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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x

옮긴이
머리말

인공지능의 대부라 불리는 제프리 힌턴(Geoffrey Hinton)이 2006년 사전훈련에 대한 발

표를 딥 러닝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본다면, 올해가 꼭 10년째입니다. 그동안 딥 러닝

은 영상이나 언어 처리 등 다양한 곳에서 해당 분야 최신 기법이 가졌던 성능 최고 

기록을 차례차례 경신해 왔으며,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

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딥 러닝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결정판이라 인정할 만한 교과서가 아직 나와 있지 않았습

니다. 벤지오(Bengio) 교수의 교과서 원고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긴 하지만 현시점에

서도 아직 미출간 상태입니다. 딥 러닝 자체가 다양한 신경망 기법을 뭉뚱그려 부르

는 명칭이기 때문에 학습의 시작점이 될 만한 서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밝히자면, 일본에서 발간된 기술 서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본 것은 저도 

이 책이 처음입니다. 제가 이전에 읽어 봤던 일본 서적은 대개는 역사나 사회과학 관

련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적이라 하면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잦은 핸드북 

정도의 인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제가 인공지능을 배우면서 시행착오

를 겪었거나, ‘이걸 이렇게 배웠다면 좀 더 편했을 텐데’와 같은 많은 아쉬움을 해소

해 주어 일본 책에 대한 인상까지 달리해 준 책입니다. 딥 러닝의 범주에 속하는 다

양한 신경망 기법을 기본적인 원리부터, 시행착오가 있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팁까

지 잘 녹아 있고, 입문자뿐만 아니라 업무에 활용하려는 현업 개발자 모두에게 유용



옮긴이 머리말 xi

한 구성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 러닝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 출발점이자 큰 그

림이 되어 줄 지도와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책의 번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은 크게 딥 러닝 등장 이전과 이후에 해당하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

장부터 4장은 딥 러닝 등장 이전을, 5장부터 8장은 그 이후에 소개된 기법을 다룹니

다. 전반부는 인공 신경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굴곡 많았던 연구사부터 출발합

니다. 그런 다음, 딥 러닝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인공 신경망 학습법과 함께 다시 그 

한계점과 원인을 설명합니다. 후반부는 딥 러닝 기법에 속하는 자기부호화기, 합성곱 

신경망, 재귀 신경망, 볼츠만 머신 등 여러 기법에 대해 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과 함께 동작 원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용법을 차례차례 소개합니다. 구체적

인 구현 예제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기본적 이론에 대한 이해는 충분

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기존에 제가 영어로만 학습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역어를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만 알고 있던 용어나 기존에 알지 못하던 

일본식 수학 용어에 대해서도 대한수학회 용어집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간 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지적해 주시고 여러 제안을 해 주신 베타리더

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아내 정이, 그리고 좋은 책의 

번역을 맡겨 주시고 초보 역자를 잘 이끌어 주신 제이펍 장성두 실장님께 감사를 드

립니다.

옮긴이 심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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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딥 러닝은 다층 신경망을 사용한 기계학습 방법론인데, 최근 음성이나 영상 또는 언

어를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여러 문제에 대해 다른 방법론을 압도하는 높은 성

능을 보여 많은 연구자와 기술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최근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딥 러닝의 성공이 있기 때문이다.

신경망에 대한 연구 자체는 80년대부터 이미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90년

대 중반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 연구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떨어지던 ‘AI winter’라 불

리던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가 막 시작될 무렵 발전한 서포트 벡터 머신과 비교하면 

신경망은 그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 수많은 파라미터를 조절해야 했고, 이론적인 뒷받

침이 부족했던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가 신경망에 대한 관심을 잃어갔다.

이 겨울과 같은 시기를 견디고 이제 다시 신경망이 주목받고 있다. 그 계기가 된 것

은 다층 신경망 학습에 대한 힌턴(Hinton)의 연구였다. 그리고 90년대에 비해 컴퓨터

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고, 웹이나 검색엔진 등의 발전에 따라 대규모 훈련 데이터

의 수집이 쉬워진 것도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에는 일반 매스컴에

서도 딥 러닝의 장밋빛 미래가 종종 언급되고 있다. 연구가 더 진전되면 언젠가는 사

람에 필적할 만한 인공지능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 인공지능

이 사람에게 위협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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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의 열광은 앞서 이야기한 ‘AI winter’의 반작용이라 할 만한 부분이 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신경망이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보기 좋게 해결해 보인 것

이다. 관련 분야 연구자들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다시 잘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꽤 늘었지만, 사람의 지능 수준을 목표로 한다면 아직 이루지 못하

