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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논문에서는 다층퍼셉트론(MLP:Multilayer Perceptron)에서 입력에 잡음이 섞인 경우 출력노드의 

확률 도 함수를 유도하고, 이의 분으로 잡음에 의하여 패턴이 오인식될 확률을 유도하 다. 그리고, 이

를 향상시키는 선형  방법을 제안하 다. 즉, 독립성분분석(ICA: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과 

주성분분석(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를 용하여, 이들이 지닌 잡음 처리 효과를 

SNR(Signal-to-Noise Ratio) 에서 분석하 다. 그리고 이들이 잡음을 처리한 후 MLP에 입력 시 

나타나는 잡음 강건성을 필기체 숫자 인식의 시뮬 이션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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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se the noise robustness of MLPs(Multilayer perceptrons) through 

deriving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p.d.f.) of output nodes with additive input noises and 

the misclassification ratio with the integral form of the p.d.f. functions. Also, we propose linear 

preprocessing methods to improve the noise robustness. As a preprocessing stage of MLPs,  

we consider ICA(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and PCA(principle component analysis). 

After analyzing the noise reduction effect using PCA or ICA in the viewpoints of 

SNR(Singal-to-Noise Ratio), we verify the preprocessing effects through the simulations of 

handwritten-digit recognitio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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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단층 퍼셉트론(SLP: Single-layer Perceptron)이 선

형 으로 분리할 수 있는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다는 

단 을 해결하기 하여 제안된 다층퍼셉트론(MLP: 

Multilayer Perceptron)은 충분한 수의 간층 노드들

이 있으면 임의의 비선형 함수를 제한된 오차 내에서 

근사화 할 수 있다[1]. 이를 근거로 MLP가 패턴인식, 

음성인식, 시계열 측, 비선형 제어, 이동통신, ATM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2-7]. 한편, 이러

한 응용분야에서 MLP의 입력은 많은 잡음을 지닐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의 성능 하에 한 분석을 MLP의 

실질  문제 응용을 해 행해져야 한다. 

이제까지 행해졌던 MLP의 잡음에 의한 성능 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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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먼  간층 노드들이 문턱함수(threshold 

function)인 경우에 행해졌다[8][9]. 간층 노드들이 시

그모이드 비선형 변환을 지닌 경우는, 출력을 입력에 

한 미분의 형태로 구해진 것이 부분이었다[10]. 이

러한 분석 결과들은 시그모이드 비선형을 다루지 않았

거나, 혹은 출력에서 성능이 하되는 이 아니어서 

직  효용성이 떨어진다.

한편으로, MLP의 강건성을 주제로 한 연구도 진행되

었었는데, Delashmit와 Manry는 MLP의 학습에서 오

차가 학습의 진행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

을 방지하기 한 방법, 즉, 학습이 강건하게 이루어지

는 방법을 MLP의 가 치 기화를 하게 하는 방

식으로 제안하 다[11]. 이 방법은 학습 과정의 강건성

에 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Chung 등은 

MLP에서 간층이 많아지면 강건성이 하되는 문제

를 해결하기 하여 층별로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12]. 그 지만, 부분의 경우에 MLP는 간층이 하

나 인 경우를 많이 사용한다. Sanchez-Poblador 등은 

MLP의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ICA(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를 처리 단계

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 다[13]. 이 방법은 입력 잡음의 

강건성 향상을 하여 제안한 방법은 아니며, 패턴인식 

문제에서 ICA 처리를 하게 되면, 그 특징들이 독립

이 되어 오히려 패턴인식 성능이 하되는 문제가 있

다. Bae 등은 ICA와 MLP를 목하여 선택  주의 집

을 구 하 다[14]. 즉, ICA 처리 후 MLP에 입력된 

정보에 근거하여 출력값이 계산되면, 이  MLP의 출력

단 정보에 의해 처리 단계인 ICA의 가 치를 변경시

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MLP의 출력 정보에 의하여 

ICA가 암묵신호분리를 잘 하도록 재학습시키는 방법이

다. 한편,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사용

하여 MLP의 간층 노드 수를 결정하고, 그 간층 가

치의 기 값으로 사용한 방법을 Park 등이 제안하

다[15]. 이 방법은 MLP의 간층 가 치 기화를 

한 방법으로 입력 잡음의 강건성과는 무 하다. 

