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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Ns) have been utilized for various tasks, including image
classification, speech recognition, and machine translation, and for medical diagnosis. For practical
applications, we use neural networks composed of a very large number of neurons, but we do not
have much information on how to fix the number of hidden layers or the number of neurons in
a layer. In this paper, a graphical illustration of neural learning in simple neural networks of a
multilayer perceptron (MLP) is presented. In the case of XOR-like problems, the learning process
corresponds to finding a line or surface that separates several states into two groups in a higher
dimensional space. Here, we illustrate graphically how the bipartition problem depends on the
number of neurons in a layer, we also address the meaning of adding a layer in the network. We
expect that this intuitive graphical understanding of increasing the number of neurons or layers in
simple neural networks will be useful in constructing neural networks for practi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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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인공신경망 (ANN) 은 이미지 분류, 음성 인식, 기계어 번역, 그리고 임상 진단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실용적 응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경망은 수많은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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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어떻게 결정하고 또한 하나의 층에서 뉴런의 수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많은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다층 퍼셉트론 (MLP) 신경망을 이용하여 신경망 학습 결과에
대한 도형적 풀이를 제시한다.

XOR 과 같은 단순한 문제의 학습 과정은 높은 차원에서 다양한

상태를 두 개의 군으로 분리하는 표면을 구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간단한 이원 분류
문제의 학습이 하나의 층에 있는 뉴런의 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한 신경망에서 뉴런
층을 더하는 것이 도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한다. 간단한 신경망에서 뉴런의 수 혹은
층을 늘이는 것에 대한 직관적이며 도형적인 이해는 실제 문제에 대한 인공신경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Keywords: 인공신경망,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 학습, 시각적 해석

I. 서 론
최근에 다양한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사물 인지,
이미지 분류, 음성 인식 등이 가능함에 따라서, 인공신경망
을 이용한 인공 지능은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인공 지능은 다양한
과학 기술적 응용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법조, 행정 등
다양한 인문 사회 과학 분야에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1–4]. 최초의 인공신경망 모델은 McCulloch와 Pitts [5]가
제안한 것으로 뉴런에 입력되는 자극의 합이 임계치보다
크면 뉴런이 활성화되고 임계치보다 작으면 활성화되지
않는 개념으로써 단순한 논리 연산 소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실제로 Rosenblatt [6]가 제안한 퍼
셉트론 (Perceptron)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AND, OR,
NOT와 같은 간단한 논리연산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
러나 Minsky와 Paper [7] 는 단순 퍼셉트론으로는 배타적
논리합 (XOR) 문제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
였다. 이후 퍼셉트론과 같이 입력층과 출력층으로 구성된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은닉층 (hidden layer)
을 추가로 도입하는 다층퍼셉트론 (Multilayer perceptron,
MLP) 모델들이 1980년대 중반에 제안되었으며, Werbos
와 Rumelhart [8, 9]는 MLP의 효율적 학습을 위한 오류
역전파 (error 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인
공신경망을 이용한 실제적인 인공 지능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Hinton과 Sejnowski의 제한 볼츠만 머
신 (Restricted Boltzmann Machine, RBM) [10], Jordan
의 순환신경망 (Recurrnet Neural Network, RNN) [11],
LeCun 등의 합성곱신경망 (Convolition Neural Network,
CNN) [12], Hochreiter과 Schmidhuber의 장단기 기억
(Long Short-Term Memory, LSTM) [13], Hinton 등의
심층 신뢰 신경망(Deep Belief Network, DBN) [14], Mnih
등의 심층 Q-네트워크(Deep Q-Networks) [15] 등 다양한
종류의 심층 신경망 구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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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인공신경망을 실제 문제에 적용
하게 되면 신경망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도 점차 복잡해지
게 되지만 인공신경망에서 도입되는 은닉층의 수, 혹은 한
층에서 사용되는 뉴런의 수를 증가하는 것이 인공신경망의
학습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단순 수치 해석적 학습
방법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단
순한 문제에 대한 MLP 신경망 모델의 학습 과정을 도형
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서 인공신경망에서 도입되는
뉴런의 수, 은닉층의 수가 인공신경망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도형적
해석은 기존의 해석적 방법이 제공하지 못하는 인공신경망
구조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II. 퍼셉트론(perceptron)
인공신경망에서 사용하고 있는 뉴런의 모형은 Fig. 1(a)
와 같이 입력 신호 xi 가 가중치 wi 를 가지는 시냅스를 통과
∑
하면 이 뉴런의 입력 신호 S 는 i wi xi 와 편향 θ 의 합으로
주어지고, 이 입력 신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뉴런의 발화율을
출력값으로 한다. 즉, 이 뉴런의 출력값 O 는 입력 신호 S
에 활성화 함수 f 를 적용한 값으로 주어진다.

