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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이 번역서는 차루 C. 아가르왈의 Neural Networks and Deep Learning: A Textbook(2018, 

Springer)을 옮긴 것입니다. 2018년에 이안 굿펠로, 요슈아 벤지오, 에런 쿠빌의《심층 

학습》(2018년 10월, 제이펍. 원제는 Deep Learning)을 번역하면서 당분간 이 주제의 책은 더 

번역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을 경계하라”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격언은 참으로 옳습니다. 

신경망과 심층 학습에서 중요한 여러 주제를 골고루 다루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상당

히 상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거나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던 내용도 많이 발견했

습니다. 신경망과 심층 학습을 처음 배우는 독자는 물론이고 이 분야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독자에게도 이 책을 권합니다.

원서의 부제 ‘A Textbook’이 말해 주듯이 이 책은 신경망과 심층 학습에 관한 ‘교과

서’입니다. 친절하게도 저자는 이 책을 강의 교재뿐만 아니라 독학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장 끝에 연습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또한, 그림과 수식, 그리고 본문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배경지식을 갖춘 독자라면 독학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물

론, 주된 대상이 대학원생과 연구자, 실무자인(머리말 참고) 책이라 내용이 쉽지는 않으

며, 아마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이나 수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장에

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관련 수식이나 그림으로 보충하고, 그래서 얻은 통찰을 

다시 수식이나 그림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나선형’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면 

넘지 못할 산은 없을 것입니다.

옮
긴
이
머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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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앞서 언급한《심층 학습》과 마찬가지로, 용어 선택 시 주로 대한수학회의 수학용어

집1)과 한국통계학회의 통계용어 자료실,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용어사전3) 

등을 참고했습니다. 익히 알겠지만, 심층 학습과 신경망은 최근 들어 새로 생긴 어떤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연구해 온 여러 관련 분야의 응용인 만큼, 가능하면 

기존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학습에(이를테면 배경지식을 갖추기 위해 통계학 서적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 분야와의 연계가 뚜렷하지 않은 새 용어의 경우에는 한

국어 위키백과나 해당 분야 학술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참고했습니다.

제 홈페이지4)에 이 책을 위한 페이지를 마련해 두었으니, 오타나 오역을 발견하셨다

면 꼭 알려 주세요. 홈페이지의 번역서 정보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번역서 정보 페이

지를 통해서 이 책의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책에 대한 의견이나 토론도 환영하

며, 내용에 관한 질문도 제가 아는 한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독학이나 강의에 도

움이 될 만한 자료가 올라올 수도 있으니 딱히 질문이 없더라도 가끔은 방문해 주시길!

감사의 글로 옮긴이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의《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과 2018년의《심층 학습》에 이어 다시금 훌륭한 인공지능 교과서를 제게 맡

겨 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판 디자이너 김지영 님을 비롯하

여 제작 전 과정에서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해내서 저의 졸역을 번듯한 책으로 탈바꿈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을 언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끝으로, 

이번에도 책의 모든 글자를 읽고 오타와 오역을 무수히 잡아 준 아내 오현숙에게 사랑

과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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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ttp://occamsraz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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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튜링 검사를 통과할 정도로 똑똑한 인공지능이라면

튜링 검사에 실패할 정도로 똑똑할 것이다.”

— 이안 맥도널드Ian McDonald

신경망은 사람의 신경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계 학습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신경망에 기초한 학습 모형은 계산 단위들을 마치 인간 두뇌의 뉴런처럼 취급

한다. 신경망의 원대한 목표는 사람의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계산을 모의 실행할 수 있

는 기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공지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이 간단한 목표는 아니

다. 오늘날 가장 빠른 컴퓨터의 계산 능력도 인간의 계산 능력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정도일 뿐이기 때문이다. 신경망은 5~60년대에 컴퓨터가 등장하자마자 개발되기 시작

했다. 50년대 말에 로젠블랫이 개발한 퍼셉트론 알고리즘이 신경망의 초석으로 간주된

다. 퍼셉트론은 신경망으로 인공지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을 촉발한 최초의 성과

였다. 그러나 초기의 흥분이 가시자 신경망 분야는 침체기를 맞았는데, 신경망이 요구

하는 자료량과 계산량이 당시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실용적이지 못하

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기가 바뀌고 가용 자료량과 계산 능력이 급

격히 커지면서 신경망이 다시금 부활했다. 현재는 ‘심층 학습’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신

경망(특히 심층 신경망)이 또 다른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 수준으로 올라

서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미지 인식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게임 플레이 같은 

몇몇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만큼의 또는 사람보다 나은 성과를 내게 되었다. 미

머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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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래에 인공지능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불과 20

년 전만 해도, 컴퓨터 시각 전문가 중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이 이미지 분류 같은 직관

적인 과제를 사람보다 정확하게 수행하게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론적으로, 충분한 자료가 주어진다면 신경망은 그 어떤 수학 함수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순환 신경망 같은 특정 종류의 신경망들은 튜링 완전임이 밝혀졌다. 튜링 완전

이란 신경망이 그 어떤 학습 알고리즘도 모의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여기에는 

“충분한 훈련 자료가 주어진다면”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현실적으로는, 신경망이 간단

한 과제를 학습하는 데에도 놀랄 만큼 많은 양의 자료가 필요할 때가 많다. 필요한 자

료의 양이 많으면 훈련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진다. 예를 들어 사람은 아주 쉽게 해내는 

간단한 과제인 이미지 인식을 위해 신경망을 훈련하려면,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해도 몇 주가 걸린다. 더 나아가서, 신경망 훈련의 안정성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점들

이 존재하며, 일부는 아직도 해결 중이다. 그렇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컴퓨터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점과 양자 컴퓨팅처럼 근본적으로 더욱 강력한 패러다임도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는 점에서, 계산 능력 문제가 지금만큼 중요하지는 않은 시절

이 올 것이다.

신경망의 생물학적 비유가 흥미롭긴 하지만(심지어는 과학소설 속의 세계를 연상케 할 

정도로), 신경망의 수학적 이해는 좀 더 현실적이다. 신경망이라는 추상을, 입력과 출력 

사이의 의존관계들을 반영한 계산 그래프에 대한 연속 최적화를 통해서 학습을 수행

하는 하나의 모듈식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는 제어이론 분야의 기존 연

구 성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실제로, 제어이론 분야의 몇몇 최적화 

방법은 신경망의 기본적인 학습 알고리즘들과 놀랄 만큼 비슷하다. 그리고 그런 방법

들은 신경망의 해당 알고리즘들보다 일찍 등장했다. 그렇긴 하지만, 가용 자료와 계산 

능력의 성장 덕분에 좀 더 “깊은” 계산 그래프 구조를 실험할 수 있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더 깊은 구조로 얻은 성공은 심층 학습의 잠재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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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경망의 기초: 제1장은 신경망 설계의 기초를 논의한다. 전통적인 기계 학습 모형 

중에는 신경망의 특수 사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전통적인 기계 

학습과 신경망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신경망을 이해하는 첫걸음에 해당한다. 제

2장에서는 여러 전통적인 기계 학습 모형을 신경망으로 흉내(모의 실행) 낸다. 이

를 통해서 신경망이 전통적인 기계 학습 알고리즘의 한계를 어떻게 어붙였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 기본적인 신경망 구조들과 학습 방법: 제1장과 제2장에서도 신경망의 학습 방법들

을 소개하지만, 학습과 관련된 어려움을 비롯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제3장과 제4

장에 나온다. 제5장과 제6장은 방사상 기저 함수(RBF) 신경망과 제한 볼츠만 기계

(RBM)를 소개한다.

3. 신경망의 고급 주제: 현재 심층 학습의 성공은 여러 문제 영역에 특화된 구조들 덕

분이다. 이를테면 제7장과 제8장에서 논의하는 순환 신경망과 합성곱 신경망이 그

러한 예이다. 제9장과 제10장에서는 심층 강화 학습, 신경 튜링 기계, 생성 대립 

신경망(GAN) 같은 여러 고급 주제를 논의한다.

이 책에서는 RBF 망이나 코호넨 자기조직화 지도 같은 “한물간” 구조들도 언급하는데, 

이는 그런 구조들도 여러 응용 분야에서 여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주된 대상은 대학원생과 연구자, 실무자이다. 강의와 독학에 도움이 되도록 각 

장 끝에 연습문제들을 수록했다. 그리고 신경망과 심층 학습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

지 독자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응용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책 전반에 쓰인 수학 표기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우선 벡터나 다차원 자료는 

 나 처럼 변수 위에 짧은 수평선(바bar)으로 표기한다. 중요한 것은 수평선이며, 변수 

이름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는 벡터 여부와 무관하다. 벡터곱 또는 내적은 ⋅

처럼 가운뎃점 연산자로 표시한다. 행렬은 처럼 수평선 없이 대문자로 표기한다. 이 

책 전체에서, 전체 훈련 자료 집합에 해당하는  ×  행렬을 로 표기한다. 여기서 

은 자료점 개수이고 는 한 자료점의 차원(성분 개수)이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 집합

의 한 자료점은 의 한 행에 해당하는 차원 행벡터이다. 한편, 자료점당 하나의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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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진 수량은 흔히 차원 열벡터로 표현한다. 개의 자료점들의 분류명들을 

담은 차원 열벡터 가 그러한 예이다. 관측값과 그에 대한 예측값은 ‘모자(hat)’ 기호

로 구분한다. 모자 기호()가 있는 것이 예측값인데, 예를 들어 는 관측값, 는 예측

값이다.

