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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의 모형과 응용사례

안성만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sahn@kookmin.ac.kr)

․․․․․․․․․․․․․․․․․․․․․․․․․․․․․․․․․․․․․․․․․․․․․․․․․․․․․․․․․․․․․․․․․․․․․․․․․․․․․․․․․․․․․․

딥러닝은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이라는 인공지능분야의 모형이 발 된 형태로서,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인공신경

망의 내부계층(hidden layer)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딥러닝에서의 주요 모형은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그리고 심층신뢰신경망(deep belief network)의 세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에서 재 흥미로운 연구가 많이 발표되어서 심이 집 되고 있는 모형은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모형

인 처음 두 개의 모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도학습모형의 가 치를 최 화하는 기본 인 방법인 오류역  알

고리즘을 살펴본 뒤에 합성곱신경망과 순환신경망의 구조와 응용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모형

인 심층신뢰신경망은 아직까지는 합성곱신경망 이나 순환신경망보다는 상 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다. 그러나 심층신

뢰신경망은 CNN이나 RNN과는 달리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모형이며, 사람이나 동물은 찰을 통해서 스스

로 학습한다는 에서 궁극 으로는 비지도학습모형이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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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 무인자동차와 구 의 알 고 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혹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에 한 세간의 심

이 높아졌다.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오래 부터 

사용되어 왔었으나 학문 으로는 그 발 이 정

체되었다가 최근10년정도 부터 딥러닝(deep 

learning)이라는 분야가 등장하게 되고 심을 받

게 되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딥러닝

에 한 연구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진척되어 

많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서 작년에는 네이처

에 딥러닝분야의 세계  권 자 세 분이 리뷰논

문을 발표하기도 하 다(LeCun et al., 2015). 딥

러닝은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이라는 인공

지능분야의 모형이 발 된 형태로서, 계층구조

로 이루어진 인공신경망의 내부계층(hidden 

layer)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최근의 

딥러닝 모형은 내부계층이 많아져서 노드(node)

를 연결하는 가 치(weight, 연결강도를 의미함)

의 수가 최  수십억 개가 되기도 한다(LeCun et 

al., 2015). 과거에는 그런 경우에 최 화를 하기

가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GPU를 이용하거나 연

산속도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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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가능하게 되었다.

딥러닝에서는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그 

에서 심을 모으고 있는 모형은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심층신뢰신경망(deep 

belief network)의 세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에서 재 흥미로운 연구가 많이 발표되어서 

심이 집 되고 있는 모형은 처음 두 개의 모형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합성곱 신경망과 순환

신경망의 구조, 최 화 방법, 그리고 응용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인

공신경망의 가 치를 최 화하는 기본 인 방법

인 오류역  알고리즘을 다음 에서 살펴보

고, 다음으로 합성곱 신경망의 특징과 응용사례, 

그 다음 에서 순환신경망과 그 응용사례를 마

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2. 오류 역  알고리즘

<Figure 1> Feed-forward neural network 
with one hidden layer

<Figure 1>에 있는 모형은 입력계층이 아래쪽

에 치해 있고 한 개의 내부계층이 그 에 있

고 출력계층이 가장 에 치해 있는 단순한 형

태의 순방향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

이다. Figure에서 는 모형의 입력값이고 는 

내부계층에 있는 노드의 출력값이고, 는 출력

계층의 출력값이다. 와 는 각각 입력계층과 

내부계층의 편향(bias)이며 값은 1로 간주한다. 

는 노드 J와 노드 k를 연결하는 가 치를 의

미한다. 이런 형태의 신경망을 학습시킨다는 것

은 입력계층에 패턴을 입력하 을 때 원하는 출

력값이 나오도록 각 노드를 연결하는 가 치(그

림에 있는 모든 와 )를 설정하는 과정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우선 <Figure 1>에 있는 모형에 패턴을 입력하

을 때 출력노드k의 출력값( )을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식에서 와 는 각 노드에서의 활성화 

함수 이며 s자모양의 함수를 사용하는데, 출력층

의 경우에는 softmax 함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내부계층의 노드와 출력계층의 노드에 한 입

력값을 각각 , 라고 하고, 입력부터 출력까

지 수식을 나 어 쓰면 다음과 같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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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경망을 학습시키기 하여 오류함수를 

설정한다. 오류함수는 비용함수라고도 하며 제

곱합(sum-of-squares)의 형태와 교차 엔트로피

(cross entropy)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곱합을 

사용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식에서 

과 은 각각 신경망의 출력벡터와 목표벡터

이며 N은 학습패턴의 수이다.

