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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 및 딥러닝 기술동향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패턴 인식 및 회귀 문제를 풀기 위해 쓰이는 기

계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설계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대

표적인 기계학습 방법인 신경회로망과 기저벡터머신 등에 대

해 소개하고 이러한 기계학습 모델을 선택하고 구축하는 데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리고 특

징 추출 과정이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일반적으로 특징 추출을 위해 어떤 방법들이 사용되는 지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최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

는 딥러닝에 대해 소개한다. 자가인코더, 제한볼츠만기계, 컨볼

루션신경회로망, 회귀신경회로망과 같이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신경망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기존의 기계학습 모델

과 비교하여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알아본다.

Ⅰ. 서 론 

기계학습 전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먼저 예시를 하나 들어

보자. 어떤 가게에서 자동으로 오렌지와 자몽을 구분하는 시스

템을 만들고자 한다고 가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미 

오렌지 혹은 자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과일들을 관찰하고 

어떤 기준으로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가

게주인은 관찰을 통해 일반적으로 오렌지가 더 노란 빛을 띠고 

자몽은 더 붉은 빛을 띤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그림 1>

에서 알 수 있듯이 색만으로는 오렌지와 자몽을 만족스럽게 구

분해 낼 수 없었다. 가게주인은 다시 관찰을 통해 일반적으로 

오렌지가 크기가 더 작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과일들을 나누어 보았다. 크기로 오렌지와 자몽을 

구분한 결과<그림 2>, 색을 사용했을 때보다 만족스러운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 색과 크기를 같이 사용하면 어떨까? 

두 개의 값을 같이 사용하니 <그림 3>과 같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이 가게주인은 새로운 과일이 들어왔을 

때 과일의 색과 크기를 측정해 이 그래프에 대입해봄으로써 그 

과일이 오렌지인지 혹은 자몽인지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위의 일련의 과정들이 학습데이터(이미 종류를 알고 있는 과

일)로부터 특징(feature: 색, 크기)을 추출하고 학습(training/

그림 1. 오렌지와 자몽을 색으로 구분한 경우

그림 2. 오렌지와 자몽을 직경으로 구분한 경우

그림 3. 오렌지와 자몽을 색과 직경을 이용해 구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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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을 통해 클래스(오렌지, 자몽)를 구분하는 모델(결정

경계, 그래프의 점선)을 찾은 뒤, 새로운 데이터(새로 들어온 과

일)의 특징 값을 기반으로 그 데이터의 클래스를 결정(test/ 

generalization)하는 기계학습의 일반적인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그래프를 다시 보면 결정경계(decision boundary)가 

오렌지와 자몽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해 잘못 분류된 데이터

가 있다. 그러면 결정경계를 직선으로 긋지 말고 이 데이터들까

지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으면 좀 더 좋은 시스템이 되

지 않을까? 바로 여기에서 기계학습의 과도학습(overfitting)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데이터에는 노이즈가 섞여있기 때

문에 주어진 학습데이터에 맞춰 시스템을 과도하게 학습시키는 

것은 오히려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기계학습 시

스템의 복잡도는 풀고자 하는 문제의 복잡도와 일치해야 한다.

기계학습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는 크게 주어진 데이터의 클

래스를 구분해야 하는 패턴인식(pattern classification) 문제와 

연속적인 어떤 값을 추정해야 하는 회귀(regression) 또는 함수

근사화(function approximation)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학

습 방법에 따라서는 패턴인식이나 회귀 문제에서 학습데이터의 

클래스나 출력 값을 알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학습하는 지

도학습(supervised learning), 학습 데이터의 클래스나 출력 값

을 이용하지 않고 데이터 패턴이나 클러스터, 밀도 등을 추정하

는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클래스나 출력 값을 아

는 데이터(labeled data)와 모르는 데이터(unlabeled data)를 

함께 사용하는 반지도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결과에 

대한 피드백만 주어지고 정확한 클래스나 출력 값은 주어지지 

않는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으로 나눌 수 있다.

