 예제에서도 

그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
  로 두면 되는데, 여기서 는 선형 

변환에 적용되는 가중치들이고 는 치우침(bias) 매개변수 값들이다. 이전에는 입력 벡

터를 출력 스칼라로 사상하는 어파인 변환을 서술하는 선형회귀 모형을 정의했다. 그

러나 이번에는 벡터 를 벡터 로 사상하는 어파인 변환이 쓰이므로, 치우침 매개변

수들의 벡터가 필요하다. 활성화 함수 로는 성분별로 적용되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즉, 는   ⊤  의 형태로 적용한다. 현세대의 신경망에

서는 기본적으로 정류 선형 단위(rectified linear unit, ReLU)가 권장되는데(Jarrett 외, 2009; 

Nair & Hinton, 2010; Glorot 외, 2011a), 이 단위의 활성화 함수는    max이다. 

그림 6.3에 이 활성화 함수가 나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완전한 신경망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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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XOR 학습 예제의 순방향 신경망을 두 가지 스타일로 표현한 모습. 이 신경망에는 은닉 단위가 두 

개인 은닉층이 하나 있다. (왼쪽) 이것은 은닉층의 모든 단위를 각자 하나의 노드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표현

스타일은 명시적이고 명백하지만, 이 예제보다 큰 신경망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너무 커질 수 있다. (오른쪽) 

이것은 각 층의 활성화를 표현하는 벡터를 노드로 표현한 것이다. 이 스타일이 훨씬 간결하다. 이 스타일에서

는 두 층의 관계를 서술하는 매개변수의 이름을 그래프의 간선에 표기하기도 한다. 지금 예에서 행렬 는 

에서 로의 사상을 서술하고 벡터 는 에서 로의 사상을 서술한다. 이처럼 간선에 매개변수 이름을 표기

할 때, 각 층에 연관된 절편 항 매개변수는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6.3: 정류 선형 단위의 활성화 함수. 대부분의 순방향 신경망에서 기본적으로 권장되는 활성화 함수가 

바로 이것이다. 이 함수를 선형 변환의 출력에 적용하면 하나의 비선형 변환이 나온다. 이 함수는 선분(조각)

두 개로 이루어진 조각별 함수라는 점에서 선형 함수에 아주 가깝다. 정류 선형 단위는 선형에 아주 가깝기 

때문에 선형 함수의 여러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특히, 선형 함수를 기울기 기반 방법들로 최적화하기 

쉽게 만드는 여러 성질과 일반화가 잘 되게 만드는 여러 성질이 여전히 남아 있다. 컴퓨터 과학 전반에 적용

되는 한 가지 공통의 원리는, 복잡한 시스템을 최소한의 구성요소들의 조합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튜

링 기계의 메모리가 0 또는 1의 상태만 저장할 수 있어도 충분한 것처럼, 이러한 정류 선형 함수들로 범용 함

수 근사기(approximator)를 구축할 수 있다.

  
⊤max⊤

    (6.3)

이제 XOR 문제의 해법을 만들어 보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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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으로 두자.

다음으로, 모형이 입력 전체를 처리하는 과정을 짚어 보자. 입력 는 이진 입력 공

간의 네 점 모두를 담은 설계 행렬로, 하나의 행은 하나의 견본에 해당한다.

 











 
 
 
 

 (6.7)

신경망의 첫 단계는 이 입력 행렬에 제1층의 가중치 행렬을 곱하는 것이다.

 











 
 
 
 

 (6.8)

여기에 치우침 벡터 를 더하면 다음이 나온다.











  
 
 
 

 (6.9)

이 공간에서 모든 견본은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놓여 있다. 그 직선을 따라갈 때 함수

의 출력은 0에서 시작해서 1로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진다. 선형 모형으로는 그

런 함수를 구현할 수 없다. 각 견본에 대한 의 값을 산출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결과

에 다음과 같은 정류 선형 변환을 적용한다.











 
 
 
 

 (6.10)

이 변환을 적용하면 견본들 사이의 관계가 변한다. 이제는 견본들이 하나의 직선에 

놓인 것이 아니라, 그림 6.1의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선형 모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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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부호기(autoencoder; 또는 자가부호기)는※2)주어진 입력을 출력으로 복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훈련되는 신경망이다. 자동부호기의 내부에는 입력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부호(code)를 서술하는 은닉층 가 있다. 자동부호기 신경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

되는데, 하나는 부호기(encoder) 함수   이고 다른 하나는 복원 값   를 

산출하는 복호기(decoder)이다. 이러한 구조가 그림 14.1에 나와 있다. 자동부호기가 그

냥 모든 점에서   로 설정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별로 쓸모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자동부호기는 그런 완벽한 복사를 학습하지 못하도록 설계된다. 

