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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neuralnet을 활용한 신경망분석

백재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Neural network analysis using neuralnet in R

Jaiwook Baik

Department of Statistics·Data Scienc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다층 퍼셉트론과 지도형 학습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았고, 아울러 neuralnet이라는 패키지를 사용

하여 공변수들과 반응변수 간의 함수적 관계를 어떻게 모델링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알고리즘은 반

응변수 값의 실제치와 예측치 간의 비교에 근거한 오차함수의 최소화를 위한 모수인 가중치들의 계속적인 조정을 특

징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neuralnet 패키지는 활성화함수와 오차함수를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

고 나머지 매개변수들은 기본값으로 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불임 데이터에 대해 neuralnet 패키지를 활용한 

결과 4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age는 불임에 영향력이 거의 없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신경망의 가중치는 –

751.6부터 7.25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값을 취하며, 첫 번째 은닉층의 절편은 –92.6과 7.25이며, 첫 번째 은닉뉴런으로 

가는 공변수 age, parity, induced, spontaneous에 대한 가중치는 각각 3.17, -5.20, -36.82, -751.6임을 파악했다.

주제어 다층 퍼셉트론, 지도학습, 역전파, 뉴럴넷

Abstract  We investigated multi-layer perceptrons and supervised learning algorithms, and also examined how to 

model functional relationships between covariates and response variables using a package called neuralnet. The 

algorithm applied in this paper is characterized by continuous adjustment of the weights, which are parameters to 

minimize the error function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actual and predicted values   of the response 

variable. In the neuralnet package, the activation and error functions can be appropriately selected according to the 

given situation, and the remaining parameters can be set as default values. As a result of using the neuralnet 

package for the infertility data, we found that age has little influence on infertility among the four in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the weight of the neural network takes various values   from -751.6 to 7.25, and the intercepts 

of the first hidden layer are -92.6 and 7.25, and the weights for the covariates age, parity, induced, and spontaneous 

to the first hidden neuron are identified as 3.17, -5.20, -36.82, and –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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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요즘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여러 상황에서

통상 입력변수로 알려진 공변량들과 출력변수로 알려진

반응변수 간에 함수적 관계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어 복잡한 질병에 대해 모델링할 때 질병에 대한

잠재 위험요인들과 이들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

는 해당질병에 대한 예방 또는 개입정책의 입안에 필요

하다. 이때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면 두 변수들간의 어떤

복잡한 함수관계도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공신경망은 일반화선형모델(Generalized Linear

model, GLM)[1]과 달리 공변수들과 반응변수 간 특정한

관계식(예를 들어 선형결합식)을 미리 지정할 필요가 없

으므로 더욱 유용한 통계도구이다. 인공신경망은 특히

GLM의 연장선상에 있는 도구이므로 이와 비슷한 방식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인공신경망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

은 여러 연구에서 설명되어 있다[2, 3, 4].

인공신경망에서 관측 데이터는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며, 신경망은 반복적으로 모수들을 변화시켜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학습한다. 특히, neuralnet이란

패키지[5]는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두 변수들 간 관계를

대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향적 신경망을 훈련하는

매우 유연한 함수를 갖고 있다.

현재 R로 인공신경망을 다룰 수 있는 패키지로는

nnet와 AMORE가 있다[6, 7]. nnet는 통상적인 역전파

로 전진형 신경망을 훈련시킬 수 있다. AMORE에는

TAO robust 신경망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다. 한편,

neuralnet은 회귀분석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

록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킨다[8]. 또한 neuralnet에서는

탄력적 역전파가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탄력적 역전파

가 신경망 분석에서 가장 빠른 알고리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9, 10]. neuralnet이란 패키지는 복잡한 질병들

을 성공적으로 모델링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을 새로 접하는 사용

자에게 R의 neuralnet이란 패키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

록설명하고자한다. 이를위해 2절에서는 신경망을소개

하는 차원에서 다층 퍼셉트론에 대해 설명하고, 3절에서

는다층퍼셉트론의 모수인 가중치를효율적으로 추정할

수있는역전파알고리즘을 이용하여지도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본다. 4절에서는 neuralnet이란 패키