(5)

의 는 의 함수이며 곡면형태이므로 

일차편미분벡터(gradient)가 0이 되는 지 에서 

최소화된다. 그 지만 는 극도의 다차원공

간에서 극도의 비선형이므로 일차편미분이 0이

되는 지 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한번에 구할 

수 있는 일반 인 방법조차 없다. 그 의 일부

는 안장 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최 화하

는 방법은 오류함수의 값을 감소시키는 벡터를 

반복 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

식에서 윗첨자 는 반복단계를 나타내며 다음 

단계로의 개선값인 는 알고리즘에 따라 다

르다. 그 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방법이 일

차편도함수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gradient descent 

혹은 steepest descent라고 불리며, 이 방법은 일

차편도함수 벡터의 반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식

으로 다음의 식으로 표 된다.

식에서 는 학습률(learning rate)로서 이다.

이제 일차편도함수를 효율 으로 구하는 방법

인 오류역 (error 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살펴보자. 이 알고리즘은 Rumelhart et al.(1986)

에서 발표된 것으로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오늘

날의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의 기본이 

되고 있다.

설명의 편의상 N개의 입력패턴 에서 한 개

의 패턴에 한 오류함수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

다. 는 출력계층의 노드k의 목표값이다.

(6)

<Figure 1>에서 는 출력계층의 노드k와 내

부계층(hidden layer)의 노드j를 연결하는 가 치

이다. 의 에 한 일차편도함수는 다음

과 같다. 










(7)

의 식은 편도함수를 연쇄법칙에 의하여 두 

개의 편도함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다. 는 출

력계층의 노드k의 입력값이므로 (4)와 (6)에 의

해서 다음과 같다.




   ′ (8)

그리고 (3)에 의해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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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


(10)

그러면 (7)은 다음과 같다.




  (11)

그러면 이제 내부계층의 노드j와 입력계층의 

노드i를 연결하는 가 치인 에 한 일차편도

함수를 보자. (7)과 (11)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2)

그런데 (12)에서 는 (10)에서 정의한 와 의

미는 같지만 형태가 좀더 복잡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경망에서 (출력노드 k의 입력

값)이 를 통하여 에 미치는 향은 비교  

단순하여서 (8)과 같이 표  가능하 다. 그런데 

(내부노드 j의 입력값)가 에 미치는 향은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이 를 거쳐서 모든 

에 미치므로 그 경우를 다 합해

야 한다. 따라서 는 연쇄법칙을 추가로 용해

서 다음과 같다.

 























 (13)

좀 복잡해 졌지만 (1), (2), (10)을 이용해서 

(13)을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4)

여기서 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해 보자. 

는 내부계층의 노드j로의 입력값에 한 의 

일차편도함수로서, (14)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

지 항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항은 노

드j의 활성화 함수를 로 미분한 것이고, 두 번

째 항은 상 계층의 일차편도함수( )를 로 

가 합한 것이다. 

오류역  알고리즘은 이러한 방식으로 를 

역방향으로 계속 달함으로써 의 일차편도함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Figure 1>에서는 내부

계층이 하나만 존재하지만 일반 으로 딥러닝 

모형에서는 두 개 이상의 내부계층이 존재한다. 

<Figure 1>에서 내부계층과 입력계층 사이에  

다른 내부계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계층의 

노드(m이라고 하자)와 기존의 내부계층의 노드i

를 연결하는 가 치( )에 한 의 일차편도

함수는 (12)에 의하여 이 되며, 는 (14)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

(15)

이러한 방식으로 입력계층과 연결되는 가 치

에 한 일차편도함수까지를 계산하면 된다. 이

제 오류 역  알고리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입력패턴 을 신경망의 입력계층에 입력

하여 (1)과 (2)에 따라 순방향으로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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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LeCun et al., 1998)

달한다. 그 과정에서 각 노드의 출력값인 

를 장해 놓는다.

2. 출력계층의 노드에 한 를 (10)을 이용

하여 계산한다.

3. 를 역방향으로 달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

부계층의 노드에 한 를 계산한다. 

4. (12)를 이용하여 일차편도함수를 계산한다.

