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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기계로부터	만들어

진	지능을	의미하며	기계에	인간이	지니고	있는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이라는	단어는	17세기부터	언급되어왔지만,	SF	영화(Science	

fiction	film)의	등장이후	인공지능에	개념에	대한	상상만으로	

지내왔다.	하지만,	구글	딥	챌린지로	인해	상황은	180도	달라

졌고,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구글	딥	

챌린지는	그림	1과	같이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

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	

프로	바둑기사의	바둑	대국으로	한국의	이세돌	9단만	유일하

게	1승을	거두고	4패를	하였으며	나머지	프로	바둑기사와의	 

대국은	알파고의	전승으로	“인간계	최강자에게	도전하는	인공

지능”	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	알린	대회이다.	우승상금	100

만	달러를	내걸고	진행된	대회는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전	세

계에	알리게	된	계기이며,	이	대회	이후	구글의	시가총액이	약	

58조원	증가하였다	[1].	인공지능의	기술은	나날히	발전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으며,	24개월마다	반도체	직접회로의	

성능이	2배로	뛰어오른다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

명이라는	명칭과	함께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현재	가장	활발

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인공지능기법의	사용	및	발전이	가능하기	위한	본

질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0과	1밖에	모르는	컴퓨터에게	사람

의	지식	혹은	사람이	판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학습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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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키워줘야	하며,	다시	말해	컴퓨터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기계	학습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법의	기초가	되는	방법으로는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퍼지(Fuzzy)	이론	등	다양한	이론이	있으며	

본	고에서는	인공신경망의	발전	동향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

으로	다룬다.	인공신경망은	기계학습과	인지과학으로부터	출

발하여	그림	2와	같이	생물의	신경에서	영감을	얻은	통계학을	

기반으로	한	학습알고리즘이다.	최초의	인공신경망의	모델은	

1943년	워런	맥컬록(Warren	McCulloch)와	월터	피츠(Walter	

Pitts)가	수학과	임계	논리라	불리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구

축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경망연구의	두	가지	접근법

에	대한	초석을	닦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공신경망	중	하나인	뉴럴	네트워

크의	가장	기초	모델은	1957년	코넬	항공	연구소의	프랑크	로

젠블라크(Frank	Rosenblatt)에	의해	고안된	퍼셉트론으로,	가

장	간단한	형태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및	선형분류기로	나

타낼	수	있다.	퍼셉트론은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하는	이층

구조의	학습	컴퓨터망에	근거하여	배타적	논리합(exlcusive	

or	 circuit)의	연산	및	패턴인식에	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

였다.	또한,	폴	웨어포스(Paul	Werbos)	에	의해	오차	역전파

(Backpropergation)	 알고리즘에	 의해	

원하는	결과가	출력되도록	하여	안정

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

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점이	 인공신

경망	 알고리즘에	 존재하였는데,	 70년

대	초	학자들은	신경망	알고리즘에	관

해	매우	긍정적으로	접근했지만	현실적

인	난관이	있었다.	거대한	신경망	알고

리즘을	수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컴퓨

터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

차	역전파	알고리즘이	나오기	전까지	

배타적논리합	연산을	수행하지	못하였

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모든	연구지

원이	끊기며	인공지능의	겨울이	찾아왔

다.	하지만	기존의	인공지능	접근방식

은	단순히	인간의	지식을	저장하고	이

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으며	그

로	인해	난관이	찾아왔다.	2000년대	이후	딥	러닝의	출현	이후	

신경	집합의	새로운	관심으로	인해	인공신경망은	재조명받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알파고를	포함하여	패턴	인싞	분류기	등

의	대회에서	다양한	활약을	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재	가장	활발한	학문	분야	중	하나

인	인공지능	분야를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고,	기초가	되는	인

공신경망의	발전	과정	및	핵심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인공신경망	소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럴	네트워크의	구성이	되는	

부분인	뉴런은	처음부터	복잡한구조가	아닌,	인간의	사고와	

인지에	관심이	있던	인지과학자와	새로운	계산모델에	관심

을	갖고	있던	학자들이	신경해부학적	사실을	토대로	하여	간

단한	연산기능만을	갖는	처리기를	고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처리기들을	가중치(weight)를	갖는	채널(데이터	통로)로	연

결한	망(network)	형태의	계산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인

공신경망이라	하며,	본고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한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맥컬록(Warren	McCulloch)와	월터	피

츠(Walter	Pitts)가	초창기	처리기를	제안	하였으며,	임계	논

그림	2 뉴런의 구조(출처 : ZUM 학습백과)

그림	3 최초의 뉴런 (처리기)
(출처 : The Industrial Electronics Handbook 2nd Edition Intelligent system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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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획기적인	성능을	보이며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그림	3은	

초창기	처리기	모델로	A,	B,	C는	입력,	T는	임계값(threshold)

을	의미한다.