지를 이용하여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신경망 모델을 어

떻게 적합시키는지 알아보고 5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다층 퍼셉트론

neuralnet 패키지는 변수들 간 함수적 관계를 모델링

할 때 잘 적용될 수 있는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MLP)에 초점을 두었다[12]. MLP의 하부구

조는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로, 뉴런이라고 불리는 점들

과 방향성이 있는 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neuralnet에

서 뉴런은 다음 층에만 연결되어 있다. 입력층에 있는

뉴런에는 공변수가 들어가고 출력층에 있는 뉴런에는

반응변수가 들어간다.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있는 층

은 은닉층(hidden layer)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

들 층은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력층과

은닉층에는 절편에 해당하는 상수 뉴런(어떤 공변수에

도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뉴런임)이 포함된다. Figure

1은 입력층에는 두 개의 뉴런이 있고, 하나의 은닉층에

는 3개의 은닉뉴런이 있고, 출력층에는 출력뉴런이 하나

로 이것이 곧 반응변수 Y인 신경망의 예를 보여준다.

Figure 1. 입력뉴런이 2개, 은닉뉴런이 3개, 출력뉴런이 

1개인 신경망

가장 간단한 형태의 다층 퍼셉트론은 은닉층이 없이

n개의 공변수를 가진 입력뉴런과 한 개의 출력뉴런만

갖는 퍼셉트론이다. 이 퍼셉트론은 다음과 같은 함수식

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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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절편,    는 각 입력뉴

런에 붙는 가중치,    는 입력변수에 해

당하며, 함수는 수학적으로 링크함수(link function)가

 
인 GLM의 함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경망에서

구해지는 가중치인 는 GLM에서의 회귀모수와 같다

고 볼 수 있다.

모델링을 유연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

닉층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은닉층을 하나만 추가해

도 piecewise 연속적인 함수를 모델링하는 데에는 충분

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3]. 은닉층이 하나만 있으며,

은닉층에 J 개의 은닉뉴런이 있는 경우 다층 퍼셉트론은

다음과 같이 함수값을 계산한다.

   
  



 × 
  




  

  



 × 


여기서 는 출력뉴런의 절편, 는 번째 은닉뉴

런의 절편, 는 은닉층의 번째 은닉뉴런 가중치,

   는 입력층에서 은닉층 번째 뉴

런으로의 가중치,    는 입력변수들을

의미한다.

신경망에서 계산되는 식을 요약하면, 은닉층이나 출력

층에 있는 모든 뉴런은 앞의 뉴런들    로부

터    를구한다(뉴런 ≡1은절편

에해당하는상수임). 여기에서     →는적분함

수를 나타내고   →는 활성화함수를 나타낸다.

한편, 적분함수     =

 
  



    와 같이 통상 선형결

합의 형태로 나타낸다. 활성화함수 는 보통 로지스틱

함수( 
 


)나 hyperbolic tangent 함수

와 같이 유계(bounded) 비감소(nondecreasing) 비선형

이면서미분 가능한 함수로취한다. 는 GLM의 경우에

서와 같이 반응변수가 무엇인가에 따라 선택된다.

3. 연구방법론

신경망은 훈련과정 동안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 데이

터를 모델에 적합시켜 가중치를 추정하게 된다.

neuralnet 패키지는 지도형(supervised) 학습 알고리즘

에 초점을 맞춘다. 이 알고리즘은 반응변수 값의 실제치

와 예측치 간의 비교에 근거한 손실함수의 최소화를 위

한 모수(가중치)들의 계속적인 조정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초기의 가중치들은 통상적으로 표준정규분포로

부터 랜덤하게 추출된 값들로 한다. 이후 학습 과정 동

안 다음 절차를 반복한다.

○ 신경망은 입력변수값 와 현재의 가중치에 근거

하여 출력물 를 구한다. 만약 훈련과정이 아직 완

료되지 않았으면 예측결과 는 실제 관측된 결과 와

차이가 날 것이다.