O = f (S), S =

∑

w i xi + θ

(1)

i

활성화 함수 f 에는 여러 가지 함수 모델이 사용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Fig. 1(b) 에 표시한 바와 같이 준선형의 포
화형 응답 특성을 가지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한다.
Rosenblatt은 Fig. 1(a) 와 같이 시냅스를 통해 들어온
입력 신호의 합에 따라서 발화하는 뉴런을 기반으로 Fig.
2(a)와 같이 구성된 단순 퍼셉트론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AND, OR, NOT와 같은 간단한 논리연산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6]. Figure 2(b) 의 AND 연산 문제를 푸는
인공 신경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두 개의 입력값 x1 과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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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 함수 Ep 가 0으로 접근하는 시냅스 가중치 wi 와 편
향 θ 를 구하는 방법은 Ep 가 제일 빨리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변화하는 최소 감소법 (gradient descent) [6]을
적용한다.
∂Ep
∂wiold

winew = wiold − α
Fig. 1. (Color online)(a) A computational model of a
neuron in artificial neural networks. (b) A Sigmoid function.
∂Ep
=
∂wiold

(

∂Ep
∂Op

)(

∂Op
∂Sp

)(

∂Sp
∂wiold

(4)

)
= (Op −Tp )(Op (1−Op ))xpi
(5)

θnew = θold − α
Fig. 2. (Color online) (a) A simple perceptron neural
network composed of an input layer with two nodes and
an output layer with one node. Weights w1 , w2 and a
bias term θ are also denoted. (b) Four states of the AND
operation. (c) Plot of error E versus iteration number t
for the AND problem.
가 입력층 노드에 주어지면 출력층 노드에는 출력값 T 가
되도록 신경망의 가중치 w1 , w2 그리고 편향 θ 를 학습을
통해 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퍼셉트론 신경망의 학습
Figure 2(a)의 퍼셉트론 모델에서 각각의 상태 p에 대하
여 입력값 xp1 , xp2 가 입력층에 주어지면 출력값 Op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
∑

Op = f (Sp ), S = f (

wi xpi + θ)

(2)

i=1

이 출력값 Op 가 교사 출력값 Tp 에 접근하도록 신경망의
가중치 w1 , w2 와 편향 θ 를 구하는 과정을 인공신경망에서
의 학습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신경망의 출력값 Op 와
기대되는 교사 출력값 Tp 의 차이를 이용하여 오차 함수 Ep
를 구하고 이것을 모든 상태에서 구한 오차 E 가 0으로 접근
하도록 하는 교사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 방법을
사용한다 [16].