는 게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열광과 무관심이 교차하던 과거에 비해 지금

은 신경망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진 시기일지도 모른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바로 지금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착실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

다. 딥 러닝의 높은 성능은 누구나 아는 것이 되었지만, 이론적인 이해는 아직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층수가 늘어나면 왜 높은 성능이 나오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수긍할 만한 대답이 아직 나와 있지 않다. 각 과제에 대한 효과도 해 보

지 않으면 알 수 없으며, 잘 안 되는 경우도 그 이유조차 아직 알 수 없다. 이런 점만 

보자면, 80년대에서 발전된 것이 그다지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연구의 진전을 계속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쓰면서 도움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아소 히데키 님과 야

스다 무네키 님으로부터는 이 책의 초고 단계부터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 고단

샤 사이언티픽의 요코야마 신고 님은 집필 시작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원

을 해 주었다. 또, 시리즈 편집자인 스기야마 마사시 님께는 뛰어난 집필진과 함께 일

할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린다.

오카타니 타카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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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강대명(카카오)

딥 러닝의 기초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딥 러닝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머신 러닝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은 있다고 

생각하고 딥 러닝 책을 선택했는데, 저에게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수학 지식과 딥 러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한글

화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영문 병행 표기 등을 통해 한글 용어에 낯선 독자들도 접

근하기 쉽게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언(Eastern Michigan University)

딥 러닝에 대한 책을 처음 접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식과 수학적 지식이 있

어야 해서 그런지 날카로운 피드백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조금 아쉽네요. 마지막 베타

리딩까지 이렇게 끝내고 나니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베타리딩

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 더 많은 분이 제이펍 도서를 읽게 되길 바랍니다!

  박재유(KAIST 소프트웨어대학원)

구글이나 바이두 등의 선두주자들은 최근 저마다 딥 러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딥 러닝 코드를 작성하기 이전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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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인 배경(확률론과 통계분석)에 대한 선수 지식을 이해해야 자유로운 응용이 가능

합니다. 이 책은 먼저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을 직관적으로 소개하고, 그 내면의 수

학적인 정리를 친절하게 설명함으로써 독자 여러분이 사전훈련이나 파라미터 선정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출간 전에 용어에 대한 영문 병행 표기 등

을 철저히 하여 이해를 최대한 돕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진구(삼성전자)

기반 알고리즘들의 수학적 유도 과정을 통해 딥 러닝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책입니다. 머신 러닝 및 통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이 딥 러닝의 이론

적 배경을 배우기에 적당해 보입니다.

  손은주(한양대학교)

이번 베타리딩 도서를 통해 딥 러닝의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 기계학습 오픈소

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곁에 두고 자주 읽으며 학습할 

만한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베타리딩에서는 개발보다는 수학 공부를 한 

느낌이지만, 베타리딩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좋은 도서를 접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주형(LG전자)

최근 트렌드를 이끄는 딥 러닝의 기본 모델들 하나하나를 근간이 되는 수식과 해설

을 통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딥 러닝의 최신 트렌드나 실제 구현 방법 등을 알기

에 적합한 책은 아니지만, 이론적 기초를 차근차근 닦기에는 이보다 친절하게 정리

해 놓은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태균(쎄트렉아이)

딥 러닝에 대한 영문 강의 자료와 튜토리얼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문 자료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베타리딩을 통해 이 책을 보면

서 느낀 점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던 딥 러닝의 동작 원리에 대한 기반 이론을 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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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딥 러닝의 이론적 체계가 필요한 개발자 및 학생들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최경호(강원대학교)

서점에서 만나게 되면 딥 러닝 코너에서 가장 얇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얇은 책임

에도 수식만으로 가득 차 있는 다른 책들과는 달리 친절한 그림이 많아 이해를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 영역에서는 그림이나 수식의 오류는 없었으며, 

딥 러닝에 관심 있는 학부생이나 비전공자들이 보기에 정말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

다. 일반적으로 우리말 번역이 어려워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을 한글

로 표현하려는 역자의 노력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일본 책을 옮긴 것이다 보니 베

타리딩을 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일부 있었는데, 가능

하면 이를 바로잡아 출간하였으면 합니다. 