이 논문에서는, MLP의 입력 패턴에 잡음이 섞일 경

우 출력에 그 향을 미쳐서 인식성능이 하되는 정도

를  확률 도함수(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의 분 형태로 유도한다. 그리고, 입력 잡음에 의해 인

식성능의 하를 방지하기 한 선형  처리 단계로 

주요소분석(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독

립성분분석 (ICA: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을 

고려하여, 이들이 지닌 잡음 감소 효과를 분석한다. 마

지막으로 필기체 숫자의 시뮬 이션으로 PCA와 ICA

의 처리 단계를 거치는 것이 입력 잡음에 한 MLP 

강건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II장에서 MLP의 

입력 잡음에 한 강건성을 p.d.f.의 유도  이의 분

으로 구한다. III장에서 MLP의 선형  처리단계로 

PCA와 ICA를 수행하는 경우 SNR의 효과를 유도한다. 

IV장에서 필기체 숫자 인식 문제의 시뮬 이션으로 

PCA와 ICA의 잡음 강건성 효과를 확인하고, V장에서 

결론을 맺겠다. 

II. 다층퍼셉트론의 잡음 강건성 분석

MLP가 잡음에 한 강건성을 지니는 것을 정성 으

로 설명하면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는, 간층 노드

들 간의 직교(orthogonal) 성질 때문이다. 간층 노드

들은 학습 과정 에 직교하도록 학습되는 경향이 있

다. 따라서, 비록 입력에 잡음이 같이 들어오더라도 

간층 노드의 출력들은 서로 직교하므로 출력층 노드 계

산 시 서로 상쇄되어 잡음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한

다. 두 번째는 정보 이론  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MLP의 학습 시 각 계층들은 입력 패턴의 인

식에 유용한 정보는 간직하고, 유용하지 않은 정보는 

제거하려고 한다. 이 게 학습된 MLP에 입력과 함께 

잡음이 들어오면, 입력 패턴의 분류에 유용하지 않은 

잡음은 계층  정보처리 과정에서 제거되는 효과를 지

닌다.

여기서는 MLP의 잡음 강건성을 패턴인식으로 국한

하여, 잡음이 패턴의 오인식률에 미치는 향을 수식

으로 유도하는 형태로 분석하겠다. N-H-M (N 입력노

드, H 간층 노드, M 출력층 노드) 구조 MLP가 학습

이 완료되었다고 하자. 이때, 입력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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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p )= [x ( p)1 ,x
( p)
2 ,…,x

( p)
N ]

T 가 N(0,σ I) 분포의 

i.i.d.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 잡음 

x n= [xn1 ,x
n
2,…,x

n
n]
T 에 의해 변형되면, 입력은

x= x ( p)+ xn                (1)

이 된다. 그리고, j 번째 간층 노드에 입력되는 가

치 합은

a j= a
(p)
j + ∑

N

i= 1
w jix

n
i , j= 1,2,…,H      (2)

와 같이 된다. 여기서, W=(wji) 는 입력에서 간

층으로의 연결 가 치 행렬이고,

a ( p)j = w j0+ ∑
n

i= 1
w jix

(p)
i
            (3)

이다. 그러면, 가우시안 확률변수의 합은 가우시안이므

로, a= [a 1 ,a 2,…,aH]
T는 가우시안 확률벡터가 되

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을 것이며, 그 p.d.f.(probability 

density function)는

fa(a)=
1

(2π)H|C|
exp [- 12 (a-E[a])

T
C-1(a-E[a])]

(4)

이 된다. 여기서, C=(Cij)는 a 의 covariance 행렬

이며,

Cji=σ
2
I ∑
N

k=1
w ikw jk             (5)

이다. 간층 노드의 출력 벡터 

h= [h 1,h 2,…,hH]
T 는 시그모이드 비선형 변환










          (6)

에 의해 계산된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여 h

의 p.d.f.를 유도하면

fh(h)=

fa(-T ln [ 2
h1+1

-1],…,-T ln [ 2
hH+1

-1])
|Jh(a1,a 2,…,aH)|

(7)

이고, 여기서 

J h(a 1 ,a 2,…,aH)= ( 12T )
H

∏
H

k= 1
(1- hk)

2   (8)

이다. h 는 가우시안이 아니지만 분산은 유한함을 알 

수 있다.