E=

∑
p

Ep =

1∑
(Tp − Op )2
2 p

(3)

∂Ep
=
∂θold

(

∂Ep
∂Op

)(

∂Op
∂Sp

)(

∂Sp
∂θold

∂Ep
∂θold

(6)

)
= (Op −Tp )(Op (1−Op ))

(7)
이 식에서 α 는 학습률을 나타내며 비교적 작은 값을 택
해야만 오차 E 가 0으로 접근하는 최적의 해에 도달할 수
있다. 신경망 학습에 사용하는 모든 상태 p 에 대해서 위의
과정을 적용하고 이런 과정을 오차가 0으로 접근할 때까지
반복하면 Fig. 2(c) 와 같이 오차가 0으로 수렴하는 신경망
해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은 Fig. 2(a)의 단순 퍼셉트론 신경
망으로 AND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마찬가지
로 OR, NOT 문제도 퍼셉트론 신경망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학습 과정의 도형적 풀이
단순 퍼셉트론으로 AND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Fig.
3(a) 와 같이 2차원 (x1 , x2 ) 평면에서 상태 {1, 2, 3} 에
대해서는 출력값이 0으로, 상태 {4} 에 대해서는 1로 되어
두 상태를 분리하는 활성화 함수를 찾는 문제가 된다. Fig.
2(a)의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먼저
영점선(zero-line) S = w1 x1 + w2 x2 + θ = 0으로 주어지는
선형 분리선을 결정하고 다음으로 활성화 함수에 의해서
분리선 위쪽 상태의 출력값은 1, 아래쪽 상태의 출력값은 0
이 되도록 한다. 학습이 진행되지 않은 임의의 초기 상태에
서는 Fig. 3(b)와 같이 이 분리선의 위치가 상태 {1, 2, 3}과
상태 {4} 사이에 놓여있지 않으며 출력값도 큰 차이를 보이
지 못한다. 따라서 Fig. 2(c)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초기
오차 E 가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Eq. (4)-(7)
에 의해서 신경망의 가중치 w1 , w2 와 편향 θ 를 수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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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a) XOR operation. (b) Four states
of the XOR operation and the location of zero-line after
the learning steps are denoted in two-dimensional input
space (x1 , x2 ). (c) Plot of error E versus iteration number t.

Fig. 3. (Color online) (a) Four states of the AND operation are denoted in two-dimensional input space (x1 ,
x2 ). States {1, 2, 3} with output 1 are in blue and state
{4} with output 0 is in red. (b) Plot of network output versus input (x1 , x2 ) using untrained initial weights
x1 =0.20, x2 =0.10, and bias θ=0.05. Note that network
output is represented in color scale. (c) Network results after learning steps with x1 =8.01, x2 =8.01, and
θ=-12.11. Note that the output of states {1, 2, 3} is
very close to zero, and the out of the state {4} is close to
1. (d) Three-dimensional plot of network out O versus
input (x1 , x2 ). Here we used the learning rate α=0.10.
학습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S = 0 으로 주어지는 영점선의
위치가 서서히 이동하여 충분히 학습된 상태에서는 Fig.
3(c) 와 같이 영점선의 위치가 상태 {1, 2, 3} 과 상태 {4}
사이에 놓이게 되고, 또한 출력값도 상태 {1, 2, 3} 에서는
0으로 접근하고 상태 {4} 는 1에 가깝게 되어 오차 E 가 0
으로 수렴한다. Figure 3(d)에서는 이 결과를 3차원 도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상태 {1, 2, 3}과 상태 {4} 사이에 형성된
영점선을 기준으로 활성화 함수가 급격하게 언덕처럼 증가
하여 두 상태가 명확히 구분되어 학습이 제대로 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Minsky와 Papert [7]는 Fig. 2(a) 와 같은 단순
퍼셉트론으로 배타적 논리합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없
다고 하였다. XOR 문제는 Fig. 4(a) 에 표시한 바와 같이
두 입력값이 다를 때는 1이 되고 같을 때는 0으로 하는 연
산으로, Fig. 4(b) 의 도형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하나의
영점선으로 상태 {1, 4} 와 상태 {2, 3} 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Fig. 4(c) 와 같이
신경망의 학습 오차가 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을 일일이
보여주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이 문제는 단순 퍼셉트론
신경망으로 학습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다층 퍼셉트론 (Multilayer perceptron)

Fig. 5. (Color online) A multilayer perceptron model
1H2 composed of a hidden layer with two nodes. The
weight between an input node i and a hidden node j is
denoted as wij , and vj represents the weight between a
hidden node j and the output node. The bias terms for
the hidden and output layers are denoted as θj and γ,
respectively.

