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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dered states and the disordered states of the two-dimensional Ising model are studied by
using the gradient descent method, which minimizes the error function in the multi-perceptron.
The data obtained from simulations using the well-learned multi-perceptron and those obtained
from simulations using the Wang-landau sampling method are compared with data obtained using
the finite size scaling method. The critical temperatures, Tc MP (∞) = 2.26357 ± 0.005024 and
Tc WL (∞) = 2.26224 ± 0.00222144, are obtained from multi-perceptron and from the Wang-Landau
sampling method, respectivel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well-learned multi-perceptron can
properly estimate the critical temperature of the Is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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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원 사각격자에서의 이징모형 (Ising model) 의 질서적인상태와 무질서적인상태를 길이차원 L =
4, 6, 8, 10, 12 에서 다층 퍼셉트론에 오차함수를 최소화 하는 경사 하강법 방법으로 학습시켰다. 잘 학습된
다층 퍼셉트론 (Multi-Perceptron) 에 몬테칼로 전산시늉을 이용하여 만든 이징모형 (Ising model) 데이
터를 입력하였을 때 나오는 시그모이드 함수 결과 값과 왕-란다우 표본잡기 (Wang-Landau sampling) 를
사용한 몬테칼로 전산시늉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이징모델 데이터의 자화율의 임계온도를 유한크기 눈금
잡기 방법을 이용해 비교해 보았을 때 각각 계산된 자화율의 임계온도는 Tc MP (∞) = 2.26357 ± 0.005024
과 Tc WL (∞) = 2.26224 ± 0.00222144 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는 잘 학습된 다층 퍼셉트론이 만들어낸
자화율에 대한 결과 값을 가지고 이를 이용한 유한크기 눈금잡기 방법을 통하여 임계온도를 적절히 유추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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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머신러닝은 현재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간의 숨어있는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으
로 현재 4차산업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바이오메디컬 분야와 공학분야 등 여러분야에서
예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하
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가 명확히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 물리학같이 증명을 필수적으로 요구
하는 분야에서는 적용이 다른 분야처럼 활발하게 되지는
않았었다. 스핀모형의 임계현상은 이징모형 [14]을 제외하
고 복잡한 모형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머신러닝을 이징 모형에 적용하여 다양한
물리적 현상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1–3].
이 논문에서 우리는 머신러닝중에 하나인 다층퍼셉트론
을 이용하여 스핀모형의 임계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물리적
특성들이 비교적 잘알려져 있는 이징모형을 이용하여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한 임계현상 규명이 타당한가를 밝혀보려
고 한다.

II. 연구방법 및 이론

σi σj

σi .

(2)

i

이고, 여기서 총스핀의 수는 N = L2 이다. 이때 상태밀도
g(E, M ) 가 주어지면 분배함수
Z(T ) =

∑

g(E, M )eβ(E−h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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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당 자화도로 정의한다. 그리고, 자기감수율 χ(T ) [12,
13]는
χ=

)
N (⟨ 2 ⟩
2
m − ⟨m⟩
kB T

(6)

이고, 여기서 kB 는 볼츠만상수(Boltzmann constant)이고
T 는 온도이다.
임계온도 Tc 근처에서, 자기 감수율 χ(T ) 은 열역학적 극
한 (thermodynamic limit) 에서 발산하므로
χ(T ) ∼ |T − Tc |−γ

(7)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γ 는 감수성 임계 지수 이다.
이차원 이징모형의 유한크기에서 자기감수율이 최대치를
가질 때의 값인 유한크기 임계온도 Tc (L) 은
(8)

2. 다층 퍼셉트론

이며, 여기서 스핀 σi = +1, −1 이고 스핀 σi 의 합은 최
인접이웃 (nearest neighbors) 에 대해서만 수행된다. 이
논문에서는 결함상수 J 를 편의상 1로 놓겠다. 자기장 h
에서 자화도 (magnetization) 는
N
∑

h→0

(1)

⟨i,j⟩

M=

⟨m⟩ = lim

이고, 여기서 Tc (∞)은 열역학적 극한에서의 임계온도이고
c는 임의의 상수이다.

이차원 L × L 사각격자에서 이징모형의 에너지는
∑

이징 모형의 질서맺음변수 (order parameter) 를

Tc (L) = Tc (∞) + cL−1

1. 모형

E = −J

이고, 자화도의 n 승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n
β(E−hM )
E,M M g(E, M )e
n
⟨M ⟩ =
.
(4)
Z(T )

(3)