이제 k 번째 출력 노드에 입력되는 가 치 합은

b k= v k0+ ∑
H

j= 1
v kjh j,k= 1,2,…,M     (9)

이고, 여기서 V= (v kj) 는 간층과 출력층을 연결하

는 가 치 행렬이다. b 의 p.d.f.를 유도하기 해서 

H-M 개의 보조 변수를 

b k= hk,k=M+1,M+2,…,H    (10)

로 도입한 후에 벡터 형태로 표 하여   

β= [b 1- v 10,…,bM- v M0,b M+ 1,…,b H]
T 로 두

면,

β= Zh                   (11)

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여기서,

Z=













v 11 v 12 … v 1,M+ 1 … v 1H
v 21 v 22 … v 2,M+ 1 … v 2H
⋮ ⋮ ⋮ ⋮
vM1 vM2 … vM,M+ 1 … vMH

1 0
0 ⋱

1

   (12)

이다. 출력층 연결 가 치 행렬 V 가 full rank이면 

Z 는 non-singular 이므로, 역행렬이 존재하고

h= Z
- 1β                 (13)

이다. 이 계를 이용하면 β 의 p.d.f.는

f β( β)=
f h( Z

- 1β)

|J(h 1,h2,…,hH)|
     (14)

로 구해지며, J(h 1,h 2,…,hH) 는 수식 (11)의 

Jacobian 이다. 그러면, b 의 p.d.f.는 수식 (14)를 모

든 보조변수에 해 분하여

f b( b )=
⌠
⌡

∞

-∞

⌠
⌡

∞

-∞
…⌠

⌡

∞

-∞
fβ( β)dhM+1…dhH (15)

로 구할 수 있다.

만약, 입력 패턴 x ( p) 가 첫 번째 class에 속하는 패

턴이라면, 잡음의 향 때문에 오인식될 확률은

Pr (Ep)= 1-
⌠
⌡

∞

-∞

⌠
⌡

b 1

-∞
…⌠

⌡

b 1

-∞
f b( b )dbM…db 2db 1

(16)

로 구해진다. 이 수식 (16)을 실제 상황에서 수치해석 

방법을 도입하여 계산하려면 H 차원의 분을 하

여야 하므로 계산양이 아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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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잡음강건성을 위한 선형 전처리 

MLP의 잡음강건성을 향상시키기 한 선형  처

리 방법으로 데이터의 2차 상 성을 제거하는 표  

방법인 주요소분석(PCA)과 고차 상 성 까지도 제거

하는 독립성분분석(ICA)을 고려하 다. 여기서는, PCA

와 ICA를 처리 단계로 도입하는 경우, 각 방법에서 

잡음에 한 향이 감소되는 효과를 분석한다. 

1. 주성분분석(PCA)

PCA는 일련의 벡터들로 주어진 데이터들의 평균을 

0으로 처리하고 나서 상 행렬을 구한 후 이를 근거로 

eigenvalue와 eigenvector들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 벡터에 선형 변환을 가하는 것이다. 즉, PCA에 

의해 구한 eigenvector들로 행렬을

E= [ e 1, e 2,…, e N ]             (17)

와 같이 구성하자. 이때 각 eigenvector e i 는 

eignevalue λ
i
를 지닌다고 할 때, 이들이 정렬되어 

λ
1 > λ 2 >… > λ N 이 되도록 한다. 그러면, λ i 는 데이

터들이 e i 방향으로 가지는 분산에 해당 된다. 행렬 

E 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u= Ex                  (18)

와 같이 선형 변환을 시키면 PCA에서 구한 

eigenvector들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좌표축을 변형한 

것이다. 물론, e 1 방향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크며 

eN 방향의 분산은 아주 작게 나타난다. 부분의 데

이터는 eignevalue들이 큰 값에서 감소하다가 갑자기 

아주 작은 값을 지니게 된다. 즉, λ
1…λ

L
는 어느 정

도 큰 값을 지니고, λ
L+ 1,…,λ N 는 아주 작은 값을 

지닌다고 하면, u 는 L 차원으로 여도 데이터에서 

소실되는 정보가 아주 미미하다. 이와 같은 에서

uˆ= [ e 1e 2… e L]x= ∑
L

j=1
( e j⋅ x)e j     (19)

와 같이 차원이 축소된 근사 데이터를 만든다. 