Figure 2(a)와 같이 입력층과 출력층으로만 구성된 단순
퍼셉트론 모델로는 XOR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은닉층을 추가한 다층 퍼셉트론 모델이 도
입되었다 [8]. 제일 간단한 다층 퍼셉트론 모형은 Fig. 5와
같이 하나의 은닉층에 두 개의 노드가 있는 1H2 모델이다.
입력 신호 (x1 , x2 ) 가 입력층에 들어오면 은닉층에 전달
되는 입력값은 U1 = w11 x1 + w12 x2 + θ1 , U2 = w21 x1 +
w22 x2 + θ2 로 되고, 여기에 활성화 함수가 적용되면 은닉
층의 출력값 H1 = f (U1 ), H2 = f (U2 ) 가 결정된다. 은닉
층의 출력값 H1 과 H2 는 가중치를 가지는 시냅스를 통해
출력층에 전달되어 출력층의 입력값 S = v1 H1 + v2 H2 + γ
과 출력값 O = f (S) 로 전환된다. 따라서 각각의 상태 p 에
대해서

Hjp = f (Ujp ), Ujp =

∑

wji xpi + θj

(8)

vj Hjp + γ

(9)

i=1,2

Op = f (Sp ), Sp =

∑
j=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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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층 퍼셉트론의 학습 원리
Figure 5의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의 학습 과정은 단층
퍼셉트론처럼 최소 감소법을 적용하며, 이 과정은 아래와
같은 오차 역전파 과정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구할 수 있다
[8,9]. (i) 출력층의 오차는 신경망 출력값과 교사 출력값의
차이로부터 구한다. (ii) 두 층 사이의 가중치 변화량은
위 층 노드의 오차와 아래층 노드의 입력값의 곱으로부터
구하고, 편향의 변화량은 위 층 노드의 오차로부터 구한다.
(iii) 아래층 노드의 오차는 이 노드와 연결된 위 층 노드의
오차에 가중치를 곱한 것의 합으로 구한다. (iv) 위에서
구한 (ii)와 (iii) 과정을 입력층까지 반복 적용한다. 이 과정
을 Fig. 5의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θjnew = θjold − α

∂Ep
=
∂θjold

∂Ep
∂f (S)
= (Op − Tp )
∂Sp
∂S

(10)
S=Sp

(ii)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가중치와 출력층 노드의 편
향을 갱신한다.
vjnew = vjold − β

∂Ep
=
∂vjold

(

∂Ep
∂Sp

)(

∂Ep
∂vjold

∂Sp
∂vjold

γ new = γ old − β

(11)

∂Ep
∂Ujp

)(

∂Ujp
∂θjold

(18)

)
= δjH

(19)

오차 역전파 방법을 모든 학습 상태에 적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오차가 0으로 수렴할 때까지 반복 적용하면 오차가
0으로 수렴하여 다층 퍼셉트론으로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i) 출력값 Op 와 교사 출력값 Tp 로부터 출력층 노드의
오차를 구한다.
δ out ≡

(

∂Ep
∂θjold

2. XOR 문제의 도형적 풀이
Figure 4(b)에서 단순 퍼셉트론을 적용한 결과에서 보여
준 것과 같이 (x1 , x2 ) 평면상에서 상태 {1, 4}와 {2, 3}이 하
나의 직선으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다층 퍼셉트론에서는 먼
저 두 개의 좌표변환 H1 = f (U1 ), U1 = w11 x1 +w12 x2 +θ1
과 H2 = f (U2 ), U2 = w21 x1 + w22 x2 + θ2 를 통해 (x1 , x2 )
평면상의 입력 신호를 (H1 , H2 ) 평면으로 전환한 후 (H1 ,

)

H2 ) 평면상에서 상태 {1, 4} 와 {2, 3} 을 하나의 영점선
= δ out Hjp

(12)

S = v1 H1 + v2 H2 + γ = 0 으로 분리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Figure 6(a)은 학습이 충분히 진행되었을 때 임의의 입력

∂Ep
∂γ old

(13)

신호 (x1 , x2 ) 에 대한 은닉층의 첫 번째 노드 출력값 H1 과
U1 = 0 이 되는 영점선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Fig.

