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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Sigmoid와 같은 Squashing함수 또는 정류선형단위(Re-

ctified linear unit)와 같은 비선형활성함수를 사용하는 은

닉층 수가 하나 이상 있고 선형변환이 있는 순방향 신경망

(Feedforward neural network)은 임의의 함수를 0이 아닌 

임의의 정확도로 근사화할 수 있다[1]. 많은 경우 비선형활성

함수를 가진 은닉층 수가 하나인 단층 순방향 신경망(Single 

layer forward neural network)보다 비선형활성함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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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은닉층 수가 많은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이 

필요한 파라미터 수가 적고 일반화 오차가 감소한다[1]. 이러

한 이유로 심층신경망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심층신경망에서는 선형변환과 비선형활성함수를 사용하는 

비선형변환을 반복적 수행한다. 심층신경망의 학습은 선형변

환과 비선형변환의 반복을 통해 계산되는 출력값과 레이블의 

함수인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선형변환의 파라미터를 구하

는 과정이다. Fig. 1과 같은 2개 클래스를 구분하는 분류문제

를 통해 심층신경망에서 사용되는 비선형활성함수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입력변수   의 다양한 조건에서 얻어지는 

결과치   들이 있고 각 들은 클래스 0 또는 클래

스 1에 속한다고 하자. 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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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 의 선형변환으로 구해지는 

초평면 를 이용하여 들의 클래스를 최대한 구분한 후에 비

선형활성함수 를 이용하여 들을 비선형 변환하여 분류성

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하지만 비선형활성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은닉층 수가 많은 

심층신경망의 손실함수는 비볼록 손실함수(Non-convex 

loss function)로써 경사하강법을 사용하여 손실함수의 미분

계수가 0인 점을 찾는 경우, 찾아진 점은 전역최솟값(Global 

minimum)을 보장하지 못하고 극솟값(Local minimum), 

극댓값(Local maximum), 안장점(Saddle point) 3가지 경

우 중의 한 경우를 찾게 된다. 은닉층 수가 많은 심층신경망

의 손실함수 모양은 매우 복잡함이 알려져 있다[2].

은닉층이 깊은 심층신경망이 경사하강법을 사용하여 학습

하는 동안 빈번히 나타나는 다른 주요문제는 기울기 소실 문

제(Vanishing gradient problem)이다. 기울기 소실 문제는 

경사하강법과 같은 기울기를 이용한 학습알고리즘으로 신경

망을 학습할 때 작은 기울기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로, Hochreiter[3]의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연구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Hochreiter

등[4]에 의해 연구되었다. 하지만 기울기 소실 문제는 순환신

경망 뿐만 아니라 경사하강법을 사용하는 심층신경망[5], 합

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6] 등 은닉층

이 깊은 모든 신경망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기울기 소실이 발생하는 원인을 선형변환과 비

선형변환에 대한 영향으로 구분하여 비선형활성함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기울기 소실을 파라메트릭 활성함수(Para-

metric activation function)[7]가 완화할 수 있음을 보인

다. 제안된 파라메트릭 활성함수는 입력되는 데이터의 특성

에 따라 활성함수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포함하고 있는 활성함수이다. 파라메트릭 활성함수의 간단한 

예로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임의의 활성함수에 크기

와 위치를 변환시킬 수 있는 파라미터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파라메트릭 활성함수에 도입된 크기 및 위치와 관련

된 파라미터들은 역전파과정을 통해 손실함수를 최소화되도

록 학습시킬 수 있다.

기존에 기울기 소실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된 활성함수들은 

ReLU, Sigmoid, Tanh 등과 같은 비선형활성함수들의 변형 

또는 결합으로 연구되었지만 제안된 파라메트릭 활성함수는 

활성함수로 사용할 수 있는 임의의 비선형활성함수에 크기 

및 위치와 관련된 파라미터를 간단히 적용하여 비선형활성함

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기울기 소실을 완화할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 

2. 관련 연구

심층신경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울기 소실 문

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려는 기존 연구들이 있었으며, 다음

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파라미터 초기화 전

략, 둘째 다양한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을 이용한 학습방법, 

셋째 순환신경망에서 사용되는 LSTM(Long short-term 

memory)[8,9]과 GRU(Gated recurrent unit)[10]를 이용

한 방법, 마지막으로 다양한 비선형활성함수들을 이용한 연

구가 있다.

Glorot와 Bengio는 선형변환층의 가중치 파라미터의 초

기화 방법으로 기울기 소실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였

다[5]. 모든 은닉층의 비선형변환층의 분산과 모든 은닉층의 

입력에 의한 선형변환층의 변화율 분산이 같아지도록 정규화

한 초기화(Normalized initialization)방법을 제안하였다. 

He 등[11]은 활성함수로 ReLU 함수를 사용할 때 선형변환

과정의 파라미터 초기화 방법을 소개하여 30개가 넘는 은닉

층을 사용한 모델에 대해서도 수렴함을 보였다. Hinton 등 

[12]은 심층신뢰신경망(Deep belief network)에서 각 층을 

개별적으로 비지도 사전 학습한 뒤 학습된 값을 초기화 값으

로 주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울기 소실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률을 학습과정에서 적응시키

는 적응형 최적화 방법인 AdaGrad[13], AdaDelta[14], 

Adam[15]이 연구되었다. 과거의 기울기를 누적하여 반영하

는 AdaGrad는 학습시작에서부터 기울기 제곱들을 누적하면 

학습률이 필요이상으로 빠르게, 과도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1].