뉴욕 요크타운 하이츠에서

차루 C. 아가르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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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xxvi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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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이론과 수식을 통해서 딥러닝의 여러 알고리즘을 설명합니다. 약간의 기반 지

식과 논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뒷받침된다면 딥러닝과 관련된 일

련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드나 예제가 없어서 

실제로 알고리즘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기는 어렵지만, 연필과 종이를 통해서 하나

씩 직접 식을 유도해 보면서 배워나갈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네요.

 곽상영(NeuRobo)

딥러닝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자 하는 실무자에게도 필독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책이라 판단됩니다. 중간중간에 약

간의 난해한 수식이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차치하더라도 딥러닝과 관

련된 여러 알고리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

다. 개인적으로, 특히 합성곱 신경망에 대한 내용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

로, 번역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수준 있는 번역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역자에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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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꺼워 베타리딩하는 데도 어려운데 이 책을 쓴 저자에 대한 존경심과 그의 지식에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책의 총론과 각론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애쓴 점들이 느껴졌습니다. 

 이봉준(NAVER)

《심층 학습》보다 더 최신의 내용을 담고 있고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딥러닝 분야의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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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소개

신경망 입문

“인간의 정신을 위조하는 기계를 만들지 말지어다.” 

— 프랭크 허버트Frank Herbert

1.1 소개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은 생명체의 학습 메커니즘을 흉내 내는 인기 있

는 기계 학습 기법이다. 인간의 신경계는 뉴런neuron이라고 부르는 신경세포들로 이루

어진다. 뉴런들은 축삭돌기(axon)와 수상돌기(dendrite; 또는 가지돌기)로 연결되어 있으

며, 축삭돌기와 수상돌기가 접하는 부분을 시냅스synapses(연접)라고 부른다. 이러한 연

결 관계가 그림 1.1의 (a)에 나와 있다. 시냅스 연결의 강도는 종종 외부 자극에 반응해

서 변한다. 생명체의 학습은 바로 그러한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

인공 신경망은 이러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흉내 낸다. 인공 신경망은 뉴런을 본뜬 

계산 단위(computation unit)들로 이루어진다. 이 책 전반에서 ‘신경망’이라는 용어는 생

명체의 신경망이 아니라 인공 신경망을 가리킨다. 인공 신경망의 뉴런(계산 단위)들은 

가중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가중치(weight)는 생명체의 시냅스 연결 강도와 같

은 역할을 한다. 뉴런에 주어지는 각 입력에는 뉴런의 가중치가 곱해지므로, 가중치는 



2 1장 신경망 입문

(a) 생물학적 신경망 (b) 인공 신경망

그림 1.1: 뉴런 사이의 시냅스 연결. (a)의 이미지는 “The Brain: Understanding Neurobiology Through 

the Study of Addiction”[598]에서 전재했다. 저작권 ⓒ 2000, BSCS & Videodiscovery. 판권 소유. 허락

하에 사용함.

해당 계산 단위가 계산하는 함수의 값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1.1의 (b)에 이러한 구조

가 나와 있다. 인공 신경망은 각 입력 뉴런의 계산 결과를 출력 뉴런(들)으로 전파함으

로써 전체적으로 하나의 함수를 계산하는데, 그 계산 과정에서 가중치들이 중간 매개

변수로 작용한다. 학습은 뉴런들을 연결하는 가중치들을 변경함으로써 일어난다. 생

명체의 학습에 외부 자극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 신경망의 학습에도 외부 

자극이 필요하다. 인공 신경망의 경우에는 학습하고자 하는 함수의 입력-출력 쌍에 해

당하는 견본(example)들을 담은 훈련 자료(training data)가 그러한 외부 자극을 제공한

다.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의 픽셀 표현이 입력이고 그 이미지에 부착된 분류명(이를테

면 바나나, 당근 등)이 출력인 훈련 자료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훈련 자료 쌍들을, 

주어진 입력 표현을 이용해서 해당 출력 분류명을 예측하는 신경망에 공급한다. 훈련 

알고리즘은 특정 입력(이를테면 당근 이미지)에 해 신경망이 예측한 결과가 훈련 자

료에 있는 출력 분류명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에(이를테면 신경망이 그 이미지를 당근이

라고 분류할 확률에) 기초해서 신경망의 가중치들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신경망의 함수 

계산에서 발생한 오차는 생명체가 학습 과정에서 겪는 불쾌한 경험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한 불쾌한 경험은 시냅스 연결 강도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와 비슷하게, 신경망에

서는 뉴런들 사이의 가중치가 예측 오차에 기초해서 변한다. 그러한 가중치 변경의 

목표는 이후의 반복에서 예측 결과가 좀 더 정확해지도록 신경망의 함수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들은 주어진 견본의 계산에서 발생하는 오차

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수많은 입력-출

력 쌍으로 뉴런들 사이의 가중치들을 계속 조정(조율)하다 보면 신경망이 계산하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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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좀 더 정확한 예측값을 내도록 정련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다수의 바나나 이미

지들로 신경망을 훈련하다 보면 결국에는 신경망이 미지의(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이미지 

안에 있는 바나나를 제 로 인식하게 된다. 유한한 수의 입력-출력 쌍들로 훈련한 신경

망이 미지의 입력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을 가리켜 모형 일반화(model generalization)

라고 부른다. 모든 기계 학습 모형의 유용함은 기본적으로 알려진 훈련 자료로부터 

학습한 것을 아직 보지 못한 견본들로 일반화하는 이러한 능력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비유가, 사람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많

다. 그렇긴 하지만 신경망 구조를 설계할 때 신경과학의 원리들이 아주 유용할 때가 

많았다. 신경망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으로는, 기계 학습에 흔히 쓰이는 고전적 모

형을 좀 더 높은 수준의 차원으로 구축한 것이 바로 신경망이라는 관점이 있다. 사실 

신경망의 기본 계산 단위들은 부분 최소제곱 회귀(least-squares regression)나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같은 전통적인 기계 학습 알고리즘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신

경망의 능력은 그런 기본 단위들을 량으로 연결하고, 서로 다른 단위들의 가중치들

을 결합적으로(jointly) 학습해서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관점

에서 신경망은 일단의 기본 단위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계산 그래프(computational graph)

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단위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신경망의 능력이 달라진

다. 다수의 단위를 함께 연결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신경망에서 학습 알고리

즘은 전통적인 기계 학습 모형들(제2장 참고)의 하나로 환원될 때가 많다. 고전적 방법

들에 비한 신경망 모형의 진정한 위력은 그런 기본 계산 단위들이 결합될 때, 그리고 

기본 모형들의 가중치들을 서로에 한 의존관계를 이용해서 훈련할 때 비로소 발휘

된다. 다수의 단위를 결합하면 신경망 모형은 기초적인 기계 학습의 기본 모형들이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한 함수를 배우게 된다. 그런 단위들이 결합되는 방식 

역시 신경망 구조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능력이 높아지도록 단위들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응용 분야에 한 이해와 분석가의 통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더 나

아가서, 그러한 확장된 계산 그래프에 있는 좀 더 많은 가중치를 학습하려면 충분한 

양의 훈련 자료도 필요하다.



4 1장 신경망 입문

1.1.1 인간 대 컴퓨터: 인공지능의 한계 확장
인간과 컴퓨터는 각자 잘하는 작업이 다르다. 예를 들어 큰 수의 세제곱근 계산은 컴

퓨터에게는 아주 쉽지만 사람에게는 몹시 어렵다. 반면, 사진 속의 물체를 식별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식은 죽 먹기이지만 자동화된 학습 알고리즘에게는 예전부터 아주 

어려운 과제였다. 그런 과제 중 일부를 컴퓨터가 사람만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몇 년 전 심층 학습(deep learning딥 러닝)이 등장하고부터였다. 최근에는 이미지 

인식 과제에서 심층 학습 알고리즘들이 사람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였는데(적어도 일부 

협소한 과제에서),[184] 사실 몇십 년 전은 물론이고 얼마 전까지도 부분의 컴퓨터 시

각 전문가들은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지 못했다.

뛰어난 성과를 보인 심층 학습 구조 중에는, 계산 단위들을 아무렇게나 연결해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닌 것들이 많다. 심층(deep) 신경망의 우월한 성과는 생물학적 신경

망이 가진 능력 역시 ‘깊이(depth)’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더 나아가서, 

생물학적 신경망의 연결 방식을 우리는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다. 생물학적 신경

망의 구조가 어느 수준까지는 파악된 몇 안 되는 사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인공 신

경망을 설계함으로써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그런 종류의 구조로 전형적인 예는 이미

지 인식을 위한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다. 합성곱 신경망 구조는 

고양이의 시각피질(visual cortex)에 있는 뉴런들의 조직화에 관한 1959년 허블Hubel과 

비셀Wiesel의 실험[212]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 연구의 결과를 직접 채용해서 만들어 낸 

구조가 네오코그니트론neocognitron이었고,[127] 합성곱 신경망은 네오코그니트론을 발전

시킨 것이다.‹›

인간 두뇌의 뉴런 연결 구조는 수백만 년에 걸쳐 인간의 생존 능력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진화했다. 생존은 감각과 직관을 현재의 컴퓨터들은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결

합하는 능력과 접히 관련이 있다. 생물학적 신경과학은 아직 걸음마 단계의 학문 

분야이며,[232] 뇌의 작동 방식에 관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그리 많지 않다. 따

라서, 인간 두뇌의 작동 방식이 좀 더 밝혀짐에 따라, 생물학에서 영감을 받은 합성곱 

신경망의 성공 사례와 비슷한 일이 다른 인공 신경망 구조에서도 나타나리라 예측하

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다.[176] 전통적인 기계 학습에 비한 신경망의 핵심 장점은, 

자료 영역(data domain)에 관한 의미론적 통찰을 표현하는 고수준 추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료 영역에 관한 의미론적 통찰은 계산 그래프의 구조를 적절히 선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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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통적인 기계 학습 알고리즘과 대규모 심층 신경망의 정확도를 비교한 그림. 심층 학

습 모형들이 기본적으로 충분한 양의 자료와 계산 능력이 주어질 때 전통적인 방법들보다 나은 

성과를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사용 가능한 자료와 계산 능력이 증가한 덕분에 심층 학습 기술에서

‘캄브리아기 폭발’이 일어난다.