∂Ep
=
∂γ old

(

∂Ep
∂Sp

)(

∂Sp
∂vjold

)

6(b)은 은닉층의 두 번째 노드 출력값 H1 와 U2 = 0이 되는
=δ

out

(14)

{1, 4}와 {2, 3}이 (H1 , H2 ) 평면에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iii) 은닉층 노드의 오차를 구한다.
(
)(
)
∂E
∂S
∂f (U )
∂E
p
p
p
=
= δ out vjp
δjH ≡
∂Ujp
∂Sp
∂Ujp
∂U

Fig. 6(c)에서 보여주는데, (H1 , H2 ) 평면에서 상태 {1, 4}
와 {2, 3}이 S=0 영점선으로 주어지는 하나의 직선에 의해
U =Ujp

(15)
(iv)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가중치와 은닉층 유닛의
편향을 갱신한다.
new
wji

∂Ep
=
old
∂wji

(

∂Ep
old
= wji
− α old
∂wji

∂Ep
∂Ujp

)(

∂Ujp
old
∂wji

영점선을 보여준다. 이 두 개의 좌표 변환의 결과로써 상태

(16)

잘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다층 퍼셉트론 모델 1H2
에서는 Fig. 6(d)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x1 , x2 ) 평면상
에서 상태 {1, 4}와 {2, 3}을 두 개의 영점선을 이용해 분리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두 영점선 사이의 상태에 대해서는
출력값 O 가 1에 접근하고 그 영역 밖의 상태에 대해서는
출력값 O 가 0에 접근하는 값이 되는 비선형 필터를 구성하

)
= δjH xpi

(17)

여 XOR 문제를 푸는 것이 이 신경망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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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lor online) (a) An extended XOR-like (eXOR)
problem. States {1, 2, 3, 4} take value 1 and states
{5, 6, 7, 8} take value 0. (b) A multilayer perceptron
model 1H3 composed of a hidden layer with 3 nodes.
(c) A multilayer perceptron model 2H2 composed of two
hidden layers with two nodes in each layer.

Fig. 6. (Color online) (a) H1 transformation for an arbitrary input (x1 , x2 ) and the plot of zero-line U1 = 0. We
used w11 =6.05, w12 =6.10, and θ1 =-2.63 obtained from
learning steps. (b) H2 transformation and the zero-line
U2 =0. We used w21 =4.19, w22 =4.20, and θ2 =-6.44. (c)
Plot of network output O for an arbitrary hidden state
(H1 , H2 ) and the zero-line S=0. We used v1 =8.51, v2 =9.17, and γ=-3.89. (d) A nonlinear filter determined by
two zero-lines U1 =0 and U2 =0 separates two states {2,
3} from {1, 4}.

IV. 확장된 XOR 문제 해결
Figure 5의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XOR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좀 더 복잡한
문제도 다층 퍼셉트론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으로 Fig. 7(a) 와 같이 XOR 문제를 확장한 문제
(eXOR) 에 대해서 적용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여덟 개 상
태로 되어 있으며, 상태 {1, 2, 3, 4}의 출력값은 1, 상태 {5,
6, 7, 8} 의 출력값은 0이 되어야 한다. 1H2 다층 퍼셉트론
모델에서는 Fig. 6(d) 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영점선에 의해 형성되는 비선형 필터에 이용해 입력
상태를 출력값 0과 1을 가지는 두 구역으로 나누어 주는 것
으로는 eXOR 문제에서 상태 {1, 2, 3, 4}와 {5, 6, 7, 8}의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1H2 모델에 Fig. 7(b) 와 같이 은닉층 노드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Fig. 7(c) 와 같이 은닉층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은닉층의 노드를 증가한 모형
Figure 7(b)와 같이 하나의 은닉층에 노드가 세 개인 1H3
모형으로 eXOR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도형적으로 해석