입력값이	임계값보다	큰	경우	출력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초

창기	처리기	모델은	3가지	논리연산(OR,	AND,	NOT)과	메모리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	게이트보다	더욱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후	출력을	net이라	칭하며	퍼셉트론모델

이	제안되었으며,	퍼셉트론은	그림	4와	같다.	임계값을	가중치

(weight)라	칭하며	여러	가지	입력에	대한	출력을	가중치를	사

용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이	가중치를	활용하면	두가

지	패턴을	분류할	수	있으며	그림	5와	같다.	이때,	임계값을	활성

화함수라	하는데,	활성화	함수에	의해	뉴런의	출력,	즉	net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활성화함수를	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

이다	[3].	활성화	함수를	결정할	때	단극,	양극에	관한	문제는	본

고에서는	생략하고	활성화	함수의	종류에	관한	내용만	다룬다.	

그림	6은	대표적인	활성화	함수의	종류를	나타내며,	계단함수,	

항등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에	임계로

직,	하이퍼탄젠트	함수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활성화	함수가	

있다.	현재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인공지

능의	한	분야인	딥	러닝에서도	활성화함

수에	관한내용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

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는	

기본적으로	퍼셉트론으로부터	출발하

였으며	 그림	 7은	 간단한	 4층	 뉴럴네

트워크	구조를	나타낸다.	뉴럴	네트워

크의	종류로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존

재하는데,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feedforward	 neural	 networks)의	대

표적인	예로	퍼셉트론을	여러	개	연결

하여	만든	다층	퍼셉트론부터	리커런

트	 뉴럴	 네트워크(Recurrent	 Neural	

Networks)의	 대표적인	 예로	 홉필

드	 뉴럴	 네트워크(Hopfield	 Neural	

Network)까지	매우	다양한	뉴럴	네트

워크가	 개발되었으며,	 현재도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뉴럴	네트워크

는	계층을	나누어	표현하게	되며	입력	

레이어,	은닉	레이어,	출력	레이어로	계

(a) (b) (c)

그림	6 활성화 함수의 종류: (a) 계단 함수, (b) 항등 함수, (c) 시그모이드 함수

그림	4 퍼셉트론 컨셉
(출처 : The Industrial Electronics Handbook 2nd Edition Intelligent systems [3])

그림	5 가중치를 활용한 단일뉴런의 패턴 분류
(출처 : The Industrial Electronics Handbook 2nd Edition Intelligent system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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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구분하며	각각의	레이어는	여러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뉴런과	뉴런사이의	연결이	이루어지며	이를	활용하

여	입출력을	학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3.	인공신경망	발전	동향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뉴럴	네트워크의	문제	중	하나는	개발	

전	가중치	선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기법과	또	

다른	하나는	연산량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가지의	인공

신경망의	발전	동향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인공신경망의	학습기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면,	대표적으

로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을	말할	수	있다.	그림	8은	오차	역전

파	알고리즘을	나타내며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가중치

를	학습시키는	알고리즘	중	하나인데	굉장히	널

리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오차	역전

파	알고리즘이라	불리는	이유는	데이터의	진행

방향은	입력부터	출력까지	순방향으로	이루어

지지만,	가중치	학습시	역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차를	사용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	명

명된다.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은	주로	지도학습

법(supervised	learning)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입력과	출력간의	맵핑이	잘	이뤄지도록	한다.	