써 표현할 수 있다. 신경망의 또 다른 장점은, 신경망 구조에 뉴런들을 더 추가하거나 

제거함으로써 모형의 복잡도를 주어진 훈련 자료의 양이나 계산 능력에 맞게 손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신경망이 거둔 성공의 상당 부분은 가용 자료(사용 가

능한 자료)의 양과 현대적인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전통적인 기계 학습 알고리즘의 한

계를 넘어설 정도로 풍부해졌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전에는 자료와 계산 능력

의 부족 때문에 그런 알고리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그림 1.2에 

나와 있다. 작은 크기의 자료 집합(data set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기계 학습이 여

전히 신경망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데, 이는 전통적인 기계 학습에서는 알고리즘

의 선택 폭이 더 넓고 모형을 해석하기도 훨씬 쉬우며, 사람이 문제 영역에 고유한 

통찰을 활용해서 특징들을 직접 설정하여 훈련을 실행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자료가 

제한적일 때는 전통적인 기계 학습의 다종다양한 모형 중 최상의 것 하나가 신경망처

럼 하나의 틀로 정의되는 한 부류의 모형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때가 많다. 이는 

신경망 초창기에 신경망의 잠재력이 발휘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다.

자료 수집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위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 제품을 사거나, 전

화를 사용하거나,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는 등 오늘날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행위는 수집되고 어딘가에 저장된다. 더 나아가서, 강력한 GPU(그래픽 처리 장치)의 발

전 덕분에 그런 대규모 자료 집합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20년 

전에 사용했던 버전을 아주 조금만 수정한 심층 학습 알고리즘들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대부분 그러한 발전들 덕분이다. 더 나아가서, 최근 알고리즘들을 그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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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할 수 있었던 것은 계산 속도 증가 때문에 실행 시간이 줄어들어서 효율적인 실

험과 검사가 가능해진 덕분이다. 어떤 알고리즘을 실험해 보는 데 한 달이 걸린다면, 

하나의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실험할 수 있는 버전은 많아야 개이다. 예전에는 이 

때문에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조율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실험을 진행하기가 어려

웠다. 자료, 계산, 실험이라는 세 기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심층 학습의 미래에 관한 

낙관도 커졌다. 이번 세기말에는 아마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에 있는 것만큼이나 많은 

수의 뉴런들을 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때가 왔을 때 인공지능의 진정

한 능력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컴퓨터 시각에 관해 우리가 경험한 바를 

생각하면, 현재로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장의 구성

이번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단층 신경망과 다층 신경망을 소개하

고, 다양한 종류의 활성화 함수와 출력 노드, 손실함수를 논의한다. §1.3에서는 역전파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1.4에서는 신경망 훈련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논의한다. §1.5에

서는 특정 활성화 함수들을 사용하는 신경망의 능력 향상에 관해, §1.6에서는 신경망 

설계에 흔히 쓰이는 공통적인 구조를 논의한다. §1.7에서는 심층 학습의 고급 주제들

을 소개하고, §1.8에서는 심층 학습 공동체가 사용하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벤치마크

들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1.9에서는 이번 장의 내용을 요약한다.

1.2 신경망의 기본 구조
이번 절에서는 단층(single-layer) 신경망과 다층(multi-layer) 신경망을 소개한다. 단층 신

경망(줄여서 단층망)에서는 일단의 입력들이 선형 함수를 일반화한 함수를 통해서 하나

의 출력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단순한 신경망 구조를 퍼셉트론perceptr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층 신경망에서는 뉴런들이 여러 층으로 배치되는데, 입력층과 출력

층 사이에 하나 이상의 은닉층(hidden layer)들이 있다. 이러한 층별 신경망 구조를 순방

향 신경망(feed-forward network)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번 절에서는 먼저 단층 신경망

을 살펴본 후 다층 신경망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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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치우침 항이 없는 퍼셉트론 (b) 치우침 항이 있는 퍼셉트론

그림 1.3: 퍼셉트론의 기본 구조

1.2.1 단일 계산층: 퍼셉트론‹›

가장 단순한 형태의 신경망을 퍼셉트론이라고 부른다. 이 신경망은 입력층 하나와 출

력 노드 하나로 구성된다. 퍼셉트론의 기본 구조가 그림 1.3(a)에 나와 있다. 각 훈련 

사례(견본)가  이고 각  …  에는 개의 특징(feature) 변수들이, 각  ∈
   에는 해당 이진 부류 변수(binary class variable)의 관측값(observed value)이 들

어 있다고 하자. 여기서 ‘관측값’이라는 용어는 그 값이 훈련 자료의 일부로 주어졌음

을 반영한 것이며, 훈련의 목표는 아직 관측하지 않은 입력에 한 부류 변수의 값을 

퍼셉트론이 정확히 예측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부정 사용 검출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특징 변수들은 일단의 신용카드 결제 행위들에 관한 여러 속성들(금

액, 결제 빈도 등)을 표하고, 부류 변수는 주어진 일단의 신용카드 결제들이 부정 사용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표한다. 그런 종류의 응용 프로그램에는 당연히 기존 카드 

결제 사례들의 특징들과 부류 변수 관측값들, 그리고 현재 사례의 특징들만 주어진다. 

응용 프로그램은 주어진 자료에 기초해서 현재 사례의 부류 변수 값을 예측해야 한다.

입력층은 개의 노드로 구성되며, 개의 특징들로 이루어진 벡터   …  를 

가중치들이   …  인 간선(edge)들을 통해 출력 노드에 전달한다. 입력층 자

체는 그 어떤 계산도 수행하지 않는다. 선형 함수 ⋅   
 는 출력 노드

에서 계산된다. 신경망은 이 함수가 산출한 실숫값의 부호를 이용해서  의 종속변수 

를 예측한다. 정리하자면, 예측값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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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  sign
  



 (1.1)

여기서 sign은 부호 함수(sign function)이다. 이 부호 함수는 실숫값을    또는  로 

사상하므로 이진 분류 과제에 적합하다. 변수   위의 악센트 기호는 이것이 관측값이  

아니라 예측값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예측의 오차는     인데, 지금 예에서 

예측 오차가 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은   이다. 오차값 가 이 아닌 

경우에는 신경망의 가중치들을 오차 기울기(gradient)의 음의 방향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 차차 나오겠지만, 이러한 과정은 전부터 기계 학습에서 여러 종류의 선형 모형

에 쓰였던 갱신 과정과 비슷하다. 이처럼 퍼셉트론이 전통적인 기계 학습 모형과 비슷

하긴 하지만, 퍼셉트론을 하나의 계산 단위로 간주한다는 접근 방식은 다수의 단위들

을 조합함으로써 전통적인 기계 학습에 쓰인 모형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형을 만들

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단히 유용하다.

퍼셉트론의 구조가 그림 1.3(a)에 나와 있다. 이 구조에서 하나의 입력층은 특징들을 

출력 노드에 전달한다. 입력에서 출력으로의 간선들에는 가중치  … 들이 부여되

어 있다. 퍼셉트론은 입력된 특징들에 가중치들을 곱해서 모두 합한 후, 그 합에 부호 

함수를 적용해서 최종적인 분류명(class label; 또는 부류 이름표)을※5)
산출한다. 이 부호 

함수는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의 역할을 한다. 이 활성화 함수를 어떻게 선택하

느냐에 따라 기계 학습에 쓰여온 여러 종류의 기존 모형들을 흉내 낼 수 있다. 이를테

면 수치 목푯값 최소제곱 회귀(least-squares regression with numeric targets) 모형이나 지지 

벡터 기계(support vector machine서포트 벡터 머신, SVM), 로지스틱 회귀 분류기(logistic regression 

classifier)를 흉내 내는 것이 가능하다. 부분의 기초적인 기계 학습 모형들은 단순한 

신경망 구조로 손쉽게 표현할 수 있다. 전통적인 기계 학습 기법들을 신경망 구조로 

본떠 보는 것은 학습에 유용하다. 그러면 심층 학습이 전통적인 기계 학습을 어떤 식

으로 일반화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제2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퍼셉트론이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지지만, 입력층은 그 어떤 계

산도 수행하지 않고 그냥 특징 값들을 전달하기만 한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래

※ 역주 개념적으로 분류명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어나 문구이지만, 많은 경우 신경망이 출력하거

나 조작하는 것은 것은 ‘바나나’, ‘당근’ 같은 분류명 문자열이 아니라 그런 문자열을 가리키는 수치, 즉 

‘부류 색인(class index)’이다. 하나의 분류명은 부류 색인으로 유일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처럼 

분류명과 부류 색인을 굳이 구분하지 않을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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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경망의 층수(‘깊이’)를 셀 때 입력층은 포함하지 않는다. 퍼셉트론은 계산층

(computational layer)이 단 하나이므로 단층 신경망에 해당한다.