오류역  알고리즘의 가장 큰 장 은 계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1)과 (3)을 보면 각 가

치에 하여 한번의 곱셈이 일어나므로 순방

향으로 값을 달할 때 총 W번의 곱셈을 하고 

오류를 역방향으로 달할 때 W번의 곱셈을 하

므로 총 2W번의 곱셈을 하게 되어서 O(W)의 연

산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일차편도함수를 계산

하는 다른 방식으로서 유한차분(finite difference)

을 이용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6)

(16)을 통하여 일차편도함수를 계산하려면 

재의 에서 매우 작은 값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각 에 한 일

차편도함수의 계산에 O(W)의 연산비용이 발생

하므로 모든 에 하여 일차편도함수를 계산

하려면 O(W
2
)의 연산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두 방식은 연산비용 측면에서 보면 그 차이가 실

로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반복계산을 통한 신경

망의 학습을 해서는 오류역  알고리즘의 

이용이 필수 이다. 단 (16)은 오류역  알고

리즘을 통한 일차편도함수의 계산이 올바른지를 

비교하기 한 목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3. 합성곱 신경망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생물의 시각처리과정을 모방하여 패

턴의 크기나 치가 바 어도 인식을 할 수 있다

는 장 이 있는 모형으로서 그 뿌리는 

Neocognitron(Fukushima, 1980)이라는 것이다. 이 

모형이 발 되어서 LeCun et al.(1998)을 통하여 

재 사용되고 있는 합성곱 신경망이 리 쓰이

는 계기가 되었다. LeCun et al.(1998)에 의하면 

합성곱 신경망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local receptive field, shared weight, 그리

고 sub-sampl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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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receptive field는 <Figure 1>에서와 같은 

기존의 모형이 하 계층의 각 노드가 모든 상

계층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것과 달리, 상 계

층의 일부의 노드에만 가 치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2>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

이 입력패턴이며, 입력패턴의 오른쪽 하단에 있

는 작은 사각형이 local receptive field가 되며 이

것이 우측에 있는 다음계층(C1)의 한 개의 노드

와 가 치(필터라고도 부른다. 필터의 크기가 5

Х5라면 편향을 더하여 총 26개의 가 치가 있

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필

터를 입력패턴의 모든 역(왼쪽상단에서 아래

쪽 하단으로)에 용하여(가 치를 해당 역에 

곱하여 합하는 연산을 함) C1에 있는 패 의 노

드로 달하는 것을 합성곱(convolution)이라고 

한다. 한편, shared weight는 가 치를 공유한다

는 뜻이다. <Figure 2>의 C1에는 여러 개의 패

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개의 패 에 있는 

노드와 입력패턴(혹은 하 계층)에 용되는 필

터는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Figure 2>의 C1에는 

6개의 패 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부 6개의 

서로 다른 필터가 존재한다. 한 개의 필터는 한 

개의 특징(혹은 작은 패턴)을 인식할 수 있으므

로 C1에 있는 한 개의 패 은 입력패턴의 특정 

치에 존재하는 해당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된

다. sub-sampling은 <Figure 2>의 왼쪽에서 두 번

째 계층(C1)과 세 번째 계층(S2)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C1에 있는 패 을 압축하는 것이며 

pooling이라고도 부른다. 를 들면 C1에 있는 2

Х2 역을 S2의 하나의 노드로 만드는 것으로서, 

축소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LeCun et al.(1998)에

서는 2Х2 역의 값을 평균하여 가 치를 곱한 

뒤 S자 모양의 활성화 함수를 용하는 방법 

average pooling을 사용하 으나 최근에는 2Х2

역의 네 값 에서 가장 큰 값을 사용하는 

max-pooling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sub-sampling

은 입력패턴의 크기를 여주는 기능과 발견한 

특징에 한 치의 변동에 덜 민감하게 하는 기

능을 한다.

이와 같은 convolution과 sub-sampling과정은 

응용사례에 따라서 여러 번 반복되며 <Figure 2>

에서는 2번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sub-sampling이 종료된 후에는 <Figure 1>과 같은 

형태의 신경망이 연결된다. <Figure 2>에서는 우

측에 두 개의 내부계층(C5와 F6)과 출력계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출력계층에는 10개의 노

드가 있는데 이는 숫자(0~9)를 인식하는 모형이

기 때문이다.