일반적으로 자동부호기에는 입력을 오직 근사적으로만 복사하도록, 그리고 훈련 자료

와 비슷한 입력만 복사하도록 하는 제약이 가해진다. 복사할 입력의 특정 측면들에 대

한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모형이 자료의 유용한 속성들을 배우게 될 때가 많다.

현세대의 자동부호기들은 부호기와 복호기의 조합이라는 개념을 결정론적 함수의 

영역을 넘어서 확률적 사상 부호기 와 복호기 로까지 일반화했다.

자동부호기 개념은 수십 년간 신경망 역사의 일부였다(LeCun, 1987; Bourlard & Kamp, 

※역주 autoencoder의 auto-는 “저절로”보다는 “스스로”나 “자기 자신의”에 가까우므로(기본적으로 입력을 

출력으로 복사하며, 부호기와 복호기가 함께 있다는 점에서), 흔히 쓰이는 자동부호기보다는 자가부호기 

또는 자체부호기가 더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용례를 뒤집을 정도로 의미의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판단해서, 이 책에서도 ‘자동부호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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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자동부호기의 일반적인 구조. 입력 를 내부 표현에 해당하는 부호(code) 를 거쳐서 출력 (복

원 값)로 사상한다. 자동부호기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부호기 이고 다른 하나는 복호기 이다. 

부호기는 를 로 사상하고, 복호기는 를 로 사상한다.

1988; Hinton & Zemel, 1994). 예전에는 자동부호기가 차원 축소나 특징 학습에 쓰였다. 

제20장에서 보겠지만, 자동부호기와 잠재변수 사이의 이론적 연관 관계가 밝혀진 덕

분에 요즘은 자동부호기가 생성 모형화를 이끌고 있다. 자동부호기를 순방향 신경망

의 한 특수 사례로 간주해서 순방향 신경망과 동일한 기법들로(흔히 쓰이는 훈련 방법은 

역전파로 계산된 기울기를 따라가는 미니배치 경사 하강법이다) 훈련할 여지가 있다. 그러

나 일반적인 순방향 신경망과는 달리 자동부호기는 재순환(recirculation) 기법(Hinton & 

McClelland, 1988)으로 훈련할 수도 있다. 재순환은 원래의 입력에 대한 신경망의 활성

화 값들과 복원된 입력에 대한 활성화 값들의 비교에 기초한 학습 알고리즘이다. 재순

환은 생물학의 관점에서는 역전파보다 더 그럴듯하다고 간주되지만, 기계 학습 응용

에는 별로 쓰이지 않는다.

14.1 과소완전 자동부호기

입력을 출력으로 복사한다는 것이 별 쓸모 없게 들리겠지만, 보통의 경우 우리의 관심 

대상은 복호기의 출력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동부호기가 입력을 복사하는 

방법을 학습한 결과로 가 어떤 유용한 성질들을 포착하게 되는 것이다.

자동부호기로부터 유용한 특징들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은 가 보다 낮은 차원을 

가지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부호의 차원이 입력의 차원보다 낮은 자동부호기를 가리

켜 과소완전(undercomplete) 자동부호기라고 부른다. 과소완전 표현을 학습하게 하면 

자동부호기는 훈련 자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을 포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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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완전 자동부호기의 학습 과정은 그냥 손실함수

    (14.1)

를 최소화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 손실함수 은 와 비슷하지 않은 에 벌점

(penalty)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손실함수로 흔히 쓰이는 것은 평균제곱오차

이다.

복호기가 선형 함수이고 이 평균제곱오차일 때, 과소완전 자동부호기는 PCA와 동일

한 부분공간을 포괄하는 법을 배운다. 그런 경우, 입력 복사 과제를 수행하도록 훈련된 

자동부호기는 부차적으로 훈련 자료의 주(principal) 부분공간을 배우는 셈이 된다.