많은 경우, 예측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 ‘불변(invariant)’ 부분을 치우

침(bias) 항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특징 변수들이 평균(mean)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되,    범위의 이진 부류 예측값들의 평균이 이 아닌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진 부류의 분포가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을 때 이런 상황이 흔히 발생한다. 이런 

경우 앞에서 언급한 접근 방식은 예측에 충분치 않다. 예측의 그러한 불변(invariant) 

부분을 반영하는 추가적인 치우침 변수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sign⋅    sign
  



   (1.2)

이러한 치우침 항을 간선에 도입하는 한 가지 접근 방식은 치우침 뉴런(bias neuron)을 

신경망에 추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치우침 뉴런은 항상 이라는 값을 출력 노드에 전

달하는 뉴런이다. 치우침 뉴런을 출력 노드에 연결하는 간선의 가중치는 식 1.2의 치

우침 항 의 역할을 한다. 그림 1.3(b)에 치우침 뉴런의 한 예가 나와 있다. 단층 구조

에 잘 통하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은 값이 인 특징을 도입하는 특징 공학 요령(feature 

engineering trick)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상수 특징의 계수가 치우침 항으로 작용하므

로, 식 1.1을 그 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책 전반에서는 치우침 항을 명시적으로 사용

하지 않는다(구조 표현의 단순함을 위해). 그냥 치우침 뉴런들을 도입하면 되기 때문이

다. 치우침 뉴런은 그냥 활성화 값이 로 고정된다는 점만 다를 뿐 다른 뉴런들과 다

를 바가 없으므로, 훈련 알고리즘들을 치우침 항을 고려해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 정

리하자면, 치우침 항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식 1.1의 예측 가정들은 이후의 

내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로젠블랫Rosenblatt이 퍼셉트론 알고리즘[405]을 제안한 당시에는 이런 최적화들이 실

제 하드웨어 회로에 일종의 발견법적인(heuristic)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었을 뿐, 기계 

학습의 엄 한 최적화 개념(요즘 흔히 쓰이는)으로 정식화되지는 않았다. 즉, 당시 퍼셉

트론 알고리즘은 오분류(분류 오류)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견법적으로 설계된 것

이었고, 단순화된 설정에서 학습 알고리즘의 정확성 보장에 관한 수렴 증명들이 제시

되었다. 따라서, 지금도 퍼셉트론 알고리즘의 목표(발견법적인 동기를 가진)를 특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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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 쌍들을 담은 자료 집합 의 모든 훈련 견본에 관한 최소제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Minimize  
 ∈

    
 ∈

  sign⋅

이런 종류의 최소화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를 손실함수(loss func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차차 알게 되겠지만, 거의 모든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은 손실함수를 사용하는 

형태로 공식화된다. 제2장에서 배우겠지만, 이 손실함수는 최소제곱 회귀와 아주 비슷

한 모습이다. 그러나 최소제곱 회귀는 연속값 목표변수에 해 정의되며, 해당 손실함

수는 매끄러운 연속 함수이다. 반면, 최소제곱 형태의 목적함수에 쓰이는 부호 함수는 

특정 지점에서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도약하는 형태의 미분불가능 함수이다. 더 나아

가서, 부호 함수는 정의역의 부분에 해당하는 상수 값들을 취하며, 따라서 미분 가

능 점들에서 그 기울기는 정확히 이다. 결과적으로 손실함수의 표면은 계단 형태이

며, 그래서 경사 하강법(gradient descent)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퍼셉트론 알고리즘은 

(암묵적으로) 이 목적함수의 각 견본에 한 기울기를 평활화(smoothing; 매끄럽게 만드는 

것), 다음과 같은 근사 기울기를 사용한다.

∇sm ooth  
 ∈

   (1.3)

이 기울기가 (발견법적) 목적함수의 계단 형태 표면에서 취하는 진(true) 기울기가 아님

을 주의하기 바란다. 계단 형태의 표면은 경사 하강법에 유용한 기울기들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퍼셉트론 알고리즘은 계단 형태의 표면을 퍼셉트론 판정기준(perceptron 

criterion)으로 정의되는 기울어진 표면으로 평활화한다. 퍼셉트론 판정기준의 성질들

은 §1.2.1.1에서 논의한다. ‘퍼셉트론 판정기준’ 같은 개념들은 로젠블랫의 원래의 퍼셉

트론 논문[405]이 나온 후에, 발견법적 경사 하강법 단계들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

임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일단 지금은, 경사 하강법을 제 로 활용하기 위해 

퍼셉트론 알고리즘이 어떤 알려지지 않은 평활화 함수를 이용해서 목적함수를 다듬는

다고만 이해하면 될 것이다.

앞에서 본 목적함수가 전체 훈련 자료에 관해 정의되긴 하지만, 신경망 훈련 알고리

즘은 각 자료 견본  를 한 번에 하나씩(또는 작은 일괄 단위, 즉 ‘배치batch’로 묶어서) 신경



1573.1 소개

심층 신경망의 훈련

“나는 훈련의 매 순간이 괴로웠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말자. 

지금의 고통을 견디면 남은 인생을 챔피언으로 살 수 있다’라고 되뇌었다.”

— 무하마드 알리

3.1 소개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신경망을 훈련하는 절차를 제1장에서 간략히 소개했었

다. 이번 장에서는 제1장의 설명을 다음과 같은 여러 방식으로 확장한다.

1. 역전파 알고리즘을 그 구현 세부 사항과 함께 훨씬 상세하게 설명한다. 설명의 

완전함을 위해 제1장의 일부 세부 사항을 다시 반복할 것이므로, 독자가 제1장을 

여러 번 다시 뒤적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특징 처리와 초기화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한다.

3. 경사 하강법과 관련된 계산 절차들을 소개한다. 신경망의 깊이가 훈련의 안정성

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고, 관련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들도 제시한다.

4. 훈련과 관련된 효율성 문제들을 논의한다. 훈련된 신경망 모형을 압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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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제시한다. 그런 방법들은 미리 훈련된 신경망을 이동기기에 배치해서 활용

할 때 유용하다.

신경망의 초창기에는 다층 신경망을 훈련하는 방법들이 알려지지 않았다. 민스키와 

패퍼트의 영향력 있는 서적 [330]은 다층 신경망의 훈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경

망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때문에 1980년대까지는 기계 학습 

연구자들이 신경망을 연구의 초점에서 제외했다. 최초의 의미 있는 돌파구는 루멜하

트 등이 [408, 409]에서 제안한 역전파 알고리즘이었다.1) 이 알고리즘 덕분에 신경망

에 관한 관심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이 계산, 안정성, 과대적합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져서, 신경망 연구는 다시 침체기를 맞았다.

세기가 바뀌면서 여러 개선 사항들 덕분에 신경망의 인기가 다시 높아졌다. 그런 

개선들이 모두 알고리즘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신경망의 부활에는 가용 자료 

증가와 계산 능력 향상이 주된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기본 역전파 알고리즘의 몇 가

지 변경 방법과 교묘한 초기화 방법들(사전훈련 등)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시험 반복 시간이 줄어든 덕분에 알고리즘들을 조정하기가 쉬워졌으며, 그래서 좀 더 

상세하고 다양한 실험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가용 자료 및 계산 능력의 증가와 실험

(알고리즘 조정을 위한) 시간의 감소의 조합은 신경망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비록 

가용 자료와 계산 능력의 증가가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알고리즘의 작은 ‘조정’들 

역시 아주 중요하다. 이번 장과 다음 장에서는 알고리즘의 주요 개선 사항들 대부분을 

살펴본다.

역전파 알고리즘의 개선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역전파 알고리즘이 알고리즘 설

정의 작은 변화에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역전파 알고리즘의 성과는 

초기점의 선택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아주 깊은 신경망을 다룰 때 특히

나 두드러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경망의 최적화가 하나의 다변수 최적화 문제

(multivariable optimization problem)라는 것이다. 다변수 최적화 문제의 여러 변수는 신경

1) 비록 역전파 알고리즘이 루멜하트 등의 논문들[408, 409] 덕분에 대중화되었지만, 제어이론 분야에서는 그전
에도 이 알고리즘을 연구한 바 있다. 특히, 폴 웨어보스의 잊힌(그리고 후에 재발견된) 1974년 학위논문은 
이 역전파 방법들을 신경망에 적용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웨어보스의 논문은 루멜하트 등의 논문들이 나
온 1986년보다 훨씬 먼저 나왔다. 그렇긴 하지만, 루멜하트 등의 논문들은 역전파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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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의 여러 층을 연결하는 가중치들에 응된다. 다변수 최적화 문제에서는 각 방향으

로의 갱신 단계를 “적절한” 비율로 수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안정성에 문제가 생

길 때가 많다. 이 문제는 신경망 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 특히 경사 하강법의 갱신이 

예상과는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실제 갱신 단계는 그 크기가 무

한소(infinitesimal)가 아니지만, 기울기는 각 방향에서의 한 무한소 수평선에 관한 변화율

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적화를 실제로 진전시키려면 단계들의 크기를 적절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울기는 유한한 길이의 단계에 해 변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 신경망 훈련에 응되는 복잡한 최적화 표면은 이런 

측면에서 특히나 문제의 여지가 많으며, 설정들(초기점이나 입력 특징들의 정규화 등)을 

잘못 설정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다. 가장 가파른 기울기 방향(쉽게 계산할 수 있는)

으로 내려가는 방식은 단계가 클 때 문제를 일으킨다. 단계 크기를 줄이면 학습이 느

려지고, 단계 크기를 키우면 최적화 공간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여러 문제점 때문에 신경망 최적화는 생각보다 어렵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문제

점은 최적화 공간의 성질에 해 좀 더 강건하게 반응하도록 경사 하강법 단계들을 

세심하게 조율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 조율한 여

러 알고리즘을 논의한다.

이번 장의 구성

이번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절(§3.2)에서는 제1장에서 소개한 역전파 알고리

즘을 다시 살펴보는데, 제1장보다는 자세하게 설명한다. 또한, 이 알고리즘의 여러 변

형도 논의한다. 완결성을 위해, 제1장에서 이미 논의한 사항들도 다시 반복할 것이다. 