○잔차제곱합(Sum of Squared Errors, SSE)과 같은

오차함수   



  




  



  
또는

cross-entropy

 
  




  



log  log 

를 구해 실제 관측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를 구한다. 여

기서     은 관측치를 나타내고

    는 출력노드를 나타낸다.

○모든 가중치들은 학습 알고리즘의 규칙에 따라 조

정된다.

학습은 각 가중치에 대한 오차함수의 편미분 절대값

이 일정한 임계값보다 작아질 때까지 계속된다. 이때 많

이 쓰이는 학습 알고리즘은 탄력적 역전파 알고리즘이

다. 탄력적 역전파 알고리즘은 기존의 역전파 알고리즘

과 같이 오차함수의 지역적 최솟값을 구하기 위해 신경

망의 가중치를 조정한다. 따라서 해(root)를 찾기 위해

각 가중치에 대한 오차함수의 기울기()를 구한

다. 특히, 가중치는지역적 최솟값을 찾을 때까지 편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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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반대방향으로 계속 수정한다. 따라서 만약 편미분

값이음수이면가중치를증가시키고, 반대로편미분값이

양수이면 가중치를 감소시켜 지역적 최솟값에 도달하도

록 한다. 여기에서 편미분은 chain rule을 활용하는데, 그

이유는 신경망에서의 함수는 입력층에서 은닉층, 은닉층

에서 출력층으로 흘러가면서 기본적으로 총합

(integration)과활성화함수들을연속적으로적용시킨것

이기 때문이다[14].

neuralnet에서는 역전파(backpropagation), weight

backtracking이 있는 탄력적 역전파, weight

backtracking이 없는 탄력적 역전파, modified globally

convergent version 중에서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알고리즘이든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학습률을

가중치에 더함으로써 오차함수를 최소화한다. 하지만

통상적인 역전파 알고리즘과 달리 탄력적 역전파에서는

각 가중치에 대해 별개의 학습률 (훈련과정에 변하는

값임)이 사용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훈련과정 및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전반적으로 똑같은 학습률을 적용

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편미분값의

크기 대신 그 기호만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데 사용되

며, 이렇게 함으로써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서 학습률이

동일하도록 한다. 따라서 가중치는 통상적인 역전파에

서 이루어지듯


    

  ×


 

 

와 같이 업데이트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된

다(는 반복횟수를 말하며 는 가중치임).


    

  
 ×



 


수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률 의 값은 편미

분 값의 기호가 그대로 유지되면 증가시키고, 편미분 값

의 기호가 바뀌면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부호가 바뀌었

다는 것은 학습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솟값을 지나쳤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weight backtracking이란

바로 이전에 수행한 실행을 취소하고 다음 단계에서 가

중치로 이전보다 더 작은 값을 넣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weight backtracking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알고리

즘은 최솟값을 몇 번이고 넘을 것이다.

4. neuralnet의 사용방법

neuralnet은 lm이나 glm과 같은 회귀분석에서 다루

는 함수의 사용방법과 매우 흡사하다. 필수적인 인수로

서 ‘반응변수~공변수의 합’, 공변수와 반응변수를 포함

하는 ‘데이터세트’가 지정되어야 하고, 나머지 인수들은

모두 기본값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는 datasets라는 패

키지가 제공하는 infert라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신경망

분석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알아본다[15]. 이 데이터는

자연불임이나 유도불임의 경험이 있는 여성의 불임에

대해 살펴보는 환자-대조군 연구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를 살펴보는 이유는 통상적인 인공지능 방법론에 많이

활용되므로, R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데이터는 불임인 여성 83명, 불임

이 아닌 여성 165명의 총 248명에 대한 age(연령),

parity(출산수), induced(유도불임 횟수), spontaneous

(자연불임 횟수)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parity,

induced 및 spontaneous는 0, 1, 2 등의 값을 갖는다.