기계학습은 사람이 풀 수 있지만 학습하기에 너무 문제의 규

모가 크거나 또는 수학적으로 문제를 정의할 수 있지만 문제가 

복잡하여 수학적으로 깨끗하게 정의를 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기존의 기계학습은 그 성능이 사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하드웨어의 한계로 학습에 오랜 시간

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 딥러닝의 개발, 빅데

이터의 활성화, 하드웨어의 발전에 힘입어 처리 가능한 문제의 

범위가 급속도로 넓어지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접목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예전에는 기계학습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자연

과학 분야 등에서도 기계학습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서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이나 패턴 인식 등에 쓰이는 것을 넘어

서 매우 범용적인 기술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계학

습 모델들과 그 한계, 그리고 딥러닝의 개념과 그 가능성에 대

해 간략하게 다루며 최근 기계학습이 이루어낸 발전에 대해 살

펴본다.

Ⅱ. 기계학습 모델

1. 신경회로망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은 사람의 뇌의 구조를 모방한 

기계학습 방법으로, 계량적 접근을 통해 결정경계를 찾는다. 사

람의 뇌에는 1011개의 뉴런이 있고 이 뉴런들 사이에 1015개의 

시냅스 연결이 존재한다. 1943년에 McCulloch와 Pitts에 의해 

제안된 McCulloch-Pitts neuron은 가중치가 곱해진 입력 값

들의 합을 계산하여 그 합이 임계값을 넘으면 1, 아니면 0을 출

력하는 인공뉴런이다[1]. 1957년 Rosenblatt는 이 인공뉴런의 

개념을 기반으로 퍼셉트론(perceptron)이라고 불리는 뉴런의 

입력 값에 곱해지는 가중치를 학습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만

들었다[2]. 퍼셉트론은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주목을 끌었지만, Minsky와 Papert는 1969년

에 출판한 저서에서 퍼셉트론이 XOR과 같이 선형으로 분리되

지 않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3].

이러한 문제는 다층 신경회로망(multi-layer neural 

network)을 사용함으로써 풀리게 된다<그림 4>. 그러나 다층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서 몇 개의 은닉층(hidden layer)을 사용

해야 하는지, 몇 개의 은닉뉴런(hidden neuron)을 사용해야 하

는지, 그리고 어떤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를 사용해야 

하는지 등 신경회로망의 구조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4]은 여기에 어느 정도의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

은 국소적으로 한계가 있고(locally bounded) 구간별로 연속인

(piecewise continuous) 비다항식의 활성함수를 가지는 한 층

의 은닉뉴런으로 어떤 연속적인 함수도 학습할 수 있다는 정리

이다. 즉, 한 층의 은닉층만 사용해도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

하다는 것이다.그림 4. XOR 문제 및 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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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회로망의 성능은 일반적으로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 error) 또는 크로스엔트로피(cross-entropy)로 측정

하며 기울기 하강(gradient descent)을 이용한 오차역전파법

(error back-propagation)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 때 

가중치를 얼만큼 업데이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학

습율(learning rate)로, 학습율의 값이 클수록 학습 속도는 빨

라지지만 극값에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학습율의 값이 작으면 학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다. 따라서 적절한 학습율의 값을 찾는 것도 신경회로망의 성

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또 한 가지 학습에서 고

려해야 할 것은 국부최적화(local optimization) 문제이다. 일

반적인 오차 함수에는 극값이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기울

기 하강이 시작된 위치에 따라 오차값이 전역 최적점(global 

optimum)에 도달하지 못하고 국부 최적점(local optimum)에 

수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신경회로망을 사

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로 학습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입

력할 것인지(batch, mini-batch, online 등), 학습 속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오차역전파법 외에 어떤 방법(conjugate 

gradient backpropagation algorithm[5], quasi-Newton 

algorithm[6], Levenberg-Marquardt algorithm[7] 등)을 사

용할 수 있을지 등이 있다.

2. 기저벡터머신

기저벡터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은 신경회로

망과 같이 결정경계를 찾기 위한 방법이다[8]. 그러나 결정경계

와 각 클래스의 데이터 간의 최소 거리로 정의되는 마진을 최대

화한다는 목적을 설정함으로써 일반화된 결정 경계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신경회로망보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확률 밀도 분포 추정법

결정경계를 찾는 신경회로망이나 기저벡터머신과 달리, 각 클

래스의 확률 밀도 분포를 추정함으로써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방법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Parzen's window, Gaussian 

mixture model, hidden Markov model 등이 있다<그림 5>.