합성곱 신경망의 가 치는 어떤 방법으로 학

습시키는가? 합성곱 신경망은 내부계층이 매우 

많으므로 따라서 노드의 수가 많아지고 노드를 

연결하는 가 치도 많아지게 된다. 일반 으로 

모형에서 가 치의 수가 많아지면 앞에서 설명

한 오류 역  알고리즘을 용할 때 일차편도

함수를 반복 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크기

가 매우 커지거나 반 로 0이 되는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하지만 합성곱 신경망의 경우에는 

shared weight라는 특징이 있어서 가 치의 수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만큼 많지 않아서 오류 역

 알고리즘을 무리 없이 용할 수 있다. 다만 

shared weight란 특징과 sub-sampling이란 과정이 

일반 인 신경망 모형과 다르기 때문에 알고리

즘을 조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shared 

weight에 해서는 가 치가 서로 다른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차편도함수를 계산한 후에 

동일한 가 치에 하여는 일차편도함수의 값을 

모두 더해주는 과정을 용하면 된다. 

sub-sampling을 통하여 패턴이 압축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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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NN for image classification (Krizhevsky et al., 2012)

는 오류를 역  할 때 반 방향의 연산을 해주

어야 하므로 up-sampling을 통하여 확장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sub-sampling의 방식이 

응용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경우에 따라 다르게 

용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LeCun et al. 

(1998)에서 용된 sub-sampling에서는 가 치와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므로 일반 인 오류역  

알고리즘을 용하여 가 치의 일차편도함수를 

계산하고 그때 계산한 를 up-sampling을 통하여 

아래로 달하면 된다. 가 치와 활성화 함수가 

없이 max-pooling을 했다면 상 노드에서 계산

한 를 max-pooling단계에서 가장 큰 값이었던 

노드로 달하여 하 노드의 를 계산한다.

이러한 합성곱신경망은 문자인식과 다양한 형

태의 상인식 등에 성공 으로 용되어 왔다. 

특히 음성인식, 문서읽기, 그리고 필기체문자인

식 등의 분야에서는 1990년  반부터 용되

어 왔으며, LeCun et al.(1998)의 모형은 MNIST 

(H1)에 하여 매우 낮은 오류율을 보인바 있다. 

그러나 합성곱신경망이 본격 으로 학계의 주요 

심사가 된 것은 2012년에 발표된 상인식모

형(Krizhevsky et al., 2012)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

면서부터이다.

이 모형은 백만 개 정도의 컬러 상을 천 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체 인 

모형은 <Figure 3>과 같다. <Figure 3>에서 보듯

이 이 모형은 두 개의 GPU를 통하여 구 되었기 

때문에 입력계층과 출력계층을 제외한 내부계층

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다. 컬러

상을 인식해야 하므로 입력패 은 3개이고, 

<Figure 3>에서 입력계층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내부계층은 convolution과 max-pooling을 수행

하는 것으로 총 96개의 패 로 이루어져 있다. 

그 오른쪽의 두 번째 내부계층은 마찬가지로 

convolution과 max-pooling을 수행하며 총 256개

의 패 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있는 두 개의 내

부계층은 max-pooling이 없는 convolution을 하고 

다섯 번째 내부계층은 convolution과 max-pooling

을 수행하는 256개의 패 로 구성된다. 여섯 번

째와 일곱 번째 내부계층은 하 계층의 노드와 

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고 마지막 출력계층

은 1000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형은 

략 6천만개의 가충치가 있으며 학습시간으로 

GTX 580 3GB GPU를 사용하여 6~7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 모형은 활성화 함수로 ReLU 

(max(0,x))를 사용하여 학습시간을 단축시키고, 

dropout이라는 방식으로 과 합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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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current neural network

학습 상을 변형하여 입력패턴의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모형의 인식률을 높 다. 그 결과 당시

의 다른 모형의 인식 오류율의 반에 가까운 오

류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한 이유로 

재의 많은 합성곱신경망 모형은 10~20개의 

ReLU 계층과 수십억 개의 노드간 연결이 있고 

수억 개의 가 치를 학습시킨다. 물론 학습알고

리즘의 발 과 GPU기술의 발 으로 학습속도는 

수시간단 로 단축이 되었다.

4. 순환신경망

순환신경망(RNN, recurrent neural network) 모

형은 음성인식이나 언어인식 등과 같은 순차

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합하다. RNN은 순차  

데이터를 구성하는 원소를 한번에 하나씩 입력 

받아서 처리하며, 처리된 정보를 내부노드에 

장하는데, 입력된 시간에 따라 그에 응하는 내

부노드를 생성하여 그 시 까지 처리한 정보를 

장한 뒤에 필요하면 출력노드를 통하여 출력

을 한다.