순환신경망에서 순차열(Sequence)이 긴 문장 안에 있는, 서

로 멀리 떨어진 두 단어가 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BPTT 

(BackPropagation Through Time)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

하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 혹은 폭발 문제가 발생하여 학습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순차열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잃지 않고 전달될 수 있는 메모리 셀

(Memory cell)을 사용하는 LSTM[8,9]과 GRU[10]가 제안

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비선형활성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ReLU[6], Hexpo[16], ISigmoid[17], ReLTanh[18] 등이 

있다. ReLU는 양수인 값을 가진 구간에 대해서는 기울기 값

이 1을 갖는 함수로 기울기 소실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기울

기 폭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9].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

Fig. 1. Nonlinear Classification Problem with 2 Classes 

(   parameter,    inpu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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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기가 특정 임계값을 넘으면 크기를 조정하는 Gradient 

clipping[20]이 도입되었으며 ReLU의 다양한 함수 변형이 

있다[21].

Kong과 Takatsuka[16]에 의해 연구된 Hexpo는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는 기울기 크기를 파라미터로 조절하여 기울기 

소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개되었다. Tanh와 

기본 형태는 유사하지만 활성함수의 형태를 결정하는  

4개의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고 각 은닉층의 모든 노드들은 

를 공유하고 있다. Hexpo 활성함수는 4개의 공유 파

라미터에 의해 활성함수의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다

양한 비선형변환이 가능한 활성함수이다. MNIST 실험에서 

Hexpo는 ReLU 보다 정확도와 학습속도에서 우월한 성능을 

보였다.

Qin 등[17]이 연구한 ISigmoid와 Wang 등[18]이 연구한 

ReLTanh는 각각 Sigmoid와 Tanh에 LReLU(Leaky ReLU) 

[21]를 결합한 비선형활성함수로 두 비선형활성함수 모두 중

심부분은 Sigmoid와 Tanh을 사용하고 포화가 일어나는 양

쪽 끝부분을 두 개의 직선으로 대체하여 구성된다. ISigmoid

는 구간을 정하는 파라미터 와 기울기를 결정하는 가 있고 

ReLTanh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 특히 ReLTanh

의 는 양수 및 음수 임계값으로 직선의 시작위치와 기

울기를 결정하며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된다. 

Wang등[18]은 ReLTanh에서 중간에 Tanh 모습은 비선형 

학습 기능을 제공하고 양쪽 끝부분의 선형 부분이 기울기 소

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후 최근에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asodi 

등[22]는 학습 epoch 구간을 나눠 학습률을 다르게 적용하

는 전략을 제안하여 모델의 학습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

하였다.

3. 파라메트릭 활성함수의 기울기 소실 문제 완화

3.1 기울기 소실의 3가지 원인

기울기 소실 문제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Fig. 2와 

같은 일반적인 심층신경망을 고려하자.

Fig. 2에 제시된 심층신경망은 개 입력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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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입력층이 있고, 전체 개의 은

닉층과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번째 은닉층에서 

  ×개의 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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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 

이때 을 구성하는 번째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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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선형변환된 번째 은닉층의 벡터 는 ×개의 비선형활

성함수 벡터   
 ⋯ 

 


를 통해 원소별로 비선형변환

된다. 심층신경망의 모든 선형변환층의 가중치와 절편 파라

미터를 로 나타내고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마지막 활성함

수  은 Softmax, 손실함수 은 Cross-Entropy를 나

타낸다.

Equation (1)은 선형변환과 비선형변환을 반복하여 나온 

심층신경망의 출력값이고 Equation (2)는 Equation (1)의 

출력값과 레이블 에 의해 정의 되는 손실함수이다.

 


  

 

⋯ 

 

 

 ⋯  
  (1)

                            (2)

 
번째 은닉층에서 노드 와 노드 를 연결하는 파라미터 


는 Equation (3)과 같이 경사하강법을 통해 최적화된다.

 


 

 ∇
                  (3)

 

여기서 는 학습률, ∇
 는 

에서 손실함수의 변화

율이다.

Fig. 2에서 번째 은닉층의 선형변환된 벡터 은 Equation 

(4)에 의해서 계산되고 을 비선형활성함수에 의해 비선형

변환된 벡터  은 Equation (5)로 계산된다.

 


 



 

   ⋯           (4)


   

      ⋯            (5)

 

기울기 소실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번째 은

닉층에서 파라미터 
 에 의한 손실함수의 변화율 ∇

  

을 생각해보자. 
 에 의한 손실함수의 변화율 ∇

 은 연

쇄법칙에 의해 다음 Equation (6)으로 구할 수 있다.

 

∇
 
  



 

 

 

 

 

⋯





 







 (6)

 

Equation (6)에서   과     그리고 




을 제외하면   과        형태

Fig. 2. Structure of Deep Neural Network (the  hidden layer

has 
 nodes and consists of a total of   hidden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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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Jacobian 행렬이 반복적으로 곱해진 형태이다.