§3.3에서는 특징 처리와 초기화 문제를 논의한다. §3.4에서는 심층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울기 소실 및 폭발 문제 및 흔히 쓰이는 해결책을 논의한다. §3.5에서는 심층 

학습을 위한 경사 하강 전략들을 논의하고, §3.6에서는 배치 정규화 방법들을 소개한

다. §3.7에서는 신경망 학습의 속도를 높이는 구현 방법들을 논의하고, §3.8은 이번 장

의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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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주 상세한 역전파 알고리즘
이번 절에서는 제1장에서 소개한 역전파 알고리즘을 훨씬 더 자세히 살펴본다. 이번 

절의 좀 더 상세한 설명의 한 가지 목표는, 연쇄법칙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독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분의 교과서에 흔히 나오는

(그리고 제1장에서도 제시한) 표준적인 역전파 갱신 공식을 개괄한다. 그런 다음에는 선

형 행렬 곱셈들을 활성화 층들에서 분리한 형태의, 좀 더 단순화되고 분리된 관점에서 

역전파 알고리즘을 살펴본다. 부분의 기존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구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리된 관점의 역전파 알고리즘이다.

3.2.1 역전파와 계산 그래프 추상
신경망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계산 그래프이다. 신경망의 뉴런들은 계산 그래프의 계산 

단위들에 해당한다. 전체로서의 신경망은 그 구성요소들의 합보다 근본적으로 강력하

다. 이는 신경망이 개별 구성요소(노드)들의 매개변수들을 결합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고도로 최적화된 합성 함수(개별 노드가 계산하는 함수들이 합성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

다.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층들 사이의 비선형 활성화 함수들은 신경망의 표현력을 

증가하는 효과를 낸다.

다층 신경망은 개별 노드들이 계산하는 함수들의 합성 함수를 평가한다. 신경망에

서 · 노드 다음에 · 노드가 있는 길이   경로는 하나의 합성 함수 ·에 

해당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노드가 두 개인 아주 간단한 계산 그래프를 살펴보자. 

각 노드에서 입력 가중치 에 S자형 함수가 적용된다면, 계산 그래프 전체가 계산하

는 함수(즉, 두 노드를 합성한 함수)는 다음과 같다.

 
  exp




 


  exp 




 (3.1)

이 함수의 에 한 미분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층 이 함수  ·,  · … ·를 계산하고 그다음 층인 층 

  이 ·를 계산한다고 할 때, 한 층은 그 이전 층의 결과를 인수로 사용하므

로, 층   은 사실상 하나의 합성 함수  ·… ·를 계산한다. 수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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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이 이것은 하나의 다변량 합성 함수이며, 그 형태가 상당히 복잡하다. 손실함수는 

출력(들)을 인수(들)로 사용하므로, 손실함수를 흔히 이전 층들의 가중치들이 관여하는 

재귀적으로 중첩된 형태로 표기한다. 그러한 수식은 엄청나게 길고 복잡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층이 개이고 각 층이 단 두 개의 노드로 구성된 신경망의 경우, 재귀적으

로 회 중첩된 합성 함수는 재귀적으로 중첩된 개의 항들을 합산해야 한다. 그런 

함수의 편미분을 실제로 계산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신 어떤 반복적

인 접근 방식을 이용해서 미분들을 계산해야 한다. 그런 반복적 접근 방식이 바로 동

적 계획법(dynamic programming)이며, 이를 이용한 갱신은 미분의 연쇄법칙(chain rule of 

differential calculus)에 해당한다.

계산 그래프에서 연쇄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기

서는 연쇄법칙의 기본적인 변형 두 가지를 논의한다. 이들을 잘 기억하기 바란다. 첫 

번째 변형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함수들의 직접적인 합성에 한, 가장 단순한 형태

의 연쇄법칙이다.







⋅

   (3.2)

그림 3.1: 노드가 두 개인 간단한 계산 그래프

이 변형을 단변량 연쇄법칙(univariate chain rule)이라고 부른다. 우변의 두 미분은 주어

진 직접적인 인자에 한(재귀적으로 유도된 인자에 한 것이 아니라) 기울기임을 주목

하기 바란다. 즉, 이들은 국소 기울기(local gradient)들이다. 정리하자면, 계산 그래프의 

최종 출력은 함수들의 합성을 가중치 에 적용한 것이고, 그 최종 출력의 기울기는 

그 경로 방향의 국소 기울기들의 곱이다. 각 국소 기울기의 계산에는 그 기울기에 국

한된 특정한 입력과 출력만 관여하므로 전체적인 계산이 간단해진다. 이에 관한 예가 

그림 3.1에 나와 있다. 그림의 함수 는 cos이고   이다. 따라서 합성 

함수는 cos 이다. 여기에 단변량 연쇄법칙을 적용하면 다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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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sin   

 

그런데 신경망의 계산 그래프는 경로(path)가 아니다. 역전파가 필요한 주된 원인이 바

로 이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은닉층은 이전 층의 여러 단위들이 제공한 값들을 

입력받는다. 결과적으로, 한 변수 에서 하나의 출력으로 여러 개의 경로가 존재한다. 

한 층의 개의 단위들이   … 를 계산하고 그다음 층의 단위가 다변량(다변

수) 함수 ·를 계산한다면, 후자는 합성 함수  … 를 계산하는 것이

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다변수 연쇄법칙이 적용된다.



 …  
 

  





 … 
⋅


 (3.3)

식 3.3의 다변수 연쇄법칙이 식 3.2의 연쇄법칙을 간단히 일반화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변수 연쇄법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보조정리 3.2.1 (경로별 취합 보조정리) 번째 노드가 변수 를 담고 있는 하나의 유향 비

순환 계산 그래프를 생각해 보자. 이 그래프에서 유향 간선 의 국소 미분 는 




로 정의된다. 변수 를 담은 노드에서 변수 를 담은 출력 노드로의 경로들로 이

루어진 공집합이 아닌 집합 에 해, 


의 값은 의 각 경로를 따르는 국소 기울기들의 

곱을 계산하고 모든 경로에 한 그러한 곱들을 모두 합한 것이다.




 

∈ 
∈

  (3.4)

식 3.3을 재귀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 경로별 취합(pathwise aggregation) 보조정리를 손쉽

게 증명할 수 있다. 이 보조정리가 역전파 알고리즘에는 전혀 쓰이지 않지만, 잠시 후 

살펴볼 또 다른 지수 시간 미분 계산 알고리즘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다변수 연쇄법칙은 직접 계산하기에는 계산 비용이 너무 큰 어떤 

수량을 동적 계획법 재귀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림 3.2의 예를 보자. 이 그림은 두 개의 경로를 보여준다. 최종 결과가 각 경로의 국소 

기울기들을 곱한 것을 더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3은 좀 더 구체적

인 예인데, 이 그림의 계산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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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변량 연쇄법칙]

 


⋅


⋅





⋅


⋅


[단변량 연쇄법칙]



   



⋅′ ⋅ ′ 

   



⋅′ ⋅ ′ 

              첫 경로                      둘째 경로

그림 3.2: 계산 그래프에 대한 연쇄법칙(그림 1.13과 같음): 가중치 에서 출력 로의 경로를 따

라 각 노드의 편미분들의 곱들을 취합(합산)한다. 그 결과는 출력 의 가중치 에 대한 미분이

다. 이 그림은 단순화된 예로, 입력에서 출력으로의 경로가 둘뿐이다.

 




   





⋅


sin 

′  ⋅




 ′  

   





⋅


cos

′  ⋅




 ′ 

 ⋅sin ⋅cos

 ⋅sin ⋅cos

그림 3.3: 그림 3.2에 나온 계산 그래프와 연쇄법칙 적용의 구체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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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cos  (3.5)

그림 3.3의 아래쪽 부분은 이 계산 그래프에 연쇄법칙을 적용해서 해당 합성 함수의 

정확한 미분을 구하는 과정도 보여준다. 그 미분은  ⋅sin  ⋅cos 

이다.

지수 시간 알고리즘

다음은 합성 함수의 미분을 계산 그래프의 모든 경로에 한 국소 미분들의 곱들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유도한 하나의 지수 시간(exponential-time) 미분 계

산 알고리즘이다.

1. 계산 그래프를 이용해서 각 노드 의 값 를 계산한다(순방향 단계).

2. 계산 그래프의 각 간선에서 국소 편미분   


를 계산한다.

3. 가 한 입력 에 한 모든 경로의 집합이라고 하자. 의 각 경로 에 해, 

그 경로의 국소 미분  들을 모두 곱한다.

4. 의 모든 경로의 국소 미분 곱들을 모두 합한다.

일반적으로 계산 그래프에 존재하는 경로의 수는 그래프의 깊이에 지수적으로 증가한

다. 그리고 미분을 계산하려면 그러한 모든 경로에 해 국소 미분들을 구해서 곱하고 

합해야 한다. 그림 3.4의 예를 보자. 층은 총 개이고, 각 층은 단 두 개의 단위로 구성

된다. 너비가 이고 깊이가 이므로, 입력에서 출력으로의 경로는 총   개이다. 

번째 층의 번째 은닉 단위를  로 표기할 때, 각 은닉 단위는 주어진 입력들(이

전 층의 단위들)의 곱으로 정의된다.