  한상곤(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소속 마이크로소프트 MVP)

마이크로소프트의 봇 프레임워크(Bot Framework)나 구글의 텐서플로(TensorFlow)를 활

용해서 인공지능 봇(Bot)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딥 러닝의 

원리가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 궁금증을 이 책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딥 러닝 발전

사와 함께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수식을 글로 쉽게 풀어낸 솜씨 덕에 한결 쉽게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서 진행된 베타리딩이었는데, 너무 재미있고 즐겁

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제가 전공이 인공지능이라 그럴지도). 제이펍에서 펴내는 다

음 인공지능 서적도 기대하겠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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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경망 연구의 역사

1.1.1 다층 신경망에 대한 기대와 실망 

높은 수준의 정보 처리를 위해 생물의 신경 회로망을 모방한 인공 신경망(이하 

신경망)이 오랫동안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역사는 평탄하지 않았다. 

처음 연구가 시작[24, 48, 57]된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연구는 두 번이나 붐을 

이루었다가 열기가 식어버리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중에서도 다층 신경망의 

학습법인 역전파법(backpropagation)의 고안[59]을 계기로 한 두 번째 붐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초반까지 연구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연구 

붐도 90년대 후반에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 후 최근까지 신경망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하였다[64]. 

80년대 중반부터 일어났던 이 두 번째 붐이 끝나게 된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역전파법에 의한 신경망의 학습이 그림 1-1과 같은 2층 정도의 

신경망에서는 잘 이루어졌으나 그보다 층수가 많은 신경망에서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훈련 샘플의 학습은 가능해도 일반화 성능이 

오르지 않는, 즉 과적합(또는 과학습, overfitting)이 벽이 되었다. 역전파법이란, 샘플에 

대한 신경망의 오차(error cost, 목표 출력과 실제 출력의 차이)를 다시 출력층에서부터 

입력층으로 거꾸로 전파시켜 각 층의 가중치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계산을 수행할 때 입력층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deep)’ 층에 이르게 되면 기울기가 

급속히 작아지거나 너무 커져 발산(發散)해 버리는, 소위 기울기 소실(vanishing 

gradient) 문제라 불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 현상이 다층 신경망의 학습을 

곤란하게 하는 원인이었다. 

두 번째로, 신경망은 학습을 위한 여러 파라미터로 층수나 유닛의 수를 갖는데, 

이 파라미터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성능으로 이어지는지를 알 수 없었다. 즉, 

성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들 파라미터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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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는 있지만 이론이 없었다[64]. 이 점 때문에 신경망 기법은 보다 나중에 

제안된 머신 러닝(기계학습) 기법보다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러한 이유로 

90년대 후반부터 신경망에 대한 연구는 완전히 식어버리게 되었다.

. . .
. . .

. . .
. . .

. . .

0 1 2 0 1 2 n n+1 n+2

그림 1 - 1  ‘얕은’ 신경망(2층)과 ‘깊은(딥)’ 신경망(다층)

하지만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여러 층으로 구성된 신경망의 학습이 어려웠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층과 

층 사이의 결합 밀도가 높은 다층 신경망의 학습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였으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신경망인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은 

80년대 후반에는 무려 다섯 개 층으로 구성되는 신경망의 학습에도 성공한 예가 

있었다[42]. CNN은 특정한 이미지 처리를 수행하는 층이 여러 개 쌓인 구조를 

갖는, 층간의 결합 밀도가 낮은 신경망이다. 후쿠시마 구니히코(Kunihiko Fukushima)의 

연구진이 제안했던 네오코그니트론(Neocognitron)[17]을 시발점으로, 얀 러쿤(Yann 

LeCun)의 연구진이 역전파법을 이용한 학습을 다시 도입하여 완성시켰다[43]. 당시 

러쿤이 제안했던 CNN은 필기 인식에 응용해서 얻은 높은 성능으로 잘 알려졌지만, 

신경망에 대한 연구 열기가 식었던 당시 분위기와 맞물려 점차 관심을 잃어갔다.

1.1.2 다층 신경망의 사전훈련 

그 후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신경망 전반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았지만, 제프리 힌턴(Geoffrey Hinton)의 연구진이 발표한 딥 빌리프 네트워크(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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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f Network, DBN)의 연구[28]가 신경망 연구의 활기를 되살리는 돌파구가 되었다*. 

DBN은 일반적인 신경망와 유사하게 다층 구조를 갖는 그래프 모델(graph 

model)이다. 이 모델의 동작은 확률적으로 기술되며, 주로 데이터의 생성 모델로 

쓰였다. 이에 대한 학습 과정은 일반적인 신경망과는 다른 원리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층수가 늘어나면 DBN의 학습도 역시 곤란해졌다. 