Equation (6)에 따르면, 심층신경망에서 발생하는 기울기 

소실문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유형 1)   
  ⋯   ⋯  의 누

적 곱에 의한 발생. 여기서   
는 Jacobian 행렬

  의 번째 행, 번째 열의 원소이다.

유형 2)    
  ⋯  

   ⋯  

의 누적 곱에 의한 발생. 여기서     는 Jacobian 

행렬    의 번째 행, 번째 열의 원소이다.

유형 3) 유형 1과 유형 2의 복합적 효과에 의한 발생.

심층신경망 학습에서 기울기 소실은 은닉층의 입력
 에 

의한 선형변환  의 변화율 값이   인 항의 

누적 곱에 의한 발생과   에 의한 비선형변환  의 변

화율 값이    
인 항의 누적 곱에 의한 발생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의 복합적 효과에 의한 발생으로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번째 은닉층에서 파라미터 
 

에 의한 손실함수의 변화율 ∇
 를 연쇄법칙에 의해 계

산하는 과정에서   
인 항이 많이 존재하면 

활성함수와 무관하게 기울기 소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활성

함수의 함수적 특성 때문에    이 많이 존

재하면 기울기 소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은닉층이 깊은 심층신경망에서 모든 은닉층에 대한 활성함

수를 Sigmoid, Tanh와 같은 비선형활성함수를 사용할 때 

   
≤인 비선형활성함수에 의한 기울기 소실

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Sigmoid인 경우    


의 최댓값이 0.25로 비선형활성함수에 의한 기울기 소실이 

크게 발생한다.

3.2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신경망학습은 경사하강법을 이용하여 손실함수를 최소화

하는  파라미터를 구하는 과정과 비선형활성함수 를 이용

한 비선형변환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Fig. 3(a)참조). Fig. 3(a)에서 는 번째 경사하강법을 통

해 학습된 선형변환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이 과정의 문제점

은 손실함수를 이용한 비선형변환이 손실함수 값을 최소화한

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손실함수와 관계없는 활성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나

영 등[7]은 손실함수의 값에 따라 활성함수의 형태를 변화시

킬 수 있는 파라메트릭 활성함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파라

메트릭 활성함수는 활성함수의 크기와 위치를 변환시킬 수 

있는 2개의  파라미터를 도입한 활성함수이다. 여기서 도

입된 2개의 파라미터 는 역전파과정을 통해 손실함수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된다. 이러한 과정이 Fig. 3(b)에 

제시되어 있다.

(a)   (b)

Fig. 3. Linear Transformation Parameters  Learned through

the th Gradient Descent Method. (a) Conventional Activation

Function and (b) Parametric Activation Function

Parametric activation 

function formula
Note

Parametric 
activation function

  
Common 

form

Parametric ReLU       ≥ 
   

Modified 

ReLU

Parametric 
Sigmoid

 


   

 Modified 
Sigmoid

Parametric PN 
Sigmoid 

 


   




 Modified 

Sigmoid

Parametric Tanh     

    Modified 

Tanh

Table 1. Various Parametric Activation Functions










Parametric 
ReLU   ≥ 

        ≥ 
       ≥ 

   

Parametric 
Sigmoid

 






   


 



 

Parametric 

PN Sigmoid 
 







   






 



 

Parametric 
Tanh    





  

  

   


Table 2. Gradients of Various Parametric Activation Functions

파라메트릭 활성함수의 파라미터 의 자세한 역할을 보

기 위해 대표적인 비선형활성함수 ReLU와 Sigmoid 그리고 

Tanh에 대한 파라메트릭 활성함수로의 변환과 크기 및 위치 

파라미터  그리고 입력 에 의한 파라메트릭 활성함수의 

변화율을 나타내면 각각 Table 1, Table 2와 같다.

Table 1에서 파라미터 는 활성함수의 크기를, 는 활성

함수의 위치를 결정하는 임의의 실수이다. Parametric PN 

Sigmoid(PPNS)는 Parametric Sigmoid에 를 더함으

로써 활성함수를 사용한 변환결과가 양수값과 음수값 모두 

가질 수 있도록 만든 활성함수이다. 예를 들어 PPNS를 사용

할 경우 Fig. 4(a)에서 다른 와 값을 가지는 PPNS들은 서

로 다른 비선형변환을 의미한다. Fig. 4(b)는 와 값에 따라 

에 의한 의 변화율이 변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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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최대 기울기가 Sigmoid의 0.25보다 6배 큰 1.5가 되고 

일 때 에 대응하는 값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즉 

입력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파라메트릭 활성함수의 파라미터 

와 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되며 활성함수

의 기울기에 제한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3 파라메트릭 활성함수를 이용한 기울기 소실 문제 완화

은닉층의 수 가 큰 Fig. 2와 같은 심층신경망 구조에서 

   인 활성함수 을 사용할 경우 기울기 소실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대신에 와 가 임의의 실수값을 가

질 수 있는  로 일반화한 파라메트릭 활성함수는 파라미

터 값에 따라 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파라미터 값

에 따라 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활성함수이다.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의 파라미터  는 Equation  

(2)에서 정의된 손실함수 를 최소화하는 와 로 결정한

다. 파라메트릭 활성함수로 PPNS를 사용할 경우, 번째 은닉

층의 
에 의한 손실함수 의 변화율, 번째 은닉층의 

번째 비선형변환 결과인 노드 
 의 파라미터 

와 
에 

의한 손실함수()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다.