원리는	출력에	발생하는	오차	역전파차를	가중

치로	미분하여	오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

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방

법이다.	하지만	미분으로	최적의	값을	찾는	것

은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뉴턴	알고리즘,	가우스-뉴턴	알고리즘,	레벤버

그-마쿼트	 알고리즘(Levenberg–Marquardt	

algorithm)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가중치를	

조정하는	Update	룰과	특징이	표	1과	같으며	

가중치	조정방법(Update	Rules)에	관한	내용

은	생략하고	컨셉에	관한	내용만	소개한다.	뉴

턴알고리즘은	오류역전파	알고리즘의	연산량

이	많아	학습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해

그림	7 4층 뉴럴 네트워크 구조
(출처 : slide share)

그림	8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
(출처 : mql5 홈페이지)

알고리즘 가중치 조정방법 수렴 계산복잡도

오류역전파 안정적, 느림 그래디언트(Gradient)

뉴턴 알고리즘 불안정, 빠름 그래디언트, 헤시안(Hessian)

가우스뉴턴 알고리즘 불안정, 빠름 자코비안(Jacobian)

레벤버그-마쿼트 알고리즘 안정적, 빠름 자코비안(Jacobian)

NBN 알고리즘 안정적, 빠름 쿼시 헤시안(Quasi-Hessian)

표	1.  가중치 학습기법의 예(출처 : The Industrial Electronics Handbook 2nd Edition Intelligent system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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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기	위해	나온	방법으로	헤시안(Hessian)을	사용한	방법

이다.	하지만	헤시안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에	가우스-뉴턴알고리즘은	자코비안	행렬을	사용하였고,	불

안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레벤버그-마쿼트방

법이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NBN알고리즘이	있는데	NBN	

알고리즘은	모든	뉴련이	연결된	뉴럴	네트워크	뿐	아니라	임

의로(arbitrarily)	연결된	뉴럴	네트워크도	학습시킬	수	있으

며,	오류역전파	방법을	요구하지	않아	연산량이	굉장히	적다

는	특징이	있다.	그	외에도	학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태	

추정기(State	 Estimator)를	활용한	방법으로	확장	칼만필터

(Extended	 Kalman	 filter)	 [4],	무향	칼만	필터(Unscented	

Kalman	filter)	[5],	파티클	필터(Particle	filter)	[6]	등의	비

선형	상태추정기로	이득을	학습시킨	연구도	있으며,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활성화	함수를	학습시키는	방법	등	뉴럴	네트

워크의	발전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학문과	접목하며	발전

하고	있다.

그리고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연산량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지치기(Pruning)	알고리즘이	있다	

[7].	가지치기	알고리즘은	층에	존재하는	뉴런의	수	혹은	뉴런

사이의	연결을	줄이는	방법이다.	뉴런의	수가	줄게	되거나	뉴

런	사이	존재하는	연결이	줄게	되고	이로	인해	연산	량이	대폭	

감소하는	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IP(Iterative	 Pruning)	

알고리즘	 [8],	 SSM(Statistical	 Stepwise	 Method)	 알고리

즘	[9],	그리고	두	알고리즘의	장점을	합친	SSIP(Statistical	

Stepwise	and	Iterative	Neural	Network	Pruning)	알고리즘

이	대표적이다	[10].	IP알고리즘은	히든	레이어에서의	뉴런의	

개수를	줄이고	동시에	가중치를	조정하여	성능을	유지하는	방

법이며,	SSM	알고리즘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혹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방법으로	확률적

으로	뉴런간의	연결을	줄이는	방법이다.	표	2는	문자인식에	관

한	세	가지	가지치기	알고리즘과	그	성능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인공신경망의	발전동향에	관

한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	외에도	뉴

럴	네트워크	혹은	인공지능	기법의	대표	주자인	딥러닝의	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활

성화	함수를	Relu	함수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들이	존

재한다	[11-12].

4.	결			론

인공지능은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	중	하나인데	인공지

능의	한	분야	중	딥	러닝은	인식,	분류	등의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의	본질은	인공신경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이론에서	가장기초

가	되는	이론	중	하나인	인공신경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공

신경망,	즉	뉴럴	네트워크의	발전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기초

적인	퍼셉트론을	이루는	뉴런부터	퍼셉트론	등	원리를	간단

히	살펴보았고,	뉴럴	네트워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

한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가중치	

학습을	통한	방법과	가지치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뉴

럴	네트워크의	발전은	현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분

야로	공학적,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지	기대하며	본고를	마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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