RNN은 <Figure 4>의 왼쪽에 있는 형태의 모

형으로서 t시간의 입력데이터( )가 주어지면 가

치(U)를 곱하여 내부노드로 입력되고 내부노

드는 이 에 장된 정보를 추가하여 상태값을 

생성하게 되는데, t시간의 내부노드의 상태값(

을 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17)

f는 활성화 함수로서 S자함수 혹은 ReLU를 사

용한다. t시간에서 모형의 출력은 내부노드의 상

태값에 V를 곱하여 생성하며 경우에 따라서 

softmax함수를 용하기도 한다. <Figure 4>의 

왼쪽에 있는 모형은 일견 간단해 보이지만 내부

노드에서 순환고리로 이  정보를 재입력하는 

부분이 순방향신경망과 다른 이며 이것이 모

형의 작동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모형의 

이해를 좀 쉽게 하기 하여 RNN을 시간의 진

행단계에 따라 펼쳐서 그리기도 하는데, <Figure 

4>의 오른쪽에 있는 모형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모형을 펼쳐서 그리면 내부계층이 세 개

( 인 순방향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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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이라고 하면 입력데이터가 서로 다른 

내부노드로 입력된다는 것과 내부계층을 연결하

는 가 치(W)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다. 

<Figure 4>의 오른쪽에 있는 펼쳐진 구조에서 내

부노드의 수는 세 개로 그려져 있지만, 그 수는 

입력되는 데이터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를 들

어 입력되는 문장의 단어수가 10개라고 하고 한 

단어를 한번에 입력하는 모형이라면 내부노드는 

10개가 만들어 질 것이다. 

RNN에서는 교차엔트로피 오류함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t시간에서의 목표값을 라고 

하고 모형의 출력을 라고 하면 t시간에서의 오

류값은 다음과 같으며, 모형 체의 오류는 

이다

(18)

RNN에서 가 치를 학습하는 방법은 <Figure 

4>의 펼쳐진 모형에 하여 오류역  알고리

즘을 용하는 것이다. 다만 복되는 가 치에 

하여 편도함수를 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방법을 BPTT(backpropagation through time)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제 내부계층을 연결하는 가

치인 W에 한 일차편도함수를 계산하는 과정

을 보기로 하자. 모형 체의 W에 한 일차편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19)

<Figure 4>의 펼쳐진 모형에 있는 t시간의 출

력( )에 한 편도함수를 이용하여 연쇄법칙을 

용하면 로 표 된 내부노드로 연결되는 W에 

한 의 일차편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20)

한편 W는 시간을 거슬러 첫 단계의 내부노드

까지 가야 하므로 에 연결된 W에 한 의 

일차편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 





(21)

(20)과 (21)을 간단계의 W에 한 편도함수

를 계산하여 모두 더하고 (19)를 이용하면 다음

과 같다.

 

 
  




 










 

  



 



(22)

비슷한 방법으로 U와 V에 한 편도함수도 계

산할 수 있다. 그런데 (22)를 이용하여 편도함수

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편도함수를 곱하

는 연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입력되는 문장의 수

가 늘어나게 되어서 내부노드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곱셈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 이 게 많은 

값을 곱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편도함수의 값

이 0에 가까워 지거나(vanishing gradient) 아니면 

매우 큰 값이 될(exploding gradient) 수가 있다. 

편도함수의 값이 매우 커지는 경우는 값을 제한 

함으로써 비교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0에 가

까워지는 경우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그 게 

되면 가 치의 학습속도가 매우 느려지거나 멈

추는 상황이 발생한다. 활성화 함수로 S자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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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ReLU를 사용하여 편도함수가 작은 값이 

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한 모형이 1997년에 제안 되었는데 

그것이 LSTM(Long short-term memory)이다

(Hochreiter & Schmidhuber, 1997). LSTM은 

<Figure 4>에 있는 RNN의 내부노드를 메모리셀

(memory cell)이라고 부르는 복잡한 구조로 바꾸

었는데, 다양한 형태의 그림으로 표 되지만 그 

에서 비교  단순하게 표 한 것이 <Figure 5>

이다.