∇
  



 








 













 


×

  






 

×








      (7)

∇
 


 







 




 


×

 
  







  (8)

∇
  


 







 




 


×

  





 

  (9)

Equation (7), (8), (9)를 이용하여 Equation (10), (11), 

(12)에 제시된 경사하강법을 이용하여, 모든   에 대해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 

, 
들을 구할 수 있다.


 

∇
              (10)


 

∇
               (11)


  

∇
               (12)

Fig. 5. Loss Function Space for Deep Neural Network 

Parameters   . (  : All linear transformation parameters

of the deep neural network,   : All hidden layer parametric

activation function parameters)

여기서 , , 는 각 파라미터에 대응하는 학습률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의 은닉층 에서 번째 활성화된 값 


 을 구하는데 사용한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의 파

라미터 
, 

들에 대해 손실함수를 최소화 하는 
, 

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학습과정이 Fig. 5에 제시되어 있다.

Fig. 5에서 행렬은 모든 은닉층의 선형변환 파라미터들 

또는 의 탐색공간을 의미한다.  
는 파라메트릭 활

성함수의 크기 파라미터들로 구성된 행렬 또는 의 탐색공간

을 의미한다.  
는 파라메트릭 활성함수의 위치 파라미

터들로 구성된 행렬 또는 의 탐색공간을 의미한다. 

  는 번째 경사하강법을 통해 학습된 심층신경망의 

모든 파라미터들을 의미하며 은  각각에 

대해 , , 을 만족하는 임계점

(critical point)이다.  은 손실함수 값이 국소적으

로 최소가 되는 극솟값을 나타낸다.

은닉층이 깊은 심층신경망에서 활성함수로 을 사용하

는 경우는 Fig. 5에서 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의 탐색

공간이 으로 제한되는 제한된 탐색공간만을 탐색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손실함수는   로 국한되게 

된다.

을 활성함수로 사용하는 경우, 의 조건이 만

족되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하고 탐색을 멈추게 된다. 

이때, 는 실제 임계점일 수도 있고 Equation (6)에

서 도출한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는 3가지 유형 중의 하

나가 발현된 경우일 수 있다. 하지만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을 사용하는 경우 탐색공간이 ×로 확대되게 되고 

을 만족하더라도, 와 을 동시에 

만족하는 새로운 임계점을 찾기 위한 추가 탐색이 계속된다. 

추가 탐색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b)

Fig. 4. (a) Sigmoid and PPNSs with (, b)=(6, 0) and 

(a, )=(1, -2) (b) Gradients of Sigmoid and PPN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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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 활성함수로 사용할 때, 의 조건이 충

족되는 경우 중 Equation (6)을 통해 도출된 기울기 소

실이 발생한 2번째 경우라면    
의 

누적 곱에 의해 발생한 기울기 소실을 극복한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2. 이 경우가 Fig. 5에서 인 탐색 영역을 벗어

나 활성함수의 기울기에 자유로운 × 공간을 탐색

한 경우를 의미하고 입력데이터에 따라 손실함수를 최

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하여 더 작은 손실함수 값을 

가지는 임계점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PPNS를 활성함수로 사용한 심층신경망에서 

의 초기값을 으로 준 경우, Fig. 4(b)에서 

 인 경우처럼 Sigmoid의 기울기 최댓값 0.25보다 6배 

커진 최대 기울기를 가짐으로써 학습 최초에 비선형활성함수

의 기울기가 작아 기울기 소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

할 수 있다. 또한 Fig. 5에서와 같이 파라미터 탐색공간이 

×로 확대되고 학습과정   에서  뿐 아니라 

를 사용하여 손실함수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

으로 학습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은닉층이 깊어짐에 따라 손실함수의 모양은 Li 등

[2]이 연구한 바와 같이 매우 복잡해지고 Equation (10), 

(11), (12)의 경사하강법을 사용해 학습하므로  와 

같은 손실함수 값이 국소적으로 최소가 되는 극솟값은 보장

하지 못한다.

4. 파라메트릭 활성함수의 성능실험

4.1 은닉층 수가 10개인 XOR문제를 이용한 파라메트릭 

활성함수의 기울기 소실 완화 성능실험

1) 은닉층 수가 10개인 XOR문제를 이용한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PPNS의 기울기 소실 문제 완화 실험

Fig. 6은 XOR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은닉층의 수가 10

개인 인공신경망이다. 실제 XOR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10개의 은닉층이 필요하지 않지만 기울기 소실을 유발할 

수 있는 예제를 위해 고안한 것이다.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선형활성함수 Sigmoid와 그에 대

해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파라미터 을 적용한 PPNS를 다

음 Table 3의 실험조건으로 비교하였다.   으로 초깃

값을 준 이유는 최초 학습 때 활성함수의 기울기의 절댓값이 

1보다 작아 발생할 수 있는 기울기 소실을 방지하고 추후 학

습에 따라 는 경사하강법을 통해 학습되기 때문에 활성함

수의 최대 기울기 크기를 조절하는 a를 6으로 설정함으로써 

최대 기울기 값이 1.5를 갖도록 하였다.