하면 먼저 2차원 입력 신호 (x1 , x2 )를 은닉층의 세 노드에
의해 결정되는 세 개의 좌표 변환 H1 , H2 , H3 를 이용해
3차원 신호 (H1 , H2 , H3 ) 로 전환하고, 다음으로 출력층
노드에 의해서 결정되는 영점면을 통해 상태 {1, 2, 3, 4}와
상태 {5, 6, 7, 8} 을 분리하는 것이다.
Figure 8(a) 에서는 은닉층의 첫 번째 노드의 좌표변환
H1 = f (U1 ) 과 U1 = w11 x1 + w12 x2 + θ1 = 0 으로 주어지
는 영점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은닉층
의 두 번째, 세 번째 노드에 의한 좌표변환 H2 , H3 와 영점선
U2 = w21 x1 +w22 x2 +θ2 = 0, U3 = w31 x1 +w32 x2 +θ3 = 0
은 Fig. 8(b)–(c)와 같다. (x1 , x2 ) 평면에서 (H1 , H2 , H3 )
공간으로 좌표변환을 한 결과는 Fig. 8(d) 와 같이 (H1 ,
H2 , H3 ) 공간에서 상태 {1, 2, 3, 4} 와 {5, 6, 7, 8} 은
S = v1 H1 + v2 H2 + v3 H3 + γ = 0 으로 주어지는 영점평
면 (zero-surface) 에 의해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평면
아래는 출력값이 0, 평면 위로는 1이 출력된다).
한편, 이 결과는 Fig. 8(e)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x1 ,
x2 ) 평면에서 세 개의 영점선 U1 , U2 , U3 에 의해 형성되는
비선형 필터를 통해 상태 {1, 2, 3, 4} 와 {5, 6, 7, 8} 을
분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1H2 모델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은닉층 노드가 세 개인 1H3 신경망에서
는 2차원 입력 신호를 3차원으로 좌표 변환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은닉층 노드의 수를 네 개로 증가한 1H4 모델
에서는 네 개의 은닉층 노드를 이용해서 2차원 입력 신호를
4차원 공간으로 좌표 변환을 한 후에 4차원 공간에서 하나의
영점평면으로 상태 {1, 2, 3, 4} 와 {5, 6, 7, 8} 을 분리하게
된다. Figure 9(a)–(d)에 네 개의 좌표변환 H1 , H2 , H3 , H4
결과와 각각의 영점선 U1 = 0, U2 = 0, U3 = 0, U4 = 0 이
주어졌다. 이 좌표변환을 통하여 2차원 입력 신호 (x1 , x2 )
를 4차원 은닉층 신호 (H1 , H2 , H3 , H4 ) 로 전환하면 Fig.
9(e) 와 같이 상태 {1, 2, 3, 4} 는 4차원 공간에서 각각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에 가까운
값으로 변환되고, 상태 {5, 6, 7, 8}은 모두 (0, 0, 0, 0)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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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lor online) (a) H1 transformation for an arbitrary input (x1 , x2 ) and the plot of zero-line U1 =0. We used
w11 =-13.60, w12 =1.58, and θ1 =10.91 obtained from learning steps. (b) H2 transformation and the zero-line U2 =0.
We used w21 =2.97, w22 =3.22, and θ2 =-2.05. (c) H3 transformation and the zero-line U3 =0. We used w31 =-1.74,
w32 =11.48, and θ3 =-9.54. (d) Plot of network output O for an arbitrary hidden state (H1 , H2 , H3 ) and the zerosurface S=0. We used v1 =-16.61, v2 =-25.62, v3 =19.56, and γ=22.52. (e) A nonlinear filter determined by three
zero-lines U1 =0, U2 =0, and U3 =0 separates states {1, 2, 3, 4} from {5, 6, 7, 8}. For learning, we used α=0.10, and
β=0.10.
로 변환된다. 그 결과 상태 {1, 2, 3, 4} 와 {5, 6, 7, 8} 은 4
차원 공간에서 영점평면 S ≈ H1 + H2 + H3 + H4 + γ ′ = 0
에 의해서 출력값이 0과 1인 구역으로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결과는 네 개의 분리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마
름모형 비선형 필터에 의해서 2차원 공간 (x1 , x2 ) 에서 두
상태의 분리가 가능함을 Fig. 9(f) 에서 보여준다.
1H4 모델을 eXOR 문제에 적용하면 초기 가중치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Fig. 10에서는
Fig. 9(f) 와 다른 학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 조건에
따라서 형성되는 비선형 필터의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네 개의 분리선을 이용하여 상태 {1, 2, 3, 4}와 {5, 6, 7, 8}
이 잘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XOR 문제는 은닉층에 노드가
두 개인 1H2 모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노드가 세 개인 1H3
모델, 네 개인 1H4 모델에서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노드
의 수가 더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Fig. 11(a) 는 은닉층
노드의 수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킨 결과로써 은닉층 노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가 점차 감소하고 또한 문제 해결
성공률 (초기 변수를 임의로 변화했을 때 학습이 성공적으
로 진행되는 비율) 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은닉층
노드의 수를 무한히 증가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
다. Figure 11(b)에서 은닉층 노드의 수에 따라 1회 학습에
걸리는 시간을 구한 결과 노드의 수가 증가에 따라 학습
시간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은닉층 노드의

수가 증가할수록 학습 시간도 길어지므로 은닉층 노드의
수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2. 은닉층의 수를 증가한 모형
다음으로 다층 퍼셉트론에 은닉층의 수를 증가하는 것이
신경망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Fig.
7(c)와 같이 은닉층을 두 개로 늘린 2H2 다층 퍼셉트론 모델
에 eXOR 문제를 적용하였다. 이 모델의 첫 번째 은닉층에
있는 두 개의 노드의 역할은 Fig. 12(a)–(b) 와 같이 2차원
입력 신호 (x1 , x2 ) 를 두 개의 좌표 변환 H1 , H2 에 의해
서 1차 은닉층 신호 (H1 , H2 ) 로 전환하는 것이다. Figure
12(c)–(d) 결과와 같이 (H1 , H2 ) 평면에서도 하나의 분리
선에 의해서 상태 {1, 2, 3, 4} 와 {5, 6, 7, 8} 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H2 모델의 두 번째 은닉층의 두
노드를 이용하여 2개의 좌표변환을 통해 2차 은닉층 신호
(I1 , I2 )으로 또 한 번의 좌표 변환이 일어난다. 그 결과 Fig.
12(e) 와 같이 (I1 , I2 ) 평면에서 상태 {1, 2, 3, 4} 와 {5, 6,
7, 8} 은 영점선 S=0으로 출력값이 0과 1인 두 구역으로
분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 결과는 Fig. 12(f)에서 보여주는
것과 선형 분리선이 아닌 2개의 곡선형 분리선에 의해서
형성된 비선형 필터를 통해서 상태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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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lor online) (a) H1 transformation and the zero-line U1 =0. We used w11 =-10.62, w12 =-10.80, and θ1 =2.29.
(b) H2 transformation and the zero-line U2 =0. We used w21 =15.188 w22 =-14.79, and θ2 =-12.34. (c) H3 transformation
and the zero-line U3 =0. We used w31 =-10.52, w32 =10.12, and θ3 =-8.00. (d) H4 transformation and the zero-line U4 =0.
We used w41 =10.21, w42 =9.91, and θ4 =-17.91. (e) Plot of the zero-surface S=0 in four-dimensional space (H1 , H2 ,
H3 , H4 ). We used v1 =11.17, v2 =11.08, v3 =11.33, v4 =11.24, and γ=-5.53. (f) A nonlinear filter determined by four
zero-lines U1 =0, U2 =0, U3 =0, and U4 =0 separates states {1, 2, 3, 4} from {5, 6, 7, 8}.
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Fig.
13(b)와 같이 은닉층이 많아질수록 한 번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어진 계산 시간에 최적의 해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10. (Color online) Plot of nonlinear filters determined from different initial conditions.

