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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러닝 개요

1.1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분야

보통의 사람이 수행하는 지능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 활동

인간과 유사한 사고 구조를 컴퓨터로 구현한 기술

인공지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야이며, 학습 과정이 전혀 없는 다른 방법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볼릭 AI, 유전 알고리즘 등등

그림 1.1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1.2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가?”

“프로그래머가 직접 만든 규칙 대신, 컴퓨터가 데이터를 보고 자동으로 규칙을 학습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된 분야

1.2.1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ex : 심볼릭 AI)

◦ 입력 : 규칙 (프로그램) + 해당 규칙에서 처리될 데이터

◦ 출력 : 해답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예시

1.2.2 머신러닝

◦ 입력 : 데이터 + 이 데이터로부터 기대되는 해답

◦ 출력 : 규칙 → 이 규칙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여 창의적인 답을 만들 수 있음

◦ 과정 : 작업과 관련 있는 많은 샘플(데이터, 해답)을 머신러닝 모델에 입력 → 머신러닝 모델은 이 샘플에서 통계적 구조를 찾아, 작

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규칙을 출력

그림 1.2 인공지능

그림 1.3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의 입출력 구조

입력 2 : 데이터 x = 2

출력 : 해답 y = 7

입력 1 : 규칙 y = 2x + 3



1.2.3 머신러닝 심화

(1) 머신러닝은 무엇을 하는가?

◦ 데이터와 해답이 주어졌을 때,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실행 규칙을 찾는 것

(2)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① 입력 데이터

◦ 주어진 문제의 유형에 따라 입력 데이터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ex) Speech To Text 인식 문제 → 데이터 유형 :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 파일

ex) 이미지 분류 문제 → 데이터 유형 : 사진

② 해답 (라벨링)

◦ 입력 데이터에 대한 정답 데이터

ex) Speech To Text 문제 → 해당 음성에 대한 텍스트

ex) 이미지 분류 문제 → 해당 사진이 속한 클래스

③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함수 : 손실 함수

◦ 알로리즘의 현재 출력과 해답 간의 차이, 즉 에러 값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해당 에러 값을 출력해주는 함수를 손실함수라고 합니다.

그림 1.4 머신 러닝의 입출력 구조

입력 2 : 해답 y_1 = 7, y_2 = 9, y_3 = 11

출력 : 규칙 y = 2x + 3

입력 1 : 데이터 x_1 = 2, x_2 = 3, x_3 = 4

이미지 데이터 예
시

라벨링 예시 (메모장)



◦ 손실함수에 의해 출력된 에러 값은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교정하기 위한 신호로 다시 피드백 됩니다.

◦ 이런 수정 단계를 학습이라고 합니다.

(3) 머신러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되는가?

※ 머신러닝 목표 : 입력 데이터에서 해답에 가깝게 만드는 적절한 표현을 학습합니다.

[대표 예시 : 선형 회귀]

Q1. 선형 회귀란 무엇인가?

◦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선을 찾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 여기에서는 해당 선이 입력 데이터에서 해답을 가깝게 만드는 적절한 표현이 됩니다.

◦  예시 : 키와 몸무게 데이터를 펼쳐놓고, 그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선을 하나 그어놓게 되면, 특정 사람의 키를 바탕

으로 몸무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① 랜덤한 선형회귀 모델 생성

◦  단순한 일차 직선을 생성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 : y = ax + b

◦  우리의 데이터(입력 데이터, 해답)에 대해 정확한 a와 b 값을 구하는 것이 목표

② 해당 선형회귀 모델에 대한 오차 계산 (with 손실함수)

◦  처음으로 생성한 모델에서 a와 b의 오차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선 손실 함수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  수치 값 예측에는 평균 제곱 오차(MSE : Mean Squared Error)를, 클래스 분류에는 교차 엔트로피(Cross Entropy)를 

주로 사용합니다.

* 교차 엔트로피 함수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할 예정

◦  우리의 문제는 키에 따른 몸무게 값 예측 문제이므로, 평균 제곱 오차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함수 개념

선형회귀 예시



◦  만약 키가 170cm, 몸무게가 70kg인 데이터가 있다면,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③ 선형회귀 모델의 파라미터 최적화 (with 경사하강법)

◦  이제 손실 함수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형회귀 모델 파라미터 : a, b 값을 조정해야 합니다.

◦  이때 손실 함수의 기울기를 이용할 것입니다.

◦  손실 함수가 아래와 같이 2차원 그래프라고 가정해봅시다.

x축 : 선형회귀 모델 파라미터 (a, b) → 단순하게 x로 통일해서 보겠습니다.

y축 : 해당 파라미터에 대한 손실 함수 값

◦  최적화 목표 :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인 손실 함수의 최솟값 지점을 찾기

◦  이때 미분을 활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❶ 미분을 통해 구한 기울기가 양수 

→ x값이 커질수록 손실함수 값이 커집니다.

→ 음의 방향으로 x의 위치를 옮겨야 합니다.

❷ 미분을 통해 구한 기울기가 음수 

→ x값이 커질수록 손실함수 값이 작아집니다.

대표적인 손실 함수 : 평균 제곱 오차 (Mean Squared Error)

입력 2 : 몸무게 (해답 y) 70kg

출력 : 규칙 y = x - 50

위 규칙에 의한 몸무게 예측 값 120kg

손실함수 값 (정답 - 예측값)^2 = (70-120)^2 = 2,500

입력 1 : 키 (데이터 x) 170

손실함수 그래프 예시



→ 양의 방향으로 x의 위치를 옮겨야 합니다.