<Figure 5> Memory cell of LSTM (2)

LSTM의 메모리셀은 네 개의 구성요소가 있는

데, 그것은 순환 입력값을 가지는 내부기억노드

와 세 개의 개폐장치(input gate, forget gate, 

output gate)이다. 각 개폐장치는 로지스틱 함수

와 같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서, 그것을 통과

하는 값을 조 하는 기능을 한다. 그 에서 

forget gate은 Hochreiter & Schmidhuber(1997)에

서는 없었지만 Gers et al.(2000)에서 추가된 것으

로 재의 모든 모형에서 사용되고 있다. 

t시간에서 LSTM의 메모리셀의 상태값을 수정

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를 input gate의 

값이라 하고 를 내부기억노드의 입력값이라고 

하면 그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3)

(24)

이제 를 forget gate의 값이라고 하면 내부기

억노드의 새로운 상태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5)

(26)

새로운 상태값을 사용하여 output gate의 값

( )과 메모리셀의 출력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7)

(28)

의 식에서 W, U, V는 해당 gate에서의 가

치이며 b는 편향이다. 

(23)에서 (28)까지의 식을 보면 LSTM 모형은 

매우 복잡하며, 따라서 모형의 가 치의 편도함

수의 계산도 매우 복잡하다. 모형의 편도함수는 

Hochreiter & Schmidhuber(1997) 와 Graves(2012)

에서 확인가능하며 소 트웨어로 가 치의 학습

을 구 하는 경우에는 Python의 Theano library(H2)

와 같은 자동미분 기능을 활용한다.

RNN은 일반 으로 입출력되는 데이터의 형

태가 순차 인 모형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는 순차 이지 않은 데이터가 입출력될 수도 있

다. 입출력되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데, 입출력 데이터가 순차 인 경

우는 기계번역 혹은 동 상에 주석 달기에 용

되는 경우이고, 출력이 비순차 인 경우는 감성

분석에, 그리고 입력이 비순차 인 경우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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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석 달기 등에 용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

이 다양한 분야에 용될 수 있는 RNN의 응용

사례 에서 Cho et al.(2014)에서 제안된 기계번

역모형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Figure 6> RNN for machine translation

기계번역은 특정 언어로 된 문장을 입력하면 

목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력되는 모형을 의

미하며, Cho et al.(2014)에서는 어를 불어로 번

역하는 사례에 용되었다. <Figure 6>에서 보듯

이 이 모형은 encoder와 decoder로 불리는 두 개

의 RNN을 연결하여 구성되었다. encoder에서는 

입력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를 순차 으로 입력 

받아서 내부노드의 상태값으로 축 하여 최종 

상태를 C로 요약하여 decoder로 달한다. 

Decoder는 encoder를 아래 로 뒤집은 형태로서 

목표언어로 번역된 문장을 한 단어씩 출력하게 

된다. 이 모형에서 내부노드는 LSTM을 조  단

순화한 GRU라는 모형을 사용하 는데 이 모형

은 LSTM과 성능 면에서 비슷한 것으로 평가 받

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Cho et al.(2014)를 참조

하기 바란다.

기계번역 이외에 흥미로운 응용사례로서 단어

나 자를 입력하면 RNN이 자동으로 그 다음에 

나올 단어나 자를 측하여 출력해주는 모형

이 있다. 이 모형을 응용하여 Linux 코딩이나 셰

익스피어의 문장을 흉내 내도록 할 수도 있다. 

심 있는 독자는 해당 블로그(H3)를 참조하기 

바란다. 

5. 요약

지 까지 딥러닝의 기본 알고리즘과 주요 모

형을 살펴보고 몇 가지 응용사례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다양한 응용사

례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본문의 내용 

에 오류역  알고리즘에 한 내용은 

Bishop(2006)을 참조하 으며, 최신의 응용사례

나 Python 코드에 해서는 여러 블로그나 웹사

이트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 다. 딥러닝의 반

인 내용은 (H2)를 참조하 고, CNN에 련해

서는 (H4)를, RNN에 련해서는 (H3) 혹은 (H5)

를, 그리고 LSTM에 한 자세한 설명은 (H6)을 

참조하 다. 신경망의 가 치를 학습하는 방법

으로 오류역  알고리즘과 BPTT 등을 설명하

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응용사례별로 가 치

를 최 화 하기에는 부족하다. 모형의 과 합

(overfitting)을 방지하기 하여 사례별로 다양한 

regularization방법과 탐색속도를 높이기 한 다

양한 방법, 그리고 오류율을 낮추기 한 다양한 

방법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찾아내기도 

한다. 그런 에서 최 화 과정은 높은 인내심이 

요구되는 작업이기도 하다.