식 (1)과 같이 신호원 벡터에 잡음이 섞인 경우 PCA

에 의한 잡음 감소 효과를 살펴보자. 먼 , uˆ 에 있는 

신호 성분의 power는 

P s= ∑
L

j= 1
( e j⋅ x

( p )
)2≈ ∑

N

j= 1
(x (p)j )

2     (20)

로 주어지는 데, 이것이 의 수식 (20)과 같이 x ( p )

의 power와 거의 같은 이유는 PCA의 성질 때문이다. 

다음으로 uˆ 의 잡음성분 power는 

Pn= ∑
L

j= 1
( e j⋅ x

n
)2= ∑

L

j= 1
(xnj )

2= Lσ 2I    (21)

이다. 여기서, 식 (21)은 x n 이 i.i.d.(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x 의 PCA 변환 후 uˆ 을 얻으면 잡음의 

power는 Nσ 2I 에서 Lσ 2I 으로 어들므로 

10 log (N/L) 만큼 SNR(Signal to Noise Ratio)이 향

상된다.

2. 독립성분분석(ICA)

ICA 알고리즘[16]에 따라 얻은 분리(unmixing) 행렬 

 (크기:N×N )를 이용한 선형 변환 결과는 

      u= W x                (22)

와 같이 표 된다. 이때,  신호 성분의 power는

P s= ∑
N

j= 1
( e j⋅ x

( p )
)
2          (23)

이고, 잡음 성분의 power는

Pn= ∑
N

j= 1
( e j⋅ x

n
)2            (24)

로 구해진다. ICA에 의해 학습된 unmixing 가 치 행

렬을 이루는 각 vector가 ||e j||
2= 1 이라고 하면 식

(23)과 (24)는 각각 x 의 신호  잡음의 power와 같

다. 즉, N×N 형태의 ICA에서는 잡음의 감소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는 PCA의 경우에도 차원 축소를 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음으로, ICA의 unmixing 행렬  의 크기가 

P×N 인 경우를 고려해보자. 이 경우, 신호  잡음의 

power는 각각

P s= ∑
P

j= 1
( e j⋅ x

( p )
)
2          (25)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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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 ∑
N

j= 1
( e j⋅ x

n
)2            (26)

로 구해진다. 만약 PCA 경우에서처럼 ICA에 의해 얻

은 unmixing 행렬에 의한 선형변환이 신호의 power를 

그 로 간직한다고 하면 잡음의 power는 어들어 

SNR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 지만, ICA의 변환 후 

각 성분들은 통계  독립성을 지니게 되므로, 이는 

MLP가 학습에 의해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특성에 반한 형태의 데이터를 만든 것이다. 즉, 

MLP가 학습하기에 어려운 형태의 변환이 이루어진 것

이다. 

따라서, ICA를 처리 단계로 한 후 MLP와 합하

여 인식기를 구성하는 것은 SNR 에서 아무런 이득

을 기 할 수 없으며 오히려 MLP의 학습이 어려운 형

태의 데이터 변환 때문에 학습 성능이 아주 하되므로 

합하지 않은 형태이다.

IV. 시뮬레이션

처리에 의한 MLP의 잡음 강건성 향상을 확인하기 

한 시뮬 이션 상으로 CEDAR 데이터베이스의 필

기체 숫자 인식을 다룬다. 학습 상은 18,468개의 

12×12 필기체 숫자 상이며, 각 픽셀은 16 벨의 그

이 값을 지닌다. [그림 1]은 필기체 숫자 상의 일부

분을 보여 다.  

그림 1. 필기체 숫자 영상

 

이를 144-30-10 구조의 MLP에 학습시킨 후, 2214개

의 학습시키지 않은 시험 상에 가우시안 잡음이 섞인 

경우의 인식률 하를 조사하 다. [그림 2]는 시험패턴

에 잡음이 섞인 상의 이다. 제일 의 열은 SNR이 

25dB이며 차례로 5dB씩 잡음이 증가하여 제일 아래 열

은 SNR이 0dB인 상이다. 5dB 까지는 상을 알아볼 

수 있으나, 0dB의 경우 사람이 알아보기도 힘든 정도임

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 상인 144차원의 18,468

개 필기체 숫자 상에 해 PCA를 수행하여 

eigenvalue를 조사한 후, 40차원으로 데이터 차원을 축

소한 데이터로 40-30-10 구조의 MLP를 학습 시킨 후, 

역시 마찬가지의 가우시안 잡음이 섞인 시험 상 숫자

의 인식률 하를 조사하 다. 마지막 비교방법은 144

차원의 학습 데이터들로 ICA를 학습시켜 얻은 144차원

의 데이터를 144-30-10 구조의 MLP에 학습시킨 후, 마

찬가지 방법으로 잡음의 강건성을 조사하 다.  이 게 

조사한 결과를 [그림 3]에 그렸다. [그림 3]은 MLP의 

학습횟수 500 sweep 후 얻은 가 치를 지닌 것으로 인

식률을 조사한 결과(W500)와 학습 과정  가장 일반

화 성능이 좋은 가 치를 지닌 MLP를 사용하여 인식

률을 조사한 결과(Wmin)로 구분된다.