    ⋅   ∀∈ (3.6)

그리고 출력은 이다. 이 예에서는 출력을 닫힌 형식으로 표현하고 에 한 출력

의 미분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목표는 지수 시간 알고리즘을 설명

하는 것이므로, 출력의 미분을 지수 시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해보기로 하자. 각 

의 주어진 두 입력에 한 미분은 각각 다른 한 입력의 값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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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계산 그래프의 경로 수는 깊이에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이 경우 연쇄법칙은   개

의 경로를 따라 국소 미분들의 곱을 합한다.

경로별 취합 보조정리에 의해, 


의 값은 입력에서 출력으로의 경로 개 모두에 

한 국소 미분(지금 예에서 이는 다른 한 입력의 값과 같다)들의 곱들의 합이다.

 


 

   ∈    

 
   


 
   


 
   


 
   


 

    
 

개의 모든 경로

이렇게 구한 값은 을 에 해 직접 미분해서 구한 값과 당연히 같다. 그러나 여

기서 중요한 점은, 이처럼 비교적 간단한 그래프에서도 지수 시간 알고리즘으로 미분

을 구하려면 회의 취합 연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좀 더 중요하게는, 그러한 취합 

과정에서 한 노드가 계산하는 동일한 함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미분해야 한다.

이것이 기울기를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접근 방식이 아님은 분명하다. 노드 개

짜리 층이 세 개인 신경망은 경로가 무려 백만 개이다. 그런데도 전통적인 기계 학습

에서는 예측 함수가 복잡한 합성 함수일 때 기울기를 딱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부분의 

전통적인 기계 학습 방법이 얕은 신경망 모형에 해당하는(제2장 참고) 이유가 바로 이

것이다. 복잡한 합성 함수의 미분 공식을 사람이 직접 유도하는 것은 지루할 뿐만 아

니라, 신경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어려움

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동적 계획법 개념에 기초한 역전파 

알고리즘이다. 역전파 알고리즘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모형들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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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간선의 값이 국소 편미분에 해당하는 계산 그래프의 예

3.2.2 해결책은 동적 계획법‹›

앞에서 이야기한 합산은 항(경로)들의 개수가 지수적(거듭제곱 규모)이라서 계산이 아

주 어렵다. 그러나 동적 계획법을 이용하면 이 합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

프 이론에서, 동적 계획법은 유향 비순환 그래프의 경로별 값들에 관한 모든 종류의 

취합 계산에 쓰인다. 한 유향 비순환 그래프에서, 노드 에서 노드 로 가는 간선 

에 부여된 값이  라고 하자. 그리고 이 값이 노드 에 담긴 변수의, 노드 

에 담긴 변수에 한 국소 편미분에 해당한다고 하자. 그림 3.5에 이런 계산 그래프의 

예가 나와 있다. 입력 노드 에서 출력 노드 로의 각 경로 ∈ 에 관한  들의 

곱을 계산하고, 그러한 곱들을 모두 더하고자 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3.7)

 가 노드 에서 나가는 간선들의 끝에 있는 노드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각 중간 

노드 (와   사이에 있는 노드)에 한 취합 값 를, 다음과 같이 잘 알려진 동적 

계획법 갱신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 

  (3.8)

가 이라는 점은 이미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계산을 와 직접 연결된 노드들

에서 시작해서 역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상이 기본적인 동적 계획법 알고리즘이

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유향 비순환 그래프에 한 모든 종류의 경로 중심적 함수(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계산 시간이 지수적인)의 계산에 널리 쓰인다. 예를 들어 

이 알고리즘의 한 변형을 이용하면 유향 비순환 그래프의 최장 경로를 구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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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순환마디가 있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문제는 NP-난해 문제로 알려져 있다).[7] 

유향 비순환 그래프 문제들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동적 계획법 접근 방식이 아주 많이 

쓰인다.

실제로, 앞에 나온 언급한 동적 계획법 갱신 공식은 식 3.3의 다변수 연쇄법칙과 정확히 

동일하다. 단, 동적 계획법에서는 이 갱신 공식을 국소 기울기가 이미 알려진 출력 노드에

서 시작해서 역방향으로 반복한다. 둘의 그러한 관계는 손실함수 기울기의 경로 중심적 

갱신(보조정리 3.2.1)을 애초에 이 연쇄법칙을 이용해서 유도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주된 차이는, 계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 규칙을 특정한 순서로 적용한다는 것뿐

이다. 정리하자면,

동적 계획법을 이용해서 계산 그래프의 지수적으로 많은 경로에 한 국소 기울기 곱들을 효

율적으로 취합하는 것은 미분의 다변수 연쇄법칙과 동일한 동적 계획법 갱신으로 귀결된다.

이상의 논의는 일반적인 계산 그래프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신경망에 어떻게 적용하

면 될까? 신경망의 경우 알려진   값(입력이 신경망을 통과한 결과)을 이용해서 


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 이 미분을 국소 미분  들(신경망의 어떤 변수들이 중

간 변수들로 쓰였냐에 의존하는)을 이용해서 역방향으로 전파하면 된다. 예를 들어 노드

의 활성화 후 값들을 계산 그래프의 노드들로 사용한다면,  의 값은 간선 

의 값(가중치)을 노드 의 활성화 값의 국소 미분에 곱한 것이다. 한편, 노드의 활성화 

전 변수들을 계산 그래프의 노드들로 사용하는 경우  의 값은 노드 의 활성화 

값의 국소 미분에 간선 의 가중치를 곱한 것이다. 신경망의 활성화 전 변수와 활

성화 후 변수의 개념은 잠시 후에(그림 3.6) 좀 더 이야기하겠다. 활성화 전 변수들과 

활성화 후 변수들을 모두 담은 계산 그래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활성화 함

수들에서 선형 연산들이 분리되는(decouple) 효과가 난다. 이후의 절들에서 밝혀지겠지

만, 이런 방법들은 모두 동등하다.

3.2.3 활성화 후 변수를 이용한 역전파
그럼 앞에서 논의한 역전파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번 

절에서는 우선 계산 그래프의 노드들이 신경망의 활성화 후 변수들에 해당하는 경우

를 논의한다. 이 변수들은 서로 다른 은닉층들의 은닉 변수들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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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볼츠만 기계‹›

“가용 에너지는 생존과 진화를 위한 주된 경쟁 대상이다.”

— 루트비히 볼츠만Ludwig Boltzmann

6.1 소개
제한 볼츠만 기계(restricted Boltzmann machine, RBM)는 순방향 신경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의 신경망이다. 통상적인 신경망은 일단의 입력들을 일단의 출력들에 사상

(mapping)하는 하나의 입력-출력 사상망이다. 반면 RBM은 일단의 입력들로부터 확률 

상태(probabilistic state)들을 학습하는 신경망으로, 이는 비지도 학습 방식의 모형화에 

유용하다. 순방향 신경망은 관측된 출력에 한 예측값(관측된 입력들로 계산한)의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지만, 제한 볼츠만 기계는 관측된 특성들과 일부 숨겨진 특성들의 결

합확률분포(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를 모형화한다. 전통적인 순방향 신경망의 계산 

그래프는 입력에서 출력으로의 계산 흐름에 응되는 유향(directed) 간선들이 있는 유

향 그래프이지만, RBM은 무향(undirected) 그래프에 해당한다. 이는 RBM이 입력-출력 

사상이 아니라 확률적인 관계들을 학습하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제한 볼츠만 

기계는 바탕(underlying) 자료점들의 잠재 표현(latent representation)을 생성하는 확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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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다. 자동부호기로도 잠재 표현을 생성할 수 있지만, 부분의 자동부호기(변분 자

동부호기를 제외한)는 각 자료점의 결정론적(deterministic) 은닉 표현을 생성한다. 반면 

볼츠만 기계는 각 자료점의 확률적(stochastic) 은닉 표현을 생성한다. 따라서 RBM은 그 

훈련 및 활용 방법이 순방향 신경망 구조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본적으로 RBM은 자료점들의 잠재 특징 표현을 생성하는 비지도 학습 모형이다. 

그러나, 하나의 RBM이 학습한 표현을 그 RBM과 접히 관련된 순방향 신경망의 역

전파와 결합해서 지도 학습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지도 학습과 지도 학습의 

이러한 결합은 전통적인 자동부호기 구조에 쓰이는 사전훈련(제장의 §4.7 참고)과 비

슷하다. 실제로, RBM은 초기에 사전훈련이 중화되는 데 한몫을 했다. 이러한 사전

훈련 개념은 이후 자동부호기에 채용되었다. 자동부호기는 은닉 상태들이 결정론적이

라서 훈련하기가 더 쉽다.

6.1.1 역사적 관점
제한 볼츠만 기계는 홉필드 망(Hopfield network)이라고 하는, 신경망 관련 문헌들에 나

오는 한 고전적인 모형에서 진화했다.‹› 홉필드 망은 이진 상태를 담는 노드들로 구성되

는데, 이 이진 상태들은 훈련 자료의 이진 특성값들을 표한다. 홉필드 망은 노드들 

사이의 가중 간선들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특성(attribute)들 사이의 관계에 한 하나

의 결정론적 모형을 생성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홉필드 망은 볼츠만 기계(Boltzmann 

machine)라는 개념으로 진화했다. 볼츠만 기계는 확률적인 상태들을 이용해서 이진 특

성들의 베르누이 분포를 표현한다. 볼츠만 기계에는 은닉 상태들뿐만 아니라 가시 상

태(visible state)들도 있다. 가시 상태들은 관측된 자료점들의 분포를 모형화하고, 은닉 

상태들은 잠재(은닉) 변수들의 분포를 모형화한다. 여러 상태의 결합분포는 상태들 사

이의 연결 매개변수들로 규정된다. 볼츠만 기계의 목표는 모형의 가능도(likelihood; 또

는 우도)가 최 가 되는 모형 매개변수들을 학습하는 것이다. 볼츠만 기계는 (무향) 확

률 그래프 모형에 속한다. 이후 볼츠만 기계는 제한된 볼츠만 기계, 즉 이번 장에서 

말하는 RBM으로 진화했다. 볼츠만 기계와 제한 볼츠만 기계의 주된 차이는, 후자는 

은닉 단위와 가시 단위 사이의 연결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좀 더 효율적인 훈련 알고

리즘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단순화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단히 유용

하다. RBM은 마르코프 무작위장(Markov random field)이라고 부르는 확률 그래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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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특수 사례에 해당한다.