더 나아가서, 부호기 함수 와 복호기 함수 가 비선형 함수들인 자동부호기는 

PCA의 좀 더 강력한 비선형 일반화를 배울 수 있다. 안타깝게도, 부호기와 복호기의 

수용력이 너무 커지게 놔두면 자동부호기가 자료의 분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추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력을 그대로 복사하는 방법만 배우게 될 수 있다. 이론적으

로, 부호가 1차원이고 부호기가 아주 강력한 비선형 함수인 자동부호기는 각 훈련 견

본 
를 부호 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호기는 그러한 정수 

색인들을 다시 해당 훈련 견본의 값으로 사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실제 응

용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 시나리오는 자동부호기의 수용력을 

너무 높게 허용한다면 복사 과제를 수행하도록 훈련된 자동부호기가 자료 집합의 유

용한 특징을 전혀 배우지 못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14.2 정칙화된 자동부호기

앞 절에서 말했듯이, 부호의 차원이 입력의 차원보다 낮은 과소완전 자동부호기는 자

료 분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부호기와 복호기의 수용력이 

너무 크면 그런 자동부호기가 자료에 관해 유용한 사실을 전혀 배우지 못할 수 있다

는 점도 앞에서 언급했다.

은닉 부호의 차원이 입력 차원과 같을 때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은닉 부호의 차원이 입력 차원보다 높은 과대완전(overcomplete)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에서, 심지어 선형 부호기와 선형 복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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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 자동부호기도, 자료 분포에 관한 쓸모 있는 사실을 전혀 배우지 못한 채로 

입력을 출력으로 복사하는 방법만 배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부호의 차원과 부호기 및 복호기의 수용력을 모형화할 자료 분포의 

복잡성에 기초해서 적절히 선택한다면 그 어떤 자동부호기 아키텍처도 성공적으로 훈

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칙화된 자동부호기(regularized autoencoder), 줄여서 정칙화 자동

부호기가 바로 그러한 능력을 제공한다. 정칙화 자동부호기는 부호기와 복호기를 얕

게, 부호의 크기를 작게 해서 모형의 수용력을 제한하는 대신, 모형이 입력을 출력으

로 복사하는 능력 이외의 성질들을 가지도록 추동하는 손실함수를 사용함으로써 모형

의 수용력을 제한한다. 그런 추가 성질들로는 표현의 희소성, 표현 미분이 작음, 잡음 

또는 결측 입력에 대한 강건성 등이 있다. 정칙화 자동부호기가 비선형이거나 과대완

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자료 분포에 관한 유용한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 심지어 자명한 항등함수를 배울 정도로 모형의 수용력이 높을 때도 그렇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들은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정칙화 자동부호기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잠재변수가 있고 추론 절차(주어진 입력에 대한 잠재 표현들을 계산하는)를 갖

춘 거의 모든 생성 모형을 자동부호기의 특정한 변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동부호기

와의 관계가 강조된 생성 모형화 접근 방식 두 가지를 들자면, 하나는 변분 자동부호

기(§20.10.3) 같은 헬름홀츠Helmholtz 기계(Hinton 외, 1995b)의 후손들이고 다른 하나는 생

성 확률망(§20.12)이다. 이 모형들은 자연스럽게 입력의 고수용력 과대완전 부호화들을 

학습하는데, 정칙화를 가하지 않아도 유용한 부호화를 배우게 된다. 이 부호화들이 저

절로 유용한 이유는 입력을 출력으로 복사하도록 훈련하는 대신 훈련 자료의 확률을 

근사적으로 최대화하도록 모형을 훈련했기 때문이다.

14.2.1 희소 자동부호기

희소 자동부호기(sparse autoencoder)는 훈련 판정기준에 복원 오차뿐만 아니라 부호층 

에 대한 희소성 벌점 도 포함된 자동부호기이다. 훈련 판정기준은

     (14.2)

인데, 여기서 는 복호기의 출력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로 둔다. 즉, 부

호기의 출력이 곧 은닉 부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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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희소 자동부호기는 분류 과제 같은 다른 어떤 과제를 위해 특징들을 학

습하는 데 쓰인다. 희소성을 갖추도록 정칙화된 자동부호기는 반드시 훈련에 쓰인 자

료 집합의 독특한 통계적 특징들에 반응해야 한다(그냥 하나의 항등함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복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되 희소성 벌점을 부여해서 

훈련한 모형은 부차적으로 유용한 특징들도 배우게 된다.