Fig. 6 XOR문제를 Table 3 실험조건으로 Sigmoid와 

PPNS에 대해 100회씩 실험하여 학습이 끝난 후 손실함수 값

이 0에 수렴하는 경우를 세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손실

함수 값이 0으로 수렴하는 횟수를 평가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파라메트릭 활성함수가 기울기 소실을 완화하여 10,000번의 

iteration 안에 손실함수를 감소시키고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의 파라미터를 추가함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는 손실함수에 

대해 손실함수 값이 0에 수렴하는 횟수를 세어봄으로써 활성

함수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Table 4는 Sigmoid의 경우 손실함수 값이 0에 수렴한 횟

수가 100회 중 0회임을 보여주는 반면 PPNS의 경우 76회 

수렴함을 보여준다.

Sigmoid에 의해 발생하는 기울기 소실을 확인하고 비선

형활성함수에 의해 발생하는 기울기 소실을 PPNS가 완화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보기 위해 PPNS의 손실함수 값이 0으로 

수렴한 76회 중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동일한 실험에 사용

된 Sigmoid를 함께 비교한 그림은 Fig. 7과 같다.

Fig. 7(a)은 Sigmoid와 PPNS의 손실함수 값을 iteration

에 따라 그린 것으로 10,000번의 iteration 중 1,500번

(a)                               (b)
Fig. 7. Sigmoid and PPNS Compared. (a) Loss Function Value

According to Iterations (b) The Gradient of the Loss Function by

the Weight Parameter 
 According to Iterations.Fig. 6. XOR

 Problem with 10 Hidden Layers and 2 Nodes

Algorithm Gradient descent

Learning rate 0.05

Iterations 10,000

Loss function Mean Squared Error

Initialization of   
parameters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Initialization of PPNS 
parameters

     

Table 3. Experiment Conditions

Sigmoid PPNS

number of convergence 
with Loss=0

0 76

Table 4. Results of experiments conducted 100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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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ation 이후는 Sigmoid와 PPNS 두 함수 모두 손실함수 

값이 변하지 않아 1,500번 iteration까지 그린 것이다. 

PPNS는 약 1,000번째 iteration에서 손실함수 값이 0에 수

렴한 반면 Sigmoid는 학습이 끝난 후에도 손실함수 값이 0

에 수렴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Sigmoid의 경우 기울기 소실 때문에 손실함수 값이 수렴

하지 못한 것을 보기위해 Fig. 7(b)은 Equation (13)과 같은 

1번째 은닉층의 가중치 파라미터 
에 의한 손실함수 변화

율을 iteration에 따라 그린 것이다. Sigmoid와 PPNS 모두 


을 제외한 나머지 1번째 은닉층의 가중치, 절편 파라미터

들도 Fig. 7(b)과 비슷하며 Fig. 7(b)에서 Sigmoid의 경우에 

처음 iteration부터 기울기 소실이 발생하여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PPNS의 경우 약 

1,000번째 iteration까지 
값이 Sigmoid보다 상대적

으로 큰 것을 볼 수 있다.






 

  
  


 

⋯


















   (13)

비선형활성함수에 의한 기울기 소실을 보기위해   

과 


을 제외한 Equation (13)을 구성하고 있는 

   항과    ⋯항 값의 크기를 

iteration에 따라 각각 그린 그림은 Fig. 8과 같다. Fig. 8에

서    항과   항은 Equation (14-16)과 

같은 Jacobian 행렬로 나타나며 XOR 문제는 4개의 입력 

데이터를 가지므로    항과   항은 각각 

16개의 값을 가진다.

Sigmoid의 경우    항은 Equation (14)과 같이 

계산된다.



  

 





 





 

 



       (14)

PPNS의 경우    항은 Equation (15)과 같이 계

산된다.

  

 













   




 

 
  





    (15)

  항은 Sigmoid와 PPNS는 동일하게 Equation 

(16)과 같이 계산된다.

         
 

 





 




  



  

               (16)

Fig. 8을 보면 Sigmoid의 경우 iteration에 따른 

   항의 값들이 0.25보다 같거나 작게 분포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항이 역전파되어 누적될 때 

기울기 소실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Sigmoid 경우에 Fig. 8(t)인   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이 기울기 소실이 발생하여 iteration에 따른 값들이 거

의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Fig. 7(b)과 같이 

Sigmoid의 
값이 소실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PPNS의 경우    항의 값들이 0.25보다 

큰 약 1.5까지 분포되어 비선형활성함수에 의한 기울기 소

실을 완화하여 그 결과 iteration에 따라    항과 

  항의 값들이 Sigmoid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Fig. 7(b)에서 PPNS

에 대한 손실함수가 0에 수렴될 동안 Sigmoid에 비해 


값이 큰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의 실험에서 사용된 모든 가중치 파라미터들이 

Sigmoid를 사용했을 때 기울기 소실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PPNS를 사용했을 때 완화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기위

해 모든 가중치 파라미터들의 초깃값에서부터 학습이 끝난 

후 학습된 값이 얼마나 이동하였는지를 Fig. 9에 나타내었다.