그림 2. 잡음이 섞인 숫자 영상

 

먼 , ICA로 처리 후 MLP를 학습시킨 경우에는 

상하 던 바와 같이 잡음의 강건성이 제일 나쁘다. 

이는 ICA에 의한 데이터 변환이 잡음 제거 효과는 지

니지 못하며, 오히려 MLP의 학습이 어려운 상태로 데

이터 변환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PCA로 처

리 후 MLP에 학습시킨 경우가 MLP 경우보다 잡음 강

건성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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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 던 바와 같이 PCA에서 얻은 eignevector들을 

이용한 차원 축소가 신호의 특성은 최 한 유지하면서 

잡음을 제거하여 주었기에 얻어진 결과이다.

PCA가 차원 축소 시 잡음 제거 효과를 지니므로, 

ICA로 차원을 축소한 경우에도 잡음 제거 효과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하여 시뮬 이션을 하 지만, ICA에 

의한 차원 축소로 얻어진 데이터들은 서로 독립 인 성

향 때문에 MLP에서 제 로 학습이 되지 않았다. 즉, 독

립성분분석에 의해 추출되는 데이터는 패턴인식에서 

MLP가 학습하기 어려운 형태임을 나타낸다. 

 

그림 2. 필기체 숫자 영상의 SNR에 따른 오인식률

(W500:500번 학습 후 결과, Wmin: 최고인식성능 결과)

MLP에 PCA 처리를 용한 경우와 용하지 않는 

경우의 계산양을 비교해보자. PCA를 용하지 않는 경

우는 MLP의 방향 계산에 ××  만큼

의 곱하기 연산이 필요하다. 한편, 입력 벡터가 PCA에 

의해   차원에서 차원으로 어들면, 처리 단계

부터 MLP의 방향 계산에 필요한 곱하기 양은  

×××이 되므로 원래보다 인식

을 한 방향 계산에서 ×   ×만

큼 곱하기 연산이 더 수행되어야 한다. 물론, 학습단계

에서는 MLP를 학습시키는 것과 별도로 학습패턴으로

부터 PCA 결과를 얻어내는 것 만큼의 계산양이 더 필

요하다. 

V.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먼  MLP가 지닌 입력 잡음에 한 

강건성을 정성 으로 고찰한 후 통계학 인 방법으로 

유도하 다. 즉, 입력잡음이 섞인 경우 출력노드들의 확

률 도 함수를 유도하고, 이의 분으로 입력패턴의 오

인식 확률을 유도하 다. 실제, 이 수식을 용하여 수

치해석 으로 값을 계산할려면 간층 노드 수 만큼의 

분을 수행하므로 막 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다음으로, MLP의 입력 잡음에 한 강건성을 향

상시키기 한 선형  방법으로 주성분분석(PCA)와 

독립성분분석(ICA)를 제안하여 이 방법이 지닌 잡음 

제거 효과를 SNR 에서 유도하 다. 시뮬 이션을 

통하여 ICA는 잡음 제거 효과를 지니지 못하는 반면에 

오히려 데이터의 특성들이 독립 이 되도록 하여, 데이

터들로부터 학습을 통해 법칙을 찾아내는 MLP의 학습

성능이 오히려 하됨을 확인 하 다. PCA는 차원 축

소 시 신호는 유지하면서 잡음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서, MLP의 잡음 강건성이 많이 향상됨을 시뮬 이션으

로 보 다. 

실제의 환경에서 MLP를 이용한 응용 문제를 다룰 

때, PCA에 의한 처리 과정은 잡음의 강건성을 향상

시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표 인 선형처리 방식

인 PCA와 ICA 만을 고려하 는데, 추후 Isoamp[17]이

나 LLE(Lacally Linearly Embedding)[18] 같은 차원축

소 알고리즘을 MLP의  단계로 용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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