벌점 를, 그냥 입력을 출력으로 복사하는(비지도 학습 목적함수를 이용해서) 것이 

주된 과제이되 희소한 특징들에 따라서는 어떤 지도 학습 과제도 수행하는(지도 학습 

목적함수를 이용해서) 순방향 신경망에 추가된 하나의 정칙화 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중치 감쇄 같은 다른 정칙화 항과는 달리, 이 벌점 항에 대한 직접적인 베이즈 해석

은 없다. §5.6.1에서 설명했듯이, 가중치 감쇄와 기타 정칙화 벌점들을 이용한 훈련은 

베이즈 추론에 대한 하나의 MAP 근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추가된 정칙화 벌점은 

모형 매개변수들에 관한 하나의 사전분포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칙화된 최

대가능도는  의 최대화에 해당하는데, 이는 log   log를 최대화하는 

것과 동등하다. log   항은 흔히 쓰이는 자료 로그가능도 항이고 log 항은 

매개변수들에 대한 로그 사전분포인데, 의 특정 값들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한 것이

다. 이러한 관점을 §5.6에서 설명했다. 정칙화 자동부호기에는 그러한 해석을 적용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정칙화 항이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료를 관측하기 전의 어떤 

‘사전(prior)’ 믿음을 표현하는 사전분포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런 정칙

화 항들이 함수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암묵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

히 가능하다.

희소성 벌점을 복사 과제에 대한 하나의 정칙화 항으로 생각하는 대신, 희소 자동부

호기 프레임워크 전체를 잠재변수를 가진 생성 모형의 근사적 최대가능도 훈련으로 생

각할 수도 있다. 가시 변수 와 잠재변수  , 그리고 명시적인 결합분포 모형 

모형모형 를 가진 하나의 모형을 생각해 보자. 이 모형를 잠재변수들에 

관한 모형의 사전분포라고 부른다. 이 사전분포는 를 관측하기 전의 모형의 믿음들

을 대표한다. 이것이 이전에 말한 ‘사전분포’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

기 바란다. 이전에 나온 사전분포 는 훈련 자료를 관측하기 전의 모형의 매개변

수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 지금 예에서 로그가능도를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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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모형  log


log모형  (14.3)

자동부호기는 의 아주 가능성이 큰 값 하나만을 위해 이 합을 하나의 점 추정값

(point estimate)으로 근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희소 부호화 생성 모형(§13.4)

과 비슷하지만, 가 최적화(가장 가능성이 큰 를 추론하는)의 결과가 아니라 매개변수

적 부호기의 출력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고 를 그런 식으로 선택

했다고 할 때, 최대화할 함수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된다.

log모형  log모형 log모형  (14.4)

log모형 항은 희소성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플라스 사전분포

모형  


 


  (14.5)

는 절댓값 희소성 벌점에 해당한다. 로그 사전분포를 하나의 절댓값 벌점으로 표현하

면 다음과 같은 공식들이 나온다.

  


 (14.6)

 log모형 

  log

  상수 (14.7)

여기서 상수항은 오직 에만 의존할 뿐 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를 하

나의 초매개변수로 취급하며, 상수항은 매개변수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냥 생략한다. 스튜던트   사전분포 같은 다른 사전분포들도 희소성을 유발할 수 있다. 

희소성이 근사 최대가능도 학습에 대한 모형의 효과에 기인한다는 이러한 관점에

서, 희소성 벌점은 전혀 정칙화 항이 아니다. 희소성 벌점은 그냥 모형의 잠재변수들

에 관한 모형의 분포 때문에 생긴 결과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은 자동부호기의 훈련에 

대한 또 다른 동기를 제공한다. 즉, 지금 말하는 과정은 생성 모형을 근사적으로 훈련

하는 한 방법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관점은 자동부호기가 학습한 특징들이 유용한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한다. 바로, 그 특징들은 입력을 설명하는 잠재변수들을 서술한다

는 것이다.

희소 자동부호기에 관한 초기 연구들(Ranzato 외, 2007a; Ranzato 외, 2008)은 다양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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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희소성을 조사하고 희소성 벌점과 log  항(최대가능도를 무향 확률 모형  







에 적용했을 때 나오는) 사이의 연관 관계를 제시했다. log를 최소화하면 모든 점에서 

확률 모형이 높은 확률을 가지는 사태가 방지되며, 자동부호기에 희소성을 강제하면 

모든 점에서 자동부호기의 복원 오차가 낮게 나오는 사태가 방지된다. 이 연구들에서 

두 항의 연관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었지, 어

떤 수학적 대응 관계를 밝힌 것은 아니었다. 수학적으로는, 희소성 벌점을 유향 모형 

모형모형 의 log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더 직접적이다.