위의 예시를 통해 다층 퍼셉트론 모델에서 m 개의 은닉
층이 있고 각 은닉층에 n 개의 노드가 있다면 (x1 , x2 ) 로
주어진 2차원 평면에서 n 차원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m
번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닉층에
있는 노드의 수는 몇 차원 공간으로 좌표 변환을 할 것인
지, 즉 좌표 변환할 차원을 나타내고, 은닉층의 수는 좌표
변환하는 횟수를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서 입력 신호를 변환하는 과정은 다양한 비선형 필터를
구성하여 입력 상태를 분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7].

Fig. 11. (Color online) (a) Dependence of learning error
E and success rate on the number of nodes in the hidden
layer. The success rate was computed by the number of
trials with error E<0.1. (b) Dependence of computing
time per one step on the number of nodes in the hidden
layer.

V. 다층 퍼셉트론의 응용
다층 퍼셉트론의 실제적인 응용의 예로써 필기체 숫자 인
식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문제는 MNIST(Modified Na-

마찬가지로 1H2 모델로 불가능하였던 eXOR 문제가 2H2
모델로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은닉층의 수를
더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Figure 13(a) 에서 보여주는 결
과는 은닉층의 수가 1에서 5까지 증가 할 때는 오차가 작아
지고 문제 해결 성공률이 높아지지만, 은닉층의 수가 6으로

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atabase)
에 있는 0부터 9까지 손으로 쓴 숫자를 자동으로 인지하는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을 구축하는 것인데 MNIST 데이터
베스는 딥러닝 분야의 트레이닝 및 테스트에 널리 사용된다
[12]. 이 데이터는 각 숫자에 해당하는 입력 신호가 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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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lor online) (a) H1 transformation and the zero-line U1 =0. We used w11 =3.80, w12 =-8.88, and θ1 =0.09.
(b) H2 transformation and the zero-line U2 =0. We used w21 =8.25, w22 =-4.39, and θ2 =0.13. (c) I1 transformation
and the zero-line V1 =0. We used q11 =-23.96, q12 =23.78, and ρ1 =-1.62. (d) I2 transformation and the zero-line V2 =0.
We used q21 =-16.48, q22 =11.30, ρ2 =-5.80. (e) Plot of network output O for an arbitrary hidden state (I1 , I2 ) and the
zero-line S=0. We used v1 =-18.40, v2 =14.77, and γ=8.07. (f) A nonlinear filter determined by two curved zero-lines
generated from two transformations separates states {1, 2, 3, 4} from {5, 6, 7, 8}.

Fig. 13. (Color online)(a) Dependence of learning error
E and success rate on the number of hidden layers. The
success rate was computed by the number of trials with
error E<0.1. (b) Dependence of computing time per one
step on the number of hidden layers.

픽셀 크기의 이미지로 주어지며 각 이미지에 대한 카테고
리로 0부터 9까지의 교사 출력값이 제공되며, 각 숫자 당 6
만 개의 훈련 데이터와 1만 개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한다.
다층 퍼셉트론으로 필기체 숫자를 구분하는 문제는 Fig.
14(a) 에 보여준 바와 같이 28×28픽셀 크기의 이미지를 입

Fig. 14. (Color online)(a) Classification of handwritten
numbers. (b) Network structure for the