신경망 훈련에 사용되는 neuralnet 함수는 복잡한 문

제라면 그에 맞게 은닉층의 개수와 은닉뉴런의 개수를

많게 정할 수도 있다. 물론 은닉층이나 은닉뉴런을 추가

하면 추가할수록 계산되는 함수는 더욱 복잡해진다.

neuralnet에서는 사용자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은닉층은

하나이고 은닉뉴런 또한 한 개다. neuralnet 함수에서 중

요한 인수는 다음과 같다.

· formula: ‘response variables ˜ sum of covariates’

의 형태로 기본값은 없다.

· data: formula에 지정된 변수를 포함하는 데이터프

레임으로 기본값은 없다.

· hidden: 은닉층과 은닉뉴런의 수를 지정하는 벡터

이다. 예를 들어 (3, 2, 1)은 3개의 은닉층으로 첫 번째

은닉층에는 3개의 뉴런이 있고, 두 번째 은닉층에는 2개

의 뉴런이, 세 번째 은닉층에는 1개의 뉴런이 있는 경우

를 나타낸다. 기본값은 1이다.

· threshold: 오차함수의편미분값이일정수준이하일

때 반복수행을 중단하는 임계치로서 기본값은 0.01이다.

· rep: 훈련 절차를 수행하는 횟수로 기본값은 1이다.

· startweights: 미리지정한가중치의초기값벡터로서

기본값은 표준정규분포에서 랜덤하게 생성된 값들이다.

· algorithm: 알고리즘의 유형을 나타내는 문자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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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prop’, ‘rprop+’, ‘rprop-’, ‘sag’ 및 ‘slr’이 있다.

‘backprop’는 통상적인 역전파를 나타내고, ‘rprop+’와

‘rprop-’는 weight backtracking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

우의 탄력적 역전파를 나타낸다. ‘sag’와 ‘slr’은 modified

globally convergent algorithm으로 학습률이 다른 모든

것들(‘sag’는 최소 절대 도함수, ‘slr’은 최소 학습률)에

따라 변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값은 ‘rprop+’이다.

· err.fct: 미분 가능한 오차함수로, 문자열 ‘sse’와 ‘ce’

가사용된다. ‘sse’는 sum of squared errors(잔차제곱합)

이고 ce는 cross entropy를 나타낸다. 기본값은 ‘sse’이다.

· act.fct: 미분 가능한 활성화함수로서 문자열

‘logistic’과 ‘tanh’은 각각 logistic 함수와 tangent

hyperbolic을 나타낸다. 기본값은 ‘logistic’이다.

· linear.output: 논리형으로 만약 act.fct이 출력뉴런

에 적용되지 않으면 linear.output은 TRUE로 놓는다. 기

본값은 TRUE이다.

· likelihood: 논리형으로 만일 오차함수가 negative

log-likelihood 함수이면 likelihood는 TRUE이어야 한다.

그러면 Akaike의 Information criterion과 Bayes

Information criterion이 구해진다. 기본값은FALSE이다.

neuralnet의 사용방법은 환자-대조군 상태의 반응변

수와 age, parity, induced와 spontaneous의 네 공변수들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면서 설명한다. 반응변수가 이진

형이므로 활성화함수는 기본값인 logistic 함수를, 오차

함수는 cross entropy를 선택한다. 또한 linear.output 항

목은 FALSE로 두어 출력값이 활성화함수인 logistic 함

수에 의해 [0, 1] 사이의 값이 나오도록 한다. 은닉뉴런

의 숫자는 문제의 복잡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은닉층이 하나이고 은닉뉴런이 두 개인 신경망은

다음과 같이 훈련시킨다.

> library(neuralnet)

> str(infert)nn <- neuralnet(case~age+parity+

induced+spontaneous, data=infert, hidden=2,

err.fct="ce", linear.output=FALSE)

> summary(nn)

신경망 훈련과정과 훈련된 신경망에 대한 기본정보

는 nn에 저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nn에는 최초 가중치

를 포함하여, 분석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다. 그 중 중요한 값들은 다음과 같다.

· net.result: 전반적인 결과값을 포함한 리스트로서,

각 반복에서 신경망을 돌린 결과를 포함한다.

· weights: 각 반복마다 신경망에서 추정된 가중치를

포함하는 리스트이다.