희소한(그리고 잡음을 제거하는) 자동부호기의 가 실제로 0들이 되게 하는 한 방법

을 [Glorot 외, 2011b]가 소개했다. 그 방법의 핵심은 정류 선형 단위(ReLU)를 이용해서 

부호층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표현들을 실제로 0으로 이끄는(절댓값 벌점처럼) 사전분

포를 사용한다면, 표현에 존재하는 0들의 평균 개수를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14.2.2 잡음 제거 자동부호기

벌점 를 비용함수에 더하는 대신 비용함수의 복원 오차항을 변경함으로써 자동부호

기가 뭔가 유용한 것을 배우게 만들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자동부호기는

    (14.8)

와 같은 형태의 함수를 최소화한다. 여기서 은 와 비슷하지 않은 에 벌점

을 가하는 손실함수이다. 이를테면, 둘의 차이의    노름을 이러한 손실함수로 사용

할 수 있다. 그런데 손실 함수만 사용한다면, ∘ 는 그냥 하나의 항등함수 역할을 

하는 방법만 배우게 된다(수용력이 충분하다고 할 때).

잡음 제거 자동부호기(denoising autoencoder, DAE)는 위의 함수 대신

    (14.9)

를 최소화한다. 여기서 는 일종의 잡음을 이용해서 를 일부분 손상시킨 복사본이

다. 따라서 잡음 제거 자동부호기는 반드시 그러한 손상을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단

지 입력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Alain & Bengio, 2013]과 [Bengio 외, 2013c]에서 보듯이, 잡음 제거 훈련은 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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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자료의 구조를 배우게 만든다. 따라서 잡음 제거 자동부호기는 복원 

오차를 최소화했더니 그 부산물로 유용한 성질들이 나오는 또 다른 예에 해당한다. 

또한, 잡음 제거 자동부호기는 항등함수를 학습하지 못하도록 잘 처리하기만 한다면 

과대완전 ․고수용력 모형을 자동부호기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잡음 제거 자동부호기는 §14.5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14.2.3 미분 벌점을 통한 정칙화

자동부호기를 정칙화하는 또 다른 전략은 희소 자동부호기에서처럼 벌점 를 도입하되,

      (14.10)

희소 부호기와는 다른, 다음과 같은 를 사용하는 것이다.

  


∇
 (14.11)

이러한 벌점 항을 사용하면 모형은 가 약간 변했을 때 값이 변하지 않는 함수를 배

우게 된다. 이 벌점은 훈련 견본들에만 적용되므로, 자동부호기는 훈련 분포에 관한 

정보를 포착하는 특징들을 배우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칙화한 자동부호기를 축약 자동부호기(contractive autoencoder, CAE; 또

는 수축 자동부호기)라고 부른다. 이 접근 방식은 잡음 제거 자동부호기, 다양체 학습, 

확률 모형화와 이론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CAE는 §14.7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14.3 표현력, 층의 크기, 모형의 깊이

자동부호기를 단층 부호기와 단층 복호기만으로 훈련할 때가 많다. 그러나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좀 더 깊은 부호기와 복호기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긴다.

§6.4.1에서 이야기했듯이, 깊은(층이 많은) 순방향 신경망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자동부호기도 순방향 신경망에 속하므로, 그러한 장점들은 자동부호기에도 적용된다. 

더 나아가서, 부호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순방향 신경망이며, 복호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동부호기의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개별적으로 깊이에 의한 장점들을 누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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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충분히 깊은 신경망의 한 가지 주된 단점은, 보편 근사 정리(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은닉층을 가진 신경망이 임의의 함수(넓은 함수류 안의)

를 임의의 정확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은닉 단위들이 충분히 많다고 할 때) 것이다. 따라

서, 은닉층이 하나인 자동부호기는 항등함수를 자료의 정의역을 따라 얼마든지 잘 표

현할 수 있다. 그러나 입력에서 부호로의 사상이 얕을 수 있다. 이는 부호가 희소해야 

한다는 등의 어떤 임의적인 제약을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부호기 안에 

추가적인 은닉층이 적어도 하나는 있고 은닉 단위들이 충분히 많은 심층 자동부호기

는 입력에서 부호로의 임의의 사상을 얼마든지 잘 근사할 수 있다.

함수에 따라서는, 함수를 표현하는 비용이 깊이의 증가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또한, 함수에 따라서는 함수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훈련 자료의 양이 깊이의 

증가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순방향 신경망에서 깊이의 장점은 §6.4.1에서 

개괄했다.

경험에 따르면, 심층 자동부호기는 같은 급의 얕은 자동부호기 또는 선형 자동부호

기들보다 자료를 훨씬 더 잘 압축한다(Hinton & Salakhutdinov, 2006).