다층 퍼셉트론은 인간의 뇌세포 구조를 본 따 만든 시스
템으로 간단한 계산능력을 가진 장치들을 서로 연결하여
입력된 정보에 대하여 병렬적으로 계산해 내는 시스템이다.
Fig. 1 와 같이 입력 층, 은닉 층, 출력 층으로 구성되어 입
력되어지는 데이터를 처리한다 [4,18].
N 개의 데이터 X = [x1 , x2 , · · · , xN ] 를 다층 퍼셉트론
의 입력 층에 입력하면 다층 퍼셉트론은 각각의 데이터에
가중치 W = [w1 , w2 , · · · , wN ] 곱해 더해주어 은닉 층으로
보낸다. 그리고 은닉 층에서 결과 층으로 앞과 똑같은 과
정을 거친 값을 보내어 활성 함수인 시그모이드 (sigmoid)
함수
s(x) =

1
1 + exp(−x)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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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plot of multi-perceptron with one output layer and two hidden layers for the machine learning
of the Ising model.
를 이용해 최종 결과 값을 만들어 낸다 [7].
이렇게 만들어낸 다층 퍼셉트론의 결과 값과 준비한 데이
터의 상태를 사람이 보고 평가한 값을 서로 비교하여 생기는
오차를 오차함수로 표현하여, 이 오차함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시킨다.

3. 학습 방법
이차원 사각격자에서의 이징모델의 길이차원 L =
4, 6, 8, 10, 12 에 대해 질서적인 상태와 무질서적인 상태의
데이터를 준비한다. 이 데이터를 다층 퍼셉트론에 입력하
여 퍼셉트론을 학습시킨다. 데이터를 퍼셉트론에 입력하면
나오는 결과 값과 질서적인지 무질서적인지 평가한 준비된
데이터 값을 최소화시킬 오차함수인 교차엔트로피 (cross

Fig. 2. (Color online) The order parameter (a) ⟨m⟩ obtained from multi-perceptro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T and the susceptibility (b) χ estimated from the
order parameter m.

entropy) 함수
H(p, t) = −

∑

(ti ln(pi ) + (1 − ti ) ln(1 − pi ))

(10)

i

율을 구하여 학습된 다층 퍼셉트론에서 나온 결과 값과 왕란다우 표본잡기 [10,11] 를 이용한 몬테칼로 전산시늉 이징
모델 데이터를 유한크기 눈금잡기 방법 [15,16]을 이용하여

에 대입하여 오차를 구한다 [5,6]. 여기서 t는 평가한 준비

서로 비교해 다층 퍼셉트론의 정밀도를 확인한다.

된 데이터의 값 p는 다층 퍼셉트론에서 구한 결과 값이다.
이렇게 구해낸 오차를 경사 하강법
wnew = w − η

∂E
∂w

(11)

III. 결과 및 고찰

식을 이용하여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

이차원 사각격자에서 이징모형의 질서적인 상태와 무질

시킨다. 여기서 E 는 오차함수, w 는 가중치, η 는 학습률이

서적인 상태를 길이차원 L = 4, 6, 8, 10, 12 에서 다층 퍼셉

다 [8,9].

트론에 오차함수를 최소화하는 경사 하강법 방법으로 학습

학습시킨 다층 퍼셉트론에 몬테칼로 전산시늉을 이용해

시켰다. 그리고 구해진 다층퍼셉트론의 이징모형 데이터와

준비한 각각의 길이차원에대한 이차원 사각격자 이징모

왕-란다우 표본잡기를 이용한 이징모형의 데이터를 이용하

델 데이터를 입력시켜 데이터가 질서적인지 무질서적인지

여 유한크기 눈금잡기 방법을 사용해 보았다.

[17]에 대해 다층 퍼셉트론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도록 하며
⟨
⟩
이를 통해 나온 데이터를 이용하여 M 2 를 구해 자기감수

Fig. 2(a) 에서는 온도의 함수로써 질서맺음 ⟨m⟩ 을
Fig. 2(b)에서는 온도의 함수로써 자기감수율 χ(T )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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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및 결론
학습시킨 다층 퍼셉트론에 몬테칼로 전산시늉을 이용한
이차원 사각격자에서 이징모형 데이터를 입력하여 자기
감수율에 대한 임계온도 Tc MP (∞) = 2.26357 ± 0.005024
을 얻었다. 이는 왕-란다우 표본잡기를 이용한 몬테칼로
전산시늉 이징모델 데이터의 자기감수율에 대한 임계온도
Tc WL (∞) = 2.26224 ± 0.00222144 결과와 각각의 길이차
원 L = 4, 6, 8, 10, 12 에서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였다. 그리
√
고 임계온도는 정확한 결과 Tc = 2/ ln(1 + 2) ≈ 2.269
와도 잘 맞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잘 학습된
다층 퍼셉트론이 만들어낸 자화율에 대한 결과 값을 가지고
유한크기 눈금잡기 방법을 통하여 임계온도를 적절히 유추
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고, 앞으로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한
머신러닝 방법들이 다양한 물리문제에 정밀한 결과를 예측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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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The critical temperatures Tc for
the finite systems obtained from the peak of susceptibilities as a function of the inverse linear dimension 1/L,
which are estimated from (a) Wang-Landau sampling
method and (b) multi-percep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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