데이터의 확률 밀도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파라미터

를 이용한 모수(parametric) 추정 방법과 그렇지 않은 비모수

(non-parametric) 추정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모수 추정 방

법에는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최대

사후확률추정(maximum a posterior estimation), EM 알고리

즘(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 등이 있으며, 비모

수 추정 방법에는 k-NN (k-nearest neighbor), 의사결정트

리(decision tree) 등이 있다. 

4. 기계학습 모델 구축

지금까지 소개한 것과 같이, 기계학습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

재한다. 그러면 풀고자 하는 문제에 어떤 기계학습 방법을 적용

시키는 것이 좋을까? 기계학습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

고 나쁨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Occam's razor에 따르면 여러 선

택지가 있을 때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그 중 가장 단순한 방법

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9].

또 한 가지 기계학습 모델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편

향-분산 트레이드 오프(bias-variance trade-off) 문제이다

[10]. 일반적으로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

는 평균제곱오차는 편향(bias)와 분산(variance)으로 나눌 수 있

다. 편향은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 학습 데이터를 얼마나 유

연하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지표로 학습데이터를 충분히 유

연하게 고려하지 못하면(높은 편향 값을 가지면) 기계학습 모델

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는 과소학습(underfitting) 문제가 발생

한다. 따라서 편향 값은 데이터에 따라 모델의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분산은 학습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높은 분산 값은 학습데

이터에 포함된 노이즈까지 기계학습 모델이 학습했다는 의미가 

되므로 과도학습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편향과 분산은 서로 반

비례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계학습 모델을 구축할 때 편

향과 분산 사이의 트레이드오프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Ⅲ. 특징 추출

기계학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주어진 문제를 

풀기에 적합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다. 물론 주어진 학습데이

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문제를 푸

는 데 필요한 정보 이외에도 관련 없는 다른 정보나 노이즈 등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공 없이 사용하는 것은 오

히려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는 높은 차원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낮은 차

원의 특징으로 변환할 필요성도 있다. 

그림 5. 확률 밀도 분포 추정법의 예시

(ㄱ) Pazen’s window (ㄷ) Hidden Markov model(ㄴ) Gaussian mixtu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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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차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데이터의 차

원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주어진 데이터의 희소성도 증가하

게 된다. 즉, 출력 값과 데이터 간의 관계를 학습하기 위한 데이

터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학습 대상이 되는 파라미터

의 개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학습에 더 많은 양의 데

이터가 요구되는 결과를 야기한다[11]<그림 6>. 따라서 충분한 

양의 학습 데이터가 없다면 다소 정확도가 떨어질 위험을 감수

하더라도 특징을 추출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것이 과소학습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특징 추출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선형적으로 특징을 추

출하는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12]와 LDA (linear discriminant analysis)[13]가 

있다<그림 7>. PCA는 주어진 데이터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특징을 추출하며 LDA는 주어진 데이터의 클

래스 간의 거리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특징을 추출한다. 반

대로 주어진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고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

은 데이터를 다른 차원 등으로 변환한 뒤 변환계수(transform 

coefficient)를 취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discrete Fourier transform, discrete cosine transform, 

discrete wavelet transform이 있다. 또는 특정 도메인에 대한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도 있다. 음성신호

의 MFCC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14]나 이미지

의 HoG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15] 등이 해당된다.

Ⅳ. 딥러닝

딥러닝은 패턴 인식 문제 또는 특징점 학습을 위해 많은 수

의 신경층을 가지도록 모델을 구성하는 기계학습 기술들을 의

미한다. 이는 실제 인간의 뇌가 뉴런들 간의 연결이 매우 깊은

(deep)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진보된 인공지능 기

술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기계학습에서 다수의 신경층을 이용

하는 접근은 다음의 세 가지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 첫째로,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에 

의거하여 하나의 은닉 신경층 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얻어내고 

있었다. 둘째로, 신경층의 수를 섣불리 늘렸을 때에 늘어나는 

가중치의 수를 감당할 수 없었다. 셋째로, 가중치의 수가 많아

졌을 때에 발생하는 과도학습 및 소위 curse of dimensionality

의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신경층의 수를 늘릴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으나, 계산 성능, 데이터량의 증가와 알

고리즘의 발달로 이러한 접근의 효용성이 밝혀지게 되었다.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는 신경망 구조에는 자가인코더

(auto-encoder)[16], 제한볼츠만기계(restricted Boltzmann 

machine; RBM)[17], 컨볼루션신경회로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18], 회귀신경회로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19] 등이 존재한다. 자기인코더와 제