서론에서 언 하 지만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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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인 심층신뢰신경망(Deep belief network)은 

아직까지는 CNN이나 RNN처럼 흥미로운 응용

사례가 없어서 상 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다. 

그러나 심층신뢰신경망은 CNN이나 RNN과는 

달리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모형이며, 

사람이나 동물은 찰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한

다는 에서 궁극 으로는 비지도학습모형이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다(LeCun et 

al., 2015).

본문에 언 되지 않은 사례로서 최근의 딥러

닝 연구의 발 을 보여주는 것으로서는 사진이

나 상의 주석을 다는 모형일 것이다. Vinyals et 

al.(2014)와 Cho et al.(2015)에 있는 모형은 CNN

과 RNN을 결합한 것으로서 사진이나 상을 

CNN이 입력 받아서 요약을 한 뒤에 그 결과를 

RNN으로 입력하여 의미 있는 문장을 출력하게 

한다. 모형이 동작하는 원리를 떠나서 그 결과만

을 보면 인공지능이 마치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응용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비록 기계학습이나 

그것이 발 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

트웨어에 지나지 않지만 그 기능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역의 일부를 모방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고 있으며 그 역을 가까운 

미래에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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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ep Learning Architectures and Applications

1)Ahn, SungMahn*

Deep learning model is a kind of neural networks that allows multiple hidden layers. There are 

various deep learning architectures such a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deep belief networks and 

recurrent neural networks. Those have been applied to fields like computer vision,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udio recognition and bioinformatics where they have been shown 

to produce state-of-the-art results on various tasks. Among those architecture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nd recurrent neural networks are classified as the supervised learning model. And in recent years, 

those supervised learning models have gained more popularity than unsupervised learning models such as 

deep belief networks, because supervised learning models have shown fashionable applications in such 

fields mentioned above.

Deep learning models can be trained with backpropagation algorithm. Backpropagation is an 

abbreviation for “backward propagation of errors” and a common method of train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used in conjunction with an optimization method such as gradient descent. The method calculates 

the gradient of an error function with respect to all the weights in the network. The gradient is fed to the 

optimization method which in turn uses it to update the weights, in an attempt to minimize the error 

functi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use a special architecture which is particularly well-adapted to classify 

images. Using this architecture makes convolutional networks fast to train. This, in turn, helps us train deep, 

muti-layer networks, which are very good at classifying images. These days, deep convolutional networks 

are used in most neural networks for image recogniti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use three basic 

ideas: local receptive fields, shared weights, and pooling. By local receptive fields, we mean that each 

neuron in the first(or any) hidden layer will be connected to a small region of the input(or previous layer’s) 

neurons.  Shared weights mean that we’re going to use the same weights and bias for each of the local 

receptive field. This means that all the neurons in the hidden layer detect exactly the same feature, just 

at different locations in the input image. In addition to the convolutional layers just described, convolutional 

*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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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al networks also contain pooling layers. Pooling layers are usually used immediately after convolutional 

layers. What the pooling layers do is to simplify the information in the output from the convolutional layer. 

Recent convolutional network architectures have 10 to 20 hidden layers and billions of connections between 

units. Training deep learning networks has taken weeks several years ago, but thanks to progress in GPU 

and algorithm enhancement, training time has reduced to several hours.

Neural networks with time-varying behavior are known as recurrent neural networks or RNNs. A 

recurrent neural network is a class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where connections between units form a 

directed cycle. This creates an internal state of the network which allows it to exhibit dynamic temporal 

behavior. Unlike feedforward neural networks, RNNs can use their internal memory to process arbitrary 

sequences of inputs. Early RNN models turned out to be very difficult to train, harder even than deep 

feedforward networks. The reason is the unstable gradient problem such as vanishing gradient and 

exploding gradient. The gradient can get smaller and smaller as it is propagated back through layers. This 

makes learning in early layers extremely slow. The problem actually gets worse in RNNs, since gradients 

aren’t just propagated backward through layers, they’re propagated backward through time. If the network 

runs for a long time, that can make the gradient extremely unstable and hard to learn from. It has been 

possible to incorporate an idea known as long short-term memory units (LSTMs) into RNNs. LSTMs make 

it much easier to get good results when training RNNs, and many recent papers make use of LSTMs or 

related ideas.

Key Words : Deep learn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Recurrent neural networks,

Error backpropag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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