Sigmoid를 사용한 Fig. 9(a)는 출력층의 가중치 파라미터 


 

  을 제외한 모든 가중치 파라미터가 기울기 소실

이 발생하여 학습된 후에도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PPNS를 사용한 Fig. 9(b)를 보면 상대적으로 

Sigmoid보다 학습된 가중치 파라미터가 초깃값으로부터 멀

리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Fig. 7(a)과 함께 보면 

Sigmoid는 기울기 소실이 발생하여 손실함수 값이 감소하지 

못하였지만 PPNS는 기울기 소실을 완화하여 손실함수 값이 

0에 수렴하였고 이때 대응되는 모든 가중치 파라미터가 Fig. 

9(b)의 학습된 가중치 파라미터임을 알 수 있다.

Fig. 7의 실험에서 사용된 PPNS의 모든 은닉층의 파라메

트릭 활성함수 파라미터 가 초깃값   에서 학습된 

후 어떻게 분포하는지 나타낸 그림은 Fig. 10과 같다.

Fig. 10에서 PPNS의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파라미터는 

Equation (11)과 Equation (12)을 통해 학습하였으며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되었다. 7번째 은닉층의 파

라메트릭 활성함수 파라미터 


    값으

로 모든 은닉층의 파라미터 에서 가장 많이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학습된 의 분포를 보았을 때 초

깃값   에 머물지 않고 는 6보다 큰 값으로, 는 약 

–0.15에서0.15까지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은닉층 수가 10개인 XOR 실험에서 비선형활성

함수 Sigmoid에 의해 발생하는 기울기 소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파라미터 를 적용한 PPNS

가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함수를 최

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여 기울기 소실을 완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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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Fig. 8. 






 and 






  ⋯  Values According to Iterations

(a)

   

(b)

Fig. 9. Initial Value and Learned Value 


   ⋯    using (a) Sigmoid (b) PP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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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stribution of Initial Values and Learned Values of 

PPNS Parameter 
 

   ⋯   

2) 은닉층 수가 10개인 XOR문제를 이용한 기존 활성함

수와 파라메트릭 활성함수의 기울기 소실 완화 비교

대표적인 비선형활성함수 ReLU, Sigmoid, Tanh와 Table 

1과 같이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파라미터 를 적용한Para-

metric ReLU, Parametric Sigmoid, PPNS, Parametric 

Tanh을 Fig. 6과 같은 XOR 문제에 대해 기울기 소실 문

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실험하였다.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파라미터 의 초깃값을 제외한 실

험조건은 Table 3과 동일하며 각각의 비선형활성함수를 

1,000회씩 실험하여 손실함수 값이 0에 수렴한 횟수를 세어

본 결과와 그에 대응하는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파라미터 

의 초깃값은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Parametric Sig-

moid와 PPNS의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파라미터를  , 

Parametric ReLU와 Parametric Tanh의 파라메트릭 활성

함수 파라미터를  로 초기화한 이유는 초반 iteration

에서 비선형활성함수의 기울기 절댓값이 1보다 작아 비선형

활성함수에 의해 기울기 소실이 발생하는 것을 완화하고자 

모든 비선형활성함수의 기울기 절댓값을 1.5로 만든 것이다.

실험 결과 Table 5에서 Sigmoid는 모든 경우에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여 한 번도 수렴하지 못한 반면  으로 

초기화한 Parametric Sigmoid와 PPNS는 Sigmoid보다 많

은 각각 29번, 744번 수렴하였다. Parametric Sigmoid와 

PPNS의 함수 모양은  차이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함수 값이 0에 수렴한 횟수가 크게 차이가 났다.

Tanh와  로 초기화한 Parametric Tanh를 비교했

을 때 Tanh는 628회, Parametric Tanh는 700회로 Para-

metric Tanh가 72회 더 많이 손실함수 값이 0에 수렴하였다.

ReLU는 손실함수 값이 0에 수렴한 횟수가 1000회 중에 

11회인데 반해 Parametric ReLU는 3회 적은 8회 수렴하였다.

이상의 은닉층이 10개인 XOR 문제에 대해 파라메트

릭 활성함수가 기존의 비선형활성함수보다 기울기 소실을 

완화할 수 있는지를 10,000번의 iteration안에 얼마나 손실

함수 값이 0에 수렴하는 지로 실험해보았다. 실험결과 Tanh

와 Sigmoid보다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파라미터 를 적용

한 Parametric Tanh, Parametric Sigmoid와 PPNS가 

10,000번의 iteration안에 손실함수 값이 0에 수렴한 횟수

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Sigmoid의 경우에 PPNS

를 사용할 경우 손실함수 값이 0에 수렴한 횟수가 744회로 

한 번도 수렴하지 못한 Sigmoid보다 기울기 소실 완화에 매

우 우월한 성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4.2 MNIST 분류문제를 이용한 파라메트릭 활성함수의 기울기 

소실 완화 성능실험

파라메트릭 활성함수를 보다 다양한 비선형활성함수들과 

비교하기 위해 Tanh와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된 비선형활성함수 ReLU, ReLTanh, Hexpo 그리고 파

라메트릭 활성함수 파라미터를 적용한 Parametric ReLU, 

Parametric Tanh, Parametric Hexpo, PPNS 총 8개 함

수에 대해 비교하였다(Table 6).