한볼츠만기계는 딥러닝 기술이 제안되면서 초창기에 제시된 모

델들로, 자율학습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성상 제한적

인 성능을 보인다. 현재 쓰이는 딥러닝 시스템은 대부분이 컨볼

루션신경회로망이나 회귀신경회로망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지도학습이 필요하지만 더욱 강력한 성능과 넓은 활용 

범위로 인해 선호되고 있다. 컨볼루션신경회로망은 화상 신호 

처리나 컴퓨터 비전 분야[20][21]에서 필수적인 기술이 되어가

고 있으며, 회귀신경회로망은 음성 신호 처리 및 음성 인식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데이터의 차원에 따른 학습 데이터 요구량 및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

그림 7. PCA (좌)와 LDA (우)

그림 8. 자가인코더(좌)와 제한볼츠만기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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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인코더[16]<그림 8>는 주어진 입력을 가장 잘 복원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학습된다. 이러한 학습 메커니즘은 은닉

뉴런이 선형 함수에 기반할 때에는 PCA와 같다고 볼 수 있으

나, 보통의 기계학습 문제에서는 비선형 함수를 이용하기 때문

에 더욱 다양한 특징점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기인코더

의 특징은 입력 데이터의 일부 정보를 임의로 삭제한 뒤 복원

하는 방향으로 학습시키는 것으로 더욱 빠른 학습과 좋은 성능

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잡음제거 자가인코더(denoising 

auto-encoder)라고 한다.

제한볼츠만기계[17]<그림 8>는 확률적으로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은닉 유닛을 둔 이후, 은닉 유닛이 내는 출력 값의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학습된다. 이 학습은 입력 유닛과 은닉 유닛의 

결합확률 분포의 값을 최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대조 확산법(contrast divergence)[17]을 이용하여 

계산량을 줄이게 된다.

자가인코더와 제한볼츠만기계는 입력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은닉 유닛을 학습하는 자율학습 모델인데, 이러한 신경층을 여

러 겹 쌓아서 딥러닝 모델을 만든 이후에는 실제로 풀려고 하

는 문제와 데이터에 맞추어서 지도학습을 하는 미세조정(fine-

tuning)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형태의 모델에서 각 신경층을 

자가인코더로 구성한 것은 적층 자가인코더(stacked auto-

encoder), 제한볼츠만기계로 구성한 것은 심층신뢰신경망

(deep belief network; DBN)이라고 한다.

CNN은 사람의 시각뉴런의 수용장(receptive field) 개념을 

이용하여서 만들어진 신경망[18]이다<그림 9>. CNN은 컨볼루

션 신경층(convolution layer), 풀링 신경층(pooling layer)과 

정류선형유닛(rectified linear unit; ReLU)을 핵심 요소로 가

진다. 컨볼루션 신경층은 입력과 출력을 어떤 신호의 형태로 보

고 가중치를 작은 크기의 필터의 형태로 나타낸 가중치 커널이 

특징이다. 즉, 아무리 입력 데이터의 차원이 높아도 커널의 크

기를 작게 설정 하면 매우 적은 수의 가중치로 신경층을 정의할 

수가 있다. 풀링 신경층은 몇 개의 출력 값들을 요약하여서 데

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입력 데이터의 

잡음이나 왜곡을 해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류선형유닛

은 램프 함수의 활성을 가지는 비선형 뉴런으로, 기존에 신경회

로망 등에서 쓰이던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가 가지고 있던 

계산 부담 및 역전파 알고리즘에서의 기울기 사라짐 현상을 동

시에 해결하는 효과를 가진다.

CNN의 개념은 20세기 말에 제안이 되었으나, 이것이 딥러

닝 패러다임과 접목되고 딥러닝 및 기계학습의 대세가 된 것은 

2012년의 ImageNet challenge 대회부터라 할 수 있다. 2011

년까지는 기존의 기계학습의 방식을 이용하여서 많은 수의 영

상의 분류 작업을 실행하였는데, 2012년에 나온 CNN 기반의 

AlexNet[22]이 매우 큰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그 이후의 대회

에서는 CNN이 주류가 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많은 영상 관련 

문제에서 CNN이 널리 기용된다.