초창기 RBM은 훈련이 너무 느리다는 평 때문에 인기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세기

가 바뀌면서 이런 부류의 모형에 해 더 빠른 알고리즘들이 등장했다. 더 나아가서, 

RBM은 Netflix Prize 공모전[577]의 우승작에서 앙상블 구성요소로 쓰이면서[414]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다. RBM은 행렬 인수분해, 잠재 모형화, 차원 축소 같은 비지도 학습 

응용에 주로 쓰이지만, 지도 학습 응용으로 확장하는 방법도 많이 있다. 이진 자료 이

외의 자료를 다루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RBM의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는 이진 자

료를 다루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번 장의 부분의 논의는 이진 상태를 가진 

단위들에 국한된다. RBM을 이용한 심층 신경망의 성공적인 훈련에 관한 연구 성과가 

전통적인 신경망의 성공적인 훈련에 관한 연구 성과보다 먼저 나왔다. 즉, 여러 개의 

RBM을 쌓아서 심층 신경망을 만들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이 먼저 제안

되었고, 이후 비슷한 착안들이 전통적인 신경망으로 일반화되었다.

이번 장의 구성

이번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절인 §6.2에서는 RBM을 포함한 볼츠만 기계들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홉필드 망을 소개한다. §6.3에서는 볼츠만 기계를, §6.4에서는 제

한 볼츠만 기계를 소개한다. §6.5에서는 제한 볼츠만 기계의 응용 방법을 논의한다. 

§6.6에서는 이진 자료 이외의 일반적인 자료 형식에 RBM을 적용하는 방법을 논의한

다. §6.7에서는 다수의 RBM을 겹쳐 쌓아서 심층 신경망을 구성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6.8은 이번 장의 내용을 요약한다.

6.2 홉필드 망‹›

홉필드 망은 1982년에 기억(memory)을 저장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제안되었다.[207] 홉

필드 망은 일종의 무향 신경망으로, 개의 단위(뉴런)들에  … 의 번호가 부여되 

어 있다.  … 의 두 단위 와   사이의 연결을 로 표기한다. 이러한 각 연결 

에는 방향이 없으며, 하나의 가중치   가 부여된다. 홉필드 망의 모든 노

드 쌍에 연결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지만, 를 으로 둠으로써 해당 연결 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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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생략(제거)할 수 있다. 가중치 는 항상 으로 설정한다. 즉, 한 단위가 자기 

자신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없다. 각 뉴런 에는 상태 가 연관된다. 홉필드 망의 중요

한 가정은, 각 가 이진값이라는 것이다. 이 상태가 가질 수 있는 값으로는 흔히 

이 쓰이지만, 필요하다면    같은 다른 관례를 사용할 수 있다. 번째 

노드에는 또한 치우침(편향) 항 도 연관된다. 의 값이 크면 의 상태가 이 될 확률

이 높아진다. 홉필드 망은 특성들의 관계가 칭적인 무향 모형이므로, 가중치들은 항

상   를 만족한다.

홉필드 망의 각 이진 상태는 (이진) 훈련 자료 집합의 한 차원(성분)에 응된다. 즉, 

차원 훈련 자료 집합을 홉필드 망이 기억하려면 개의 단위가 필요하다. 홉필드 망

의 번째 상태는 주어진 한 훈련 견본의 번째 비트 성분에 응된다. 이 상태값들은 

한 훈련 견본의 이진 특성값들을 표현한다. 홉필드 망의 가중치들은 학습해야 할 매개

변수들이다. 두 상태의 연결에 한 가중치가 큰 양수라는 것은 그 두 상태가 높은 

수준으로 양의 상관관계라는 뜻이고, 큰 음수라는 것은 높은 수준으로 음의 상관관계

라는 뜻이다. 간단한 훈련 자료 집합과 그에 한 홉필드 망의 예가 그림 6.1에 나와 

있다. 이 예에서 홉필드 망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으며, 여섯 개의 가시 상태들은 훈련 

자료의 여섯 가지 이진 특성에 응된다.

홉필드 망은 하나의 최적화 모형을 통해서 가중치 매개변수들을 학습한다. 이때 학

습의 목표는 훈련 자료 집합 특성들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들과 음의 상관관계들을 포

착하는 것이다. 홉필드 망의 목적함수를 에너지 함수(energy function)라고 부르기도 하

는데, 이는 전통적인 순방향 신경망에서 목적함수를 손실함수에 비유하는 것과 비슷

한 관례이다. 홉필드 망의 에너지 함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높은 노드 쌍의 두 상태가 

비슷한 값이 되게 하고, 음의 상관관계가 높은 노드 쌍의 상태들은 서로 다른 값이 

되게 하는 식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홉필드 망의 훈련 과정에서는 홉필드 망의 상태들

이 개별 훈련 자료점의 이진 특성값들로 고정되었을 때 에너지 함수가 최소화되는 연

결 가중치들을 학습한다. 즉, 홉필드 망의 가중치 학습에 의해 훈련 자료 집합의 비지도 

모형이 암묵적으로 생성된다. 홉필드 망에서 상태들의 특정한 조합   …  에 

한 에너지 함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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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차원 훈련 자료에 대응되는 여섯 개의 가시 상태를 가진 홉필드 망

   


  
    

 (6.1)

여기서 항  는 치우침이 큰 단위가 활성화되기 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와 

비슷하게,    항은   일 때 와 가 비슷한 값이 되게 만든다. 다른 말

로 하면, 양의 가중치들은 상태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음의 가중치는 상태를 

“ 어내는” 역할을 한다. 작은 훈련 자료 집합의 경우 이런 종류의 모형화 방식은 암

기(memorization)로 이어진다. 즉, 모형은 비슷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손상된 질의 점 부

근에 있는 에너지 함수의 극소점들을 탐색함으로써 그런 질의 점으로부터 훈련 자료

점을 조회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홉필드 망의 가중치들을 학습함

으로써 모형은 암묵적으로 훈련 견본들을 외우게 되는 것이다. 단, 유한한 개수의 단

위들로 이루어진 홉필드 망이 암기할 수 있는 견본의 개수에는 비교적 보수적인

(conservative)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한 한계를 모형의 수용력(capacity; 또는 용량)이라고 

부른다.

6.2.1 훈련된 홉필드 망의 최적 상태 구성
훈련된 홉필드 망은 다수의 국소 최적해(극소점)를 포함하며, 각 국소 최적해는 훈련 

자료에서 외운 자료점에 응되거나 훈련 자료점들이 집된 한 영역을 표하는 하

나의 자료점에 응된다. 홉필드 망 가중치 학습을 논의하기 전에, 훈련이 끝나서 가

중치들을 배운 홉필드 망의 국소 에너지 최솟값을 구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

자. 훈련 과정에 의해 가중치들은 훈련 견본들이 홉필드 망의 국소 최적해들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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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있는 값들로 설정된다.

최적의 상태 구성(optimal state configuration)을 찾아내면 홉필드 망이 기억을 떠올리

는 데 도움이 된다. 학습에 의해 홉필드 망은 본질적으로 연상 기억(associative memory)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학습 과정에서 홉필드 망은 주어진 입력 상태(즉, 입력 비트 패턴)

의 비트들을 적절히 뒤집어서 목적함수를 개선하는 과정을, 목적함수가 더 이상 개선

되지 않는 비트 패턴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훈련 과정에서 찾아낸 최종적인 비트 

패턴, 즉 최적의 상태 조합은 하나의 국소 최적해에 해당한다. 그러한 비트 패턴이 시

작 패턴(초기 상태 집합)과 비트 몇 개만 다를 때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홉필드 망은 찾

아낸 국소 최적해와 아주 비슷한 패턴을 떠올리게(연상) 된다. 더 나아가서, 최종 패턴이 

훈련 자료 집합의 한 견본과 일치할 때도 많다(어차피 훈련 자료를 이용해서 가중치들을 

학습했으므로). 그런 측면에서 홉필드 망은 내용 기반 주소 접근 메모리(content-addressable 

memory, CAM)를 구현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가중치들의 학습이 끝났다고 할 때, 주어진 초기 상태 조합으로부터 그에 가장 가까

운 국소 최적해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 가지 방법은 상태 조합이 전역 에너지 

최소점 쪽으로 이동하도록 각 상태를 문턱값(threshold) 갱신 규칙을 이용해서 갱신하

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태 가 로 설정된 홉필드 망과 가 으로 설정된 

홉필드 망의 에너지를 비교해 보자. 식 6.1의 에 각각 과 을 입해서 빼면 둘의 

에너지 격차(energy gap)가 나온다.

            
  

  (6.2)

상태 를 에서 로 뒤집는 것이 유용하려면 이 에너지 격차 값이 보다 커야 한다. 

이러한 착안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상태 의 갱신 규칙을 유도할 수 있다.