Table 7은 실험에 앞서 비선형활성함수의 파라미터 초기

화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Hexpo와 ReLTanh의 파라미터 초

기화는 각 [16,18]에서 사용한 초기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Table 7의 Parametric Hexpo는 Hexpo에 파라메트릭 활

성함수의 위치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를 적용한 것이다. 이

때 Hexpo는 [16]에서 소개한대로 각 은닉층에서 모든 노드

들이 비선형활성함수 파라미터 를 공유하였고 Hexpo

를 제외한 나머지 Table 7의 파라메트릭 활성함수들은 각 은

닉층의 각 노드들이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

MNIST 실험조건은 [16]에서 Hexpo가 기울기 소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MNIST 실험조건을 

사용하여 비교했으며 그 조건은 Table 8과 Fig. 11과 같다.

Activation 
function

Initialization 
of 

number of convergence 
with Loss=0

Sigmoid 0

Parametric 
Sigmoid

      29

PPNS       744

Tanh 628

Parametric 
Tanh

      700

ReLU 11

Parametric 
ReLU

      8

Table 5. Results of Experiments Conducted 1000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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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ion 
function

Formula

ReLU     
   ≤ 

Parametric 

ReLU     ≥ 
   

Tanh


  

  

Parametric 
Tanh

  

   

ReLTanh










tanh′     tanh  ≥ 

tanh      

tanh′       tanh   ≤ 

Hexpo











 




    ≥ 





     

Parametric 
Hexpo











 





    ≥ 






     

PPNS


   






Table 6. Various Activation Functions Used 

in the MNIST Experiment

Activation function Initialization of parameters

Parametric ReLU     

Parametric Tanh     

ReLTanh    

Hexpo
 


   


 

  hidden layer

Parametric Hexpo Same as Hexpo,   

PPNS     

Table 7. Initialization of Activation Function Parameters

Data preprocessing Min-Max normalization

Train data 60,000

Test data 10,000

Batch size 64

Algorithm Gradient descent

Learning rate 0.01

Steps 10,000

Loss function Cross-Entropy

Initialization of   
parameters

Xavier, (ReLU, Parametric ReLU : 
He initialization)

Number of hidden 
layers

8

Number of nodes in 
each hidden layer 

128

Regularization X

Table 8. Experiment Conditions

실험결과를 나타내는 Fig. 12에서 각 step은 훈련데이터

의 배치 크기를 학습했을 때 시험데이터 10,000개에 대한 손

실함수 값을 8가지 비선형활성함수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ReLU가 다른 비선형활성함수들에 비해 손실함수 값이 가장 

느리게 감소하였으며 ReLTanh는 Tanh보다 약간 앞서서 손

실함수 값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Parametric ReLU

의 경우 ReLU, Tanh 그리고 ReLTanh보다 손실함수 값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0번째 step에서 650번째 step 구간을 확대해서 보면 Para-

metric Tanh, Hexpo, Parametric Hexpo 그리고 PPNS가 

다른 비선형활성함수들에 비해 초기 기울기 소실이 일어나지 

않아 손실함수 값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Parametric Hexpo와 Hexpo 그리고 PPNS는 거의 

같은 속도로 손실함수 값이 감소하였다. 10,000 step까지 결

과 Parametric Hexpo의 손실함수 값이 0.08, Hexpo의 

 

Fig. 11. Deep Neural Network Structure for MNIST Problems with 8 Hidden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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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NIST Test Results for Various Activation Functions

 

(a)                             (b)

 

(c)                             (d)

(e)                             (f)

 

(g)                             (h)

Fig. 13. The Range of the Gradient of the Loss Function with Respect to y of 

the First Hidden Layer of Various Activation Functions
 

 
손실함수 값이 0.077, Parametric Tanh와 PPNS의 손실함

수 값이 0.076으로 Parametric Tanh와 PPNS의 손실함수 

값이 가장 낮음을 확인하였다.

파라메트릭 활성함수의 학습속도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대

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ReLU함수를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PPNS와 비교하였고 60,000개의 훈련데이터에 대한 손실함

수 값이 0.1까지 감소하는데 걸린 시간을 비교해본 결과, 

PPNS함수가 ReLU함수보다 약 2/3정도 학습시간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6에서 실험한 비선형활성함수들의 기울기 소실 완

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기울기 소

실이 발생하기 쉬운 1번째 은닉층의 선형변환된 벡터 에 

의한 손실함수의 변화율인 Equation (17)을 관찰하였다.

 





  


⋯



⋯









       (17)

  

8개 비선형활성함수에 대한 Equation (17)을 훈련 데이

터에 대한 학습과정 0번째 step에서 4000번째 step까지 관

찰하였으며 각 step에서 Equation (17) 기울기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그렸다(Fig. 13).