힌턴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각 층을 제약 볼츠만 머신(Restricted Boltzmann 

Machine, RBM)이라는 단층 신경망으로 분해한 뒤, 탐욕 알고리즘(Greedy Algorithm)과 

같은 아이디어로 이들 RBM에 입력층과의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차례차례 

비지도(unsupervised) 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 

DBN을 잘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나아가, 이 방법으로 학습시킨 

DBN은 일반적인 앞먹임 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전환된 신경망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도 기존의 방법으로 

성공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사용하려는 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전에 층 단위의 학습을 거치는 것으로 더 나은 초깃값을 얻는 방법을 

사전훈련(pre-training)이라 부른다. 

그 후 DBN이나 RBM이 아닌, 그보다 더 단순한 자기부호화기(autoencoder)**를 

사용하여도 다층 신경망의 사전훈련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4]. 

자기부호화기는 입력으로부터 계산되는 출력이 입력 자체와 비슷해지도록 

훈련되는 신경망이다. 다시 말해, 자기부호화기의 목표 출력은 입력 그 자체이며, 

따라서 비지도 학습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임의의 단층 신경망을 

가정하고 그 입력을 정방향으로 전파시켜 한 번 출력을 구한 뒤, 이번에는 이것을 

*  역주  2006년 Hinton의 논문에서 사전훈련이라 부르는 방법의 최초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는데, 이 

문헌에서 제안된 최초의 사전훈련은 적층 RBM을 DBN으로 변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  역주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autoencoder를 ‘오토인코더’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이해를 방해했던 몇 안 되는 원문 용어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auto’를 보통 ‘자동’이나 

‘스스로’로 해석하지 ‘self’로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autoencoder를 

자기부호화기로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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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으로 전파시켜 입력 측으로 되돌리는 조작을 한다고 하면, 이를 하나의 

자기부호화기라고 할 수 있다. 자기부호화기를 사용하면, DBN과 같은 방법으로 

다층 신경망의 사전훈련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목적으로 하는 다층 

신경망을 단층으로 분할한 뒤, 입력층과 가까운 순서대로 각 층을 위에서 설명한 

자기부호화기로 보고 비지도 학습을 실시해서 각 층의 파라미터의 초깃값을 

얻는다. 그 다음, 전체 신경망에 대한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을 실시한다. 

다층 신경망은 파라미터를 랜덤하게 초기화하면 학습이 잘 되지 않지만, 이렇게 

층마다 비지도 학습 형태의 사전훈련을 거친 뒤 얻은 파라미터를 초깃값으로 

사용하면, 학습이 잘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1.1.3 자질에 대한 학습

이미지나 음성 등과 같은 자연계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고차원 공간에 

존재하지만, 그 공간 전체에 걸쳐 무작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지만 

어떤 강한 경향을 갖는 형태로 흩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풍경을 찍은 

자연 이미지는 백색잡음(무작위로 생성한 신호로부터 변환한 이미지)과는 성질이 무척 

다르다. 사전훈련의 성공 이후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향한 곳은, 다층 신경망이 

이와 같은 자연계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가 갖는 구조가 신경망의 

다층 구조 내에 어떤 식으로 포착되거나 표현될 것인가였다. 

자연 이미지로부터 잘라낸 패치(작은 영역)의 집합을 대상으로 희소 부호화(sparse 

coding)를 통해 각 유형에 대한 사전(기저)을 학습시키면, 포유류 뇌의 초기(전단계*) 

시각 피질(visual cortex)에서 추출한 듯한 가버 웨이블릿(Gabor Wavelet)과 같은 

형태의 기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다[53]. 자기부호화기에 

잉여성을 갖는 기저 몇 가지의 조합으로 입력을 표현한다는 희소 부호화의 

아이디어를 도입하면, 다층 신경망에는 학습에 의해 흥미로운 계층 구조가 

* 역주  시각 처리 단계의 앞 단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원시적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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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이홍락(Honglak Lee) 교수의 연구진은 

자연 이미지의 패치를 2층 이상의 신경망(RBM을 겹친 것)으로 학습하면, 영장류의 

시각 피질 V2 영역에서 관찰되는 특징[36]과 유사한 특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45]. 또, CNN의 구조를 추가한 DBN을 사용하여 사물을 찍은 

자연 이미지를 학습하면, 이미지의 특징이 신경망의 층과 대응하는 계층성을 갖는 

형태로 학습된다는 사실도 보고되었다[46]. Quoc Viet Le(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더 큰 규모의 신경망으로 자기부호화기를 구성하고, 

유튜브의 동영상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100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시키면, 특정한 

물체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유닛*이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41]. 

1.1.4 딥 러닝의 융성

그 후, 음성 인식이나 이미지 인식에 대한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 다층 신경망의 

유효성이 확인되고, 이전의 성능 기록을 속속 갱신하게 되었으며, 딥 러닝(deep 

learning, 심층학습)의 유효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이후에 딥 러닝이 대상으로 하는 다층 

신경망을 딥 뉴럴넷이라 한다).