 










 
  

   ≥ 



만일 
  

   ≥ 이면

그렇지 않으면

(6.3)

이 규칙을 반복 적용해서 각 를 조건에 따라 뒤집는다. 임의의 시점(time)에서의 가

중치들과 치우침 항들이 주어졌을 때, 이 갱신 규칙을 반복해서 적용함으로써 상태 

값들로부터 국소 에너지 최소점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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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필드 망의 국소 최소점은 훈련된 가중치들에 의존한다. 홉필드 망이 저장된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면 그 기억과 비슷한 차원 벡터를 입력해야 한다. 그러면 홉

필드 망은 그 입력을 시작 상태 조합으로 사용해서 그 입력과 비슷한 극소점을 찾는

다. 이런 종류의 연상 기억 능력은 인간도 갖추고 있다. 독자도 어떤 단어를 듣고 그와 

연관된 기억을 떠올린 경험이 있을 텐데, 그때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홉필드 망의 

작동과 그리 다르지 않다. 초기 상태들의 일부만 있는 벡터를 입력했을 때 홉필드 망

이 나머지 상태들을 복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6.1에 나온 홉필드 망을 생각해 보

자. 그림에 나온 가중치들은 네 훈련 벡터가 낮은 에너지로 이어지도록 설정된 것이

다. 그러나   같은 가짜 최소점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극소점이라고 해서 반드

시 훈련 자료의 한 자료점에 응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예를 들어 에 해당하

는 가짜 최소점을 생각해 보자. 처음 세 비트는 양의 상관관계이고, 나머지 세 비트도 

양의 상관관계임을 주목하기 바란다. 따라서 이라는 최소점은, 비록 훈련 자료

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바탕 자료에 존재하는 여러 조합을 표하는 하

나의 넓은 패턴에 해당한다. 또한, 이 홉필드 망의 가중치들이 훈련 자료의 패턴들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음도 주목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처음 세 비트와 나머지 세 비

트는 각각 해당 비트 그룹 안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더 나아가서, 두 상태 조합 

사이(과  사이, 과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즉, 한 상태 조합 안의 두 그룹 과  사이의 간선들은 양의 상

관관계인 경향이 있고 두 상태 조합 사이의 간선들은 음의 상관관계인 경향이 있다. 

가중치들을 이러한 자료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바로 훈련 과정(§6.2.2)의 임무

이다.

상태 갱신 규칙을 반복해서 적용하면 홉필드 망에 있는 여러 극소점 중 하나에 도

달하게 된다. 어떤 극소점에 도달하는지는 초기 상태 벡터에 따라 달라진다. 각각의 

극소점은 훈련 자료 집합에서 배운 ‘기억’ 중 하나일 수 있으며, 홉필드 망은 초기 상

태 벡터에 가장 가까운 극소점에 도달한다. 이러한 기억들은 학습 과정에서 배운 가중

치들 안에 암묵적으로 저장되어 있다. 그러나 홉필드 망이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

데, 아주 비슷한 훈련 패턴들이 하나의 (더 깊은) 최소점으로 병합되면 그런 일이 생긴

다. 예를 들어 훈련 자료에 과 이 있다고 할 때, 훈련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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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홉필드 망이 을 하나의 극소점으로 배울 수도 있다. 그러면 이후 홉필

드 망은 훈련 자료에 실제로 존재하는 비트 패턴과 비슷하지만 몇 비트 다른 패턴을 

떠올리게 된다. 이 경우 홉필드 망은 개별 훈련 자료점이 아니라 다수의 훈련 자료점

을 표하는 ‘군집’의 중심을 기억한 것이며, 이는 암기가 아니라 일반화 능력에 해당

한다. 즉, 자료의 양이 모형의 수용력을 넘어서면 홉필드 망은 암기 신 일반화를 시

작하게 된다. 어차피 홉필드 망은 훈련 자료로부터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구축된 모형

이므로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홉필드 망을 연상 기억을 떠올리거나, 손상된 자료를 복원하거나, 일부가 누락된 특

성을 완성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연상 기억 과제와 손상 자료 복원 과제는 비슷

하다. 두 경우 모두, 시작 상태 조합은 손상된 입력(또는, 기억 연상의 단서가 되는 입력)

이고 최종 상태 조합은 복원된(또는 기억해 낸) 출력이다. 특성 완성(attribute completion)

의 경우에는 관측된 상태 값들은 그 로 사용하고 관측되지 않은 상태(결측값)들은 무

작위로 설정해서 시작 상태 조합을 초기화한다. 그런 다음 관측되지 않은 상태들만 

갱신해서 수렴에 도달한다. 그 상태들의 비트값들을 초기 상태 조합의 해당 비트들에 

채워 넣으면 특성이 완성된다.

6.2.2 홉필드 망의 훈련
홉필드 망의 훈련 목표는 홉필드 망의 가중치들을, 홉필드 망의 각 극소점이 주어진 

훈련 자료 집합의 각 견본(또는 견본들이 집된 영역)에 응되게 하는 값들로 설정하

는 것이다. 홉필드 망의 훈련에는 헵 학습 규칙(Hebbian learning rule)이 쓰인다.‹› 생명체

의 학습에 관한 규칙인 헵 학습 규칙에 따르면, 두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는 그 뉴런 

출력들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 강화된다. ∈이 번째 훈련 자료점의 번째 

비트라고 하자. 훈련 자료점의 개수는 이라고 가정한다. 헵 학습 규칙에 기초한 가중

치 갱신 공식은 다음과 같다.

  


  



  ⋅    (6.4)

이 갱신 공식을 이해하는 데 핵심은, 일반적으로 번째 비트와 번째 비트가 양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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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이면   ⋅  도 양수라는 것이다. 즉, 양의 상관관계인 두 비

트를 연결하는 가중치 역시 양수가 된다. 반면 두 비트의 값이 다르면 가중치는 음수

가 된다. 다음과 같이 분모를 정규화하지 않는 갱신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   (6.5)

실제 응용에서는 점진적인 학습 알고리즘으로 개별 자료점을 갱신할 때가 많다. 다음

은 를 번째 훈련 자료점만으로 갱신하는 공식이다.

 ⇐     ⋅   ∀   

치우침 항 는 항상 인 가짜 상태 하나를 두어서 갱신하면 된다. 이 치우침 항은 

그 가짜 상태와 번째 상태 사이의 가중치에 해당한다.

 ⇐      ∀  

상태 값이 이 아니라   인 경우에는 위의 갱신 공식들이 다음과 같이 

간단해진다.

 ⇐    ∀   

 ⇐    ∀

이 외에 스토키 학습 규칙(Storkey learning rule) 같은 다른 학습 규칙들도 흔히 쓰인다.‹› 

이에 관해서는 이번 장 끝의 문헌 정보를 보기 바란다.

홉필드 망의 수용력

가시 단위가 개인 홉필드 망이 실수 없이 연상 기억을 떠올릴 수 있으려면 어느 정

도의 훈련 자료가 필요할까? 단위가 개인 홉필드 망의 수용력 또는 저장 용량(storage 

capacity)이 훈련 견본 ⋅개 정도임을 증명할 수 있다. 각 훈련 견본은 개의 비

트로 구성되므로, 홉필드 망은 약 개의 비트만 저장할 수 있다. 홉필드 망의 가

중치 개수가      임을 생각하면 홉필드 망의 저장 효율성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각 가중치는 이진 비트값이 아니다. 하나의 가중치를 저장

하는 데 log 개의 비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훈련 견본이 많으면 연상 기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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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홉필드 망이 잘못 떠올린 기억은 더 많은 자료를 일반화한 예

측값들에 해당한다. 이런 종류의 일반화가 기계 학습에 유용하긴 하지만, 일반화의 관

점에서 홉필드 망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6.2.3 간단한 영화 추천 시스템의 구축과 그 한계
홉필드 망은 일반화 능력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기계 학습 응용 분야보다는 암기에 특

화된 응용 분야에 자주 쓰인다. 홉필드 망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진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과 연관된 응용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홉필드 망은 이

진 자료를 다루므로, 여기서는 각 비트가 특정 영화의 관람 여부를 뜻하는 비트 패턴

을 다루는 홉필드 망의 예를 논의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밥은 슈렉과 알라딘을 

보았고 사용자 앨리스는 간디와 네로, 터미네이터를 보았다면, 둘은 서로 다른 비트 패

턴을 가지게 된다. 일단의 영화들에 해, 각 영화를 보았으면 상태가 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 상태 조합들을 표현하는 완전 연결 홉필드 망을 설계하는 것 자체와 그런 

조합들을 이용해서 가중치들을 훈련하는 알고리즘을 고안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기반 상태들의 수, 즉 영화 개수가 많으면 이러한 홉필드 망을 구현하는 

비용이 극히 커진다. 예를 들어 영화 데이터베이스에 개의 영화가 들어 있다면, 홉

필드 망에는 개의 연결(간선)이 필요하다. 게다가 부분의 사용자는 만 개의 

영화 중 극히 일부만 보았을 것이므로, 부분의 상태는 값이 이다. 즉, 홉필드 망은 

단히 희소한 상태 조합들을 담게 된다.

이런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부정 표집(negative sampling; 또는 부정 

표집)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접근 방식에서는 사용자마다 그 사용자가 본 영화들을 

담은, 그리고 사용자가 보지 않은 수많은 영화의 작은 표본을 담은 개별적인 홉필드 

망을 둔다. 예를 들어 세 편의 영화를 본 앨리스에 해서는 무작위로 뽑은 편의 

보지 않은 영화를 포함해서     개의 상태를 가진 홉필드 망을 만들고, 두 편

의 영화를 본 밥에 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안 본 영화 편을 무작위로 뽑아서 

총     개의 상태를 가진 홉필드 망을 만든다. 밥의 무작위 편과 앨리스의 

무작위 편은 상당히 다르겠지만, 겹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겹치는 것이 있다면 두 

홉필드 망이 해당 가중치들을 공유한다. 훈련 과정에서는 먼저 모든 간선 가중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