· generalized.weights: 각 반복마다 신경망의 일반화

된 가중치를 포함하는 리스트이다.

· result.matrix: 매 반복마다 오차, 실제 임계값, 필요

횟수, AIC와 BIC의 값(likelihood=TRUE라고 명시한 경

우 계산됨)으로, 추정된 가중치를 포함하는 행렬이다.

매 반복마다 해당 값들이 열에 나타난다.

· startweights: 매 반복마다 초기 가중치를 포함하는

리스트이다.

신경망 분석 결과물의 요약은 R에서

nn$result.matrix를 입력하면 나온다.

> nn$result.matrix

오차함수에 대한 모든 편미분 값의 절대치가 0.01(기

본 임계값임)보다 작아질 때까지 훈련과정은 20959회

반복되었다. 추정된 가중치는 –751.6부터 7.25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값을 취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은닉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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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편은 –92.6과 7.25이며, 첫 번째 은닉뉴런으로 가

는 공변수 age, parity, induced, spontaneous에 대한 가

중치는 각각 3.17, -5.20, -36.82, -751.6이다. 원 데이터

는 nn$covariates와 nn$response은 물론 nn$data에도

저장되어 있다. 신경망분석의 결과물인 예측치 는

nn$net.result에 나타난다. 이 사례에서 객체

nn$net.result는 하나의 열에 나타나는데, 이는 반복횟수

가 1번이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 번 반복했다면 여러 개

의 열에 예측치가 나타날 것이다.

neuralnet은 일반화 가중치를 구해준다[16]. 일반화

가중치 는 번째 공변수의 변화가 로그오즈

(log-odds)의 변화에 기여하는 크기로 정의된다.

 

log

 

일반화 가중치는 각 공변수 의 영향력을 나타내므

로 회귀모형에서 번째 회귀모수와 같이 해석할 수 있

다. 하지만 일반화 가중치는 다른 모든 공변수에 의해서

도 영향을 받는다. 이들 가중치는 분산이 작다는 것은

선형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해당 공변수의 영향력이

선형인지 보여준다. 이들 일반화 가중치는

nn$generalized. weights에 저장되어 있다.

5. 결론

이 논문은 다층 퍼셉트론과 지도형 학습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neuralnet이라는 패키지를 사

용하여공변수들과 반응변수간의 함수적 관계를 어떻게

모델링하는지살펴보았다. 본논문에서는독립변수는 물

론 반응변수도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도형

(supervised) 학습알고리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알고

리즘은 반응변수 값의 실제치와 예측치 간의 비교에 근

거한 오차함수의 최소화를 위한 모수(가중치)들의 계속

적인 조정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

용해 오차함수의가중치편미분 값이음수이면 가중치를

증가시키고, 가중치 편미분 값이 양수이면 가중치를 감

속시키는 작업을, 각 가중치에 대한 오차함수의 편미분

절대값이 일정한 임계값보다 작아질 때까지 계속한다.

neuralnet 패키지에는 회귀분석에서와 같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다층 퍼셉트론 모델을 훈련시키는 유연

한 함수가 있다. neuralnet 패키지는 대부분의 매개변수

들을 쉽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연한 패키지이

다. 예를 들어, 활성화함수와 오차함수를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고 나머지 매개변수들은 기본값으로

둘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불임이나 유도불임의 경험이 있

는 여성의 불임에 대해 살펴보는 데이터에서 독립변수

인 age(연령), parity(출산수), induced(유도불임 횟수),

spontaneous(자연불임 횟수)가 불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은닉층이 하나이고 은닉뉴런이 2개인 신경망분석을 통

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경망의 가중치들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각 공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신경망 모델을 추

정하고, 어떤 공변수가 반응변수에 영향력이 있는지 살

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공변수 조합에 대해

반응변수를어떻게 예측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의연구에서는 각가중치에 대한 점추정치를구

했는데, 다음에는 각 가중치에 대한 신뢰구간은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도

형학습모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추후연구에서는 비지

도형의 경우 어떤 학습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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