그러나 딥 러닝이라 뭉뚱그려 부르기는 해도 실제로는 몇 가지 서로 다른 

방법론의 집합으로, 문제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음성 인식에서는 층과 층 사이의 유닛이 모두 결합한 신경망이 많이 

사용되며, 위에서 다뤘던 사전훈련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는 다르게 

이미지 인식에서는 CNN이 주류를 이루며, 이들 CNN은 일반적으로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자연 언어 처리나 음성 인식의 일부 과제에서는 재귀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이 사용된다. 겉만 보면 모두 다층 신경망이라고 

*  뇌의 물체를 인식하는 작용과 그 내부 표현에 대한 신경과학계의 오래된 가설인 ‘할머니 세포’와 같은 것. 

여기서 할머니 세포란, 피질에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할머니 얼굴처럼 매우 구체적인 대상에 반응하는 

세포에 대한 이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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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지만, 그 얼개와 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최근 다층 신경망이 이렇게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실제 세계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여 이를 

풀기 위해서는 그 복잡도에 걸맞은 규모의 신경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큰 

신경망을 과적합 없이 학습시키려면 (사전훈련이 아무리 유용하다 하더라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지금은 90년대와 상황이 달라져서 웹을 비롯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충분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90년대와 비교하면 GPU나 멀티코어 프로세서의 발달, 나아가 이를 대규모로 묶은 

클러스터에서 볼 수 있듯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9]. 이러한 

요소가 딥 뉴럴넷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전훈련은 딥 러닝 붐의 계기가 되었지만, 최근의 경향으로는 필수적인 

것만은 아니다. 주로 이미지 인식에 한정되어 사용되기는 하지만, CNN은 

처음부터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재 쓰이고 있는 CNN은 80년대 말에 

얀 러쿤의 연구진이 제안했던 신경망 구조와 학습 방법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음성 인식 등에서 주류가 되는 전결합형 신경망에서도 드롭아웃처럼 층 

단위로 이뤄지는 사전훈련에 의지하지 않고도 기울기 소실 문제나 과적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제안된 바 있다. 게다가, 가중치의 초깃값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이전의 예상보다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최근의 딥 뉴럴넷의 성공의 본질은 실제 세계의 대규모 문제를 

상대로 그저 다층 신경망을 시험 삼아 적용해 보았다가 예기치 못한 성능 향상을 

얻은 것이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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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 책의 구성

2장에서는 앞먹임 신경망을 다룬다. 이는 입력에서 출력까지 정해진 한 방향으로만 

정보가 전달되는 신경망으로, 가장 기본적이자 널리 응용되는 신경망이다. 

3장에서는 앞먹임 신경망의 학습 방법을 설명한다. 특히, 딥 뉴럴넷에서 기본적인 

학습 방법으로 활용되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에 초점을 맞추고 기초 이론과 방법을 

설명한다. 이때 최적화하는 대상이 되는 오차함수의 최소화를 위해 신경망의 

파라미터에 대한 미분(오차 기울기)을 구해야 한다. 4장에서는 이 오차 기울기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전파법을 설명한다. 5장은 자기부호화기를 다룬다. 이는  

비지도 학습을 하는 신경망으로, 주로 데이터를 잘 나타내는 자질(feature)을 

학습하고 데이터에 대한 좋은 표현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열쇠가 되는 희소 

규제화나 데이터 백색화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또, 자기부호화기를 이용한 딥 

뉴럴넷의 사전훈련 방법도 다룰 것이다. 

6장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응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합성곱 신경망(CNN)을 

다룬다. 합성곱층과 풀링층 등 특수한 구조를 갖는 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응용 예를 소개한다. 7장은 재귀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다룬다. 이는 가변길이 연속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신경망이다. 

재귀 신경망을 위한 기본적인 구성과 학습 방법을 설명하고, 음성 인식, 필기 인식 

등의 성공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장·단기 기억(Long Short-Term Memory, LSTM)과 입력 

연속열과 길이가 다른 연속열을 추정할 수 있는 커넥셔니스트 시계열 분석법(CTC) 

등을 설명한다. 그리고 8장에서는 볼츠만 머신을 다룬다. 다른 장에서 다룬 

신경망과 달리, 유닛 간에 양방향성 결합을 가지며 그 거동이 확률적으로 

기술되는 것이 특징이다. 데이터의 생성 모델로 이용되는 것 외에도 앞먹임 

신경망으로 전환되어 쓰이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