심층 자동부호기를 훈련하는 데 흔히 쓰이는 전략은, 얕은 자동부호기들의 스택을 

훈련함으로써 심층 아키텍처를 탐욕적으로 사전훈련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궁극적

인 목표는 심층 자동부호기를 훈련하는 것이라고 해도 얕은 자동부호기들을 자주 보

게 된다.

14.4 확률적 부호기와 복호기

자동부호기는 그냥 순방향 신경망이다. 전통적인 순방향 신경망에 사용할 수 있는 손

실함수들과 출력 단위들을 자동부호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6.2.2.4에서 설명했듯이, 순방향 신경망의 출력 단위와 손실함수를 설계하는 일반

적인 전략은 출력 분포  를 정의하고 음의 로그가능도  log 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그런 설정에서 는 목푯값(견본이 속한 부류를 식별하는 이름표 등)들의 벡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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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확률적 자동부호기의 구조. 부호기와 복호기 모두 단순한 함수가 아니고, 어떤 잡음 주입이 관여한

다. 이 때문에, 두 함수의 출력들은 어떤 확률분포에서 표본을 추출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부호기의 경

우 해당 분포는 부호기
 이고 복호기는 복호기

 이다.

자동부호기에서는 가 입력이자 목푯값이다. 그래도 이전과 동일한 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은닉 부호 가 주어졌을 때 복호기는 하나의 조건부 분포 복호기 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log복호기 를 최소화해서 자동부호기를 훈

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손실함수의 정확한 형태는 복호기의 형태에 따라 달라

진다. 전통적인 순방향 신경망에서처럼, 가 실숫값 벡터인 경우 일반적으로 선형 출

력 단위를 이용해서 가우스 분포의 평균을 매개변수화한다. 그런 경우 음의 로그가능

도를 최소화하는 것은 평균제곱오차를 판정기준으로 사용하는 셈이 된다. 그와 비슷

하게, 가 이진값일 때는 S자형 출력 단위로 주어진 매개변수들로 매개변수화된 베르

누이 분포를 사용하고 가 이산값들일 때는 소프트맥스 분포를 사용하는 등으로 달

라진다. 대체로 출력 변수들은 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 독립이라고 취급하므로, 이 

확률분포를 평가하는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 또한, 출력들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도 출력들의 모형화를 처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몇 가지 기법이 존재한다(혼합 밀

도 출력 등).

부호화 함수 를 부호화 분포(encoding distribution) 부호기 로 일반화하면, 

이전에 살펴본 순방향 신경망들에서 좀 더 많이 벗어난 구조가 된다. 그림 14.2에 그러

한 구조가 나와 있다.

임의의 잠재변수 모형 모형는 확률적 부호기(stochastic encoder)

부호기   모형  (14.12)

와 확률적 복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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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잡음 제거 자동부호기 비용함수의 계산 그래프. 잡음 제거 자동부호기는 손상된 자료점 로부터 

원래의 깨끗한 자료점 를 재구축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한 학습을 위해 손실함수 log 복호기
  

를 최소화하는데, 여기서 는 원래의 자료 견본 를 주어진    과정을 통해서 손상한 버전이다. 
일반적으로 분포 복호기는 하나의 인수곱 분포인데, 해당 평균 매개변수들은 순방향 신경망 로 구한다.

복호기   모형  (14.13)

를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부호기와 복호기의 분포들이 반드시 유일한 결합분포 모형

와 호환되는(compatible; 또는 양립하는) 조건부 분포일 필요는 없다. [Alain 외, 

2015]가 보여주었듯이, 부호기와 복호기를 잡음 제거 자동부호기로서 훈련하면 그 둘

이 점근적으로 호환되는 경향이 있다(수용력과 견본들이 충분하다고 할 때).

14.5 잡음 제거 자동부호기

잡음 제거 자동부호기(denoising autoencoder, DAE)는 손상된 자료점이 입력되었을 때 손

상되지 않은 원래의 자료점을 출력하도록 훈련되는 자동부호기이다.

DAE 훈련 절차가 그림 14.3에 나와 있다. 훈련 절차에는 자료를 손상(corruption)하

는 x x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손상된 표본 집합 x의, 자료 표본 x가 주어졌을 

때의 한 조건부 분포를 대표한다. 이 과정 이후 자동부호기는 훈련 쌍 로부터 

추정한 재구축 분포(reconstruction distribution; 또는 복원 분포) 재구축x 
x를 다음과 같

은 단계들로 학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