2012년 이후로 제안되는 CNN들은 갈수록 많은 신경층을 

가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많은 신경층을 하나의 

CNN 안에 넣기 위한 기술들이 적용된다. 2013년에는 필터 커

널을 가중치의 모음으로 구성하지 않고 신경망으로 구성하는 

Network-in-network(NIN)[23] 개념이 제안되었으며, 2014

년에는 큰 컨볼루션 신경층을 적게 쌓는 것보다 작은 컨볼루션 

신경층을 많이 쌓는 것이 계산량 감소 및 비선형 함수 근사화

에 유리하다는 개념에서 착안한 VGG[24]와 GoogLeNet[25]이 

제안되었다. 2015년에는 출력 값과 입력 값의 차이를 학습하여 

계산량을 줄이고 신경망을 더욱 깊게 구성한 ResNet[26]이 제

안되었으며, ResNet은 ImageNet challenge 대회에서 3.5%의 

영상 분류 오류율을 기록하여 사람의 인지 능력인 5%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GoogLeNet과 ResNet을 결

합한 형태의 신경망이 공개되었으며[32], CNN의 구조는 앞으

로도 계속 깊어지고 복잡해질 것이다.

RNN은 신경망의 출력 값의 일부가 신경망의 입력 값에 포함

되는 형태의 신경회로망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의 신경망은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 쓰이는 목적으로 예전부터 제

안이 되어 왔으나, 그 특성상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패턴

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

이 장단기기억(Long short-term memory; LSTM)[27]과 게

그림 9. 컨볼루션신경회로망(CNN)

그림 10. 장단기기억(LSTM, 좌)과 게이트회귀유닛(GRU,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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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회귀유닛[28](Gated recurrent unit; GRU)의 도입이다<

그림 10>. LSTM은 가중치 이외에 기억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

를 셀 상태(cell state)로 저장하여 시계열 패턴의 길이를 조절

한다. GRU는 LSTM에서 출력 게이트를 제거하여 간소화시킨 

형태로, 더욱 단순하면서도 성능면에서는 동등하다. 이를 이용

해서 제작된 RNN은 음성 신호 처리[29]나, 문자열 처리[30]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딥러닝 모델들이 기계학습에 있어서 가지는 

의의는 많은 수의 데이터와 많은 계산을 통해서 성능을 끌어올

린 것뿐만이 아니다. 위에서 소개한 딥러닝 모델들은 어떤 문제

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특징점 추출 과정

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데이터 또는 문제에 알맞

은 특징점을 신경층별로 스스로 추출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

고, 이는 학습에 썼던 데이터셋의 범위에 따라 범용적인 특징점

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이미 학습된 신경

망의 일부를 이용하여 다른 문제를 푸는 데에 차용하여 학습에 

요구되는 계산량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전이 학습

(transfer learning)[31]이라고 한다. 전이학습을 이용하면 딥

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데에 장벽이 될 수 있는 큰 계산 요구량

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딥러닝 모델들의 대부분은 현재의 딥러닝 패

러다임이 제시되기 이전에 개발된 모델들이다. 그러나 이 모델

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처리하기에 적합하고 현재의 컴퓨팅 환

경에 알맞아 최근 들어 그 가치가 재발견된 경우가 많다. 또한, 

딥러닝 모델은 구조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성을 유

동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문제가 제시

되면 이에 맞추어 신경망 모델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다. 딥마

인드에서 개발한 알파고[33]와 웨이브넷[34], 구글에서 개발한 

쇼&텔[35]이 그 예시로, 이들은 기존에 알려져 있던 기계학습 

모델들을 결합하거나 수정해서 문제에 알맞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특

히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딥러닝에 대해 소개했다. 기존

의 기계학습은 여러 가지 모형들인 신경회로망, 기저벡터머신, 

PCA 등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이용되었다. 

딥러닝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는 CNN와 RNN이 패턴 인식을 

위해 주로 쓰이고 있으며, 그 구조상 나타나는 특징학습을 기반

으로 한 패러다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딥러닝의 강력한 성능과 잠재력에 힘입어, 현재 많은 연구 단

체 및 IT 기업들이 딥러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구글, 페이

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명 기업들이 Tensorflow, Torch, 

CNTK 등 자사에서 개발 및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및 이를 기반

으로 개발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어플리케이션

들이 딥러닝에 기반한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계학습 분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따라서 

기계학습이 현재 및 근미래의 IT 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는 분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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