Fig. 13에서 ReLU는 0번째 step에서 200번째 step 구간

에서 0에 가까운 작은 기울기의 최대최솟값을 가지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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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Parametric ReLU의 경우 4000번째 step까지 최대최

솟값의 범위가 0.4로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nh와 Parametric Tanh을 비교했을 때 Tanh의 경우

도 마찬가지로 0번째 step에서 200번째 step 구간에서 작은 

최대최솟값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반해 Parametric Tanh은 

상대적으로 Tanh에 비해 큰 최대최솟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Hexpo와 위치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을 적용하고 모든 은

닉층의 모든 노드가 각각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Parametric 

Hexpo의 경우 4000번째 step까지 Hexpo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eLTanh는 Tanh와 비슷하게 0번째 step에서 200번째 

step 구간에서 작은 최대최솟값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PPNS의 경우 ReLU, Tanh 그리고 ReLTanh에 비해 0번째 

step에서 200번째 step 구간에서 Equation (17)의 최대최

솟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3을 전체적으로 보면 크기와 위치를 결정하는 파라

미터를 적용한 파라메트릭 활성함수가 기존 활성함수에 비해 

Equation (17)의 최대최솟값이 비슷하거나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선형활성함수의 기울기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8개의 은

닉층에 대해 각 은닉층에서 비선형활성함수의 기울기 값을 

나타내는    
 ⋯값이 1과 같거나 큰 개

수를 세어보았다. Fig. 14는 Table 8에서 사용한 MNIST 실

험에서 배치 크기 64개 데이터에 대한 0번째 step때 

   
≥ 개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14를 보면 ReLU와 Parametric ReLU는 

   ≥ 개수가 34,030개이다. Tanh는 최대 미

분 값이 1이지만 1과 같거나 큰 값이 관측되지 않았으며 

Parametric Tanh의 경우 46,694개로 Tanh에 비해 많은 것

을 알 수 있다. ReLTanh는 32,606개, Hexpo와 Parametric 

Hexpo는 49,384개이며 마지막으로 PPNS는 53,566개로 8

개의 비선형활성함수 중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4와 Fig. 12를 같이 보면 손실함수 값이 0번째 step

부터 가장 빨리 감소하는 비선형활성함수는 Parametric 

Tanh, Hexpo, Parametric Hexpo 그리고 PPNS이며 이

때 다른 4개의 비선형활성함수들보다    ≥

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파라메트

릭 활성함수가 기존 비선형활성함수에 의해 발생하는 기울기 

소실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결  론

기울기 소실 문제는 은닉층이 깊은 모든 신경망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기울기 소실에 대한 원인 중 비

선형활성함수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크기와 위

치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적용한 파라메트릭 활성함수를 사

용함으로써 비선형활성함수의 기울기 크기에 자유로운 손실

함수 공간에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하여 

기울기 소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파라메트릭 활성함수의 기울기 소실 문제 완화를 확인하기 

위해 기울기 소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인위적으로 만든 은

닉층 수가 10개인 XOR문제에 대해 실험하였다. 대표적

인 비선형활성함수 ReLU, Tanh 그리고 Sigmoid에 파라메

트릭 활성함수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파라메트릭 활성함수가 

기존의 비선형활성함수보다 기울기 소실을 완화할 수 있는지

를 10,000번의 iteration안에 얼마나 손실함수 값이 0에 수

렴하는 지로 실험해보았다. 1000회를 실험한 결과 Tanh는 

Fig. 14. Number of 





≥   for Various Activation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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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회, Parametric Tanh는 700회 수렴하였으며 Sigmoid

는 0회, Parametric Sigmoid는 29회, Parametric PN 

Sigmoid는 744회로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파라미터를 적용

한 파라메트릭 활성함수가 기울기 소실 완화에 우수한 성능

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특히 Sigmoid의 경우 비선형활성

함수에 의한 기울기 소실이 주원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Parametric PN Sigmoid가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은닉층 수가 8개인 MNIST 분류문제에서 Tanh와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된 비선형활성함수 ReLU, 

ReLTanh, Hexpo 그리고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파라미터를 

적용한 Parametric ReLU, Parametric Tanh, Parametric 

Hexpo, Parametric PN Sigmoid 총 8개 함수에 대해 비교

하였다. 그 결과 크기와 위치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적용한 

파라메트릭 활성함수가 기존 활성함수보다 기울기 소실 완화

에 우월한 성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울기 소실이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1번째 은닉

층의 선형변환된 벡터에 대한 손실함수 변화율의 최대최솟값

을 학습 step에 따라 관찰한 결과 크기와 위치를 결정하는 파

라미터를 적용한 파라메트릭 활성함수가 기존 활성함수보다 

큰 값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치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을 적용하고 모든 은닉층의 모든 노드가 각각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Parametric Hexpo를 Hexpo와 비교한 결과 손실

함수 값이 거의 같은 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XOR, MNIST 두 실험 모두 파라메트릭 활성함

수 파라미터를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비선형활성함수보다 학

습해야 하는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력 

데이터에 따라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면서 

기울기 소실 완화와 손실함수 감소에 모두 우수한 성능을 가

짐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기울기 소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임의의 비선형활

성함수에 대해 크기와 위치를 결정하는 파라메트릭 활성함수 

파라미터를 간단히 적용하여 기울기 소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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