❸ 미분을 통해 구한 기울기 값이 크다 

→ 손실함수의 최소 지점이 현재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 x의 위치를 보다 많이 옮겨야 합니다.

◦ 이러한 논리를 수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때 이동거리를 학습률이라고 부르며, 보통 학습률의 값은 학습 초반에 크게, 후반으로 갈수록 작게 설정합니다.

◦  이렇게 경사하강법을 반복하면, 아래와 같이 적절한 직선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④ 실습 팁 : 적절한 크기의 학습률

◦ 학습률이 큰 경우, 한 번 이동하는 거리가 커지므로, 머신러닝 모델이 해답에 빠르게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

다.

◦  하지만, 학습률을 너무 크게 설정해버리면, 손실함수의 최솟값에 수렴하지 못하고, 오히려 값이 계속 커지는 방향으

로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학습률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모델이 발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손실함수의 최솟값을 구하는데 소요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추후 딥러닝 실습을 할 때, 손실 함수 값의 변화가 너무 작으면 학습률을 높이면 됩니다. 

 ◦ 반대로, 손실 함수 값이 발산해버리면, 학습률을 작게 하면 됩니다.

선형회귀 모델이 학습되는 과정

학습률(step size)에 따른 최적화에 대한 시각화



(4) 딥러닝은 머신러닝보다 무엇이 더 특별할까?

◦ 지금까지 머신러닝에 대한 개요를 알아봤습니다.

◦ 그렇다면, 딥러닝은 머신러닝보다 무엇이 더 특별할까요?

◦ 이에 대한 답변을 1.3절에서 드리겠습니다.

1.3 딥러닝 (Deep Learning)

1.3.1 딥러닝 개요

머신러닝의 특정한 한 분야

연속된 층(layer)에서 점진적으로 의미 있는 표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부터 표현을 학습하는 새로운 방식

1.3.2 심층 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딥러닝에서의 심층 신경망이란?

기본 층을 겹겹이 쌓아 올려 구성한 모델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신경망 파라미터를 학습합니다.

딥러닝의 일부 핵심 개념이 뇌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영감을 얻어 개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딥러닝 모델이 뇌를 모델링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딥러닝은 그냥 데이터로부터 표현을 학습하는 수학 모델입니다. 

사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ㅎㅎ

1.3.3 딥러닝으로 학습된 표현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학습된 신경망 모델은 데이터를 각 층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시

이미지 안의 숫자를 인식하는 문제

그림 1.6과 같이,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심층 신경망 모델이 입력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집중!

딥러닝



그림 1.7과 같이, 최종 출력(층4)으로 갈수록, 원본 이미지는 점점 더 다른 표현의 숫자 이미지로 변환됩니다.

이미지 데이터가 심층 신경망 내의 연속된 층을 통과하면서, 데이터가 정제되는 다단계 정보 추출 작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정제된 층 4의 표현으로 숫자를 분류하게 됩니다.

1.4 딥러닝 작동 원리
1.4.1 머신러닝 및 딥러닝 복습
머신러닝 : 많은 입력 데이터와 해답 샘플을 관찰하면서, 입력 데이터를 해답으로 매핑하는 알고리즘

딥러닝 : 위와 같인 입력 데이터 - 해답 매핑을 많은 층으로 연결된 심층 신경망을 통해 수행하는 알고리즘

→ 딥러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봅시다!

1.4.2 딥러닝의 핵심 정보 : 가중치 (Weight)
심층 신경망의 층에서 입력 데이터가 처리되는 상세한 정보는 일련의 숫자로 이루어진 층의 가중치에 저장됩니다

→ 우리가 위에서 봤던 머신러닝의 선형회귀 분석 예시를 들면, 그때 구하고자 했던 파라미터 a, b가 딥러닝에선 가중치에 해당하게 됩

니다.

→ 어떤 층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변환은 그 층의 가중치를 파라미터로 가지는 함수로 표현됩니다.

→ 학습은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정확한 해답에 매핑하기 위해, 신경망의 모든 층에 있는 가중치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때 파라미터 하나의 값을 바꾸면, 다른 모든 파리미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모든 파라미터의 정확한 값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

다. (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

그림 1.6 숫자 분류를 위한 심층 신경망

그림 1.7 숫자 분류를 할 수 있는 심층 신경망 모델에 의해 학습된 표현



1.4.3 딥러닝의 평가 : 손실 함수 (Loss Function)
파라미터를 조정하기 위해선, 신경망의 예측 값이 정답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는 신경망의 손실 함수가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머신러닝 때와 동일)

손실 함수가 신경망의 예측과 해답의 차이를 에러 값으로 계산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주로 사용되는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4.4 딥러닝의 학습 : 역전파 (Backpropagation)
딥러닝은 위에서 구한 손실 함수의 값을 피드백 신호로 사용합니다.

현재 데이터에 대한 손실 점수의 값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가중치 값을 조금씩 수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역전파라고 부르며, 해당 역전파는 SGD, Adam과 같은 옵티마이저가 담당합니다.

그림 1.8 가중치와 신경망

클래스 분류 크로스 엔트로피 (CE : Cross Entropy)

수치 값 예측 평균 제곱 오차 (MSE : Mean Squared Error)

그림 1.9 손실 함수를 계산하는 과정



이때 경사 하강법 개념을 사용하여, 신경망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합니다.

이렇게 가중치 값을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손실 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는 가중치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즉 최소한의 손실을 내는 신경망이 해답에 가장 가까운 예측 값을 만드는 모델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딥러닝 기초 강의입니다! 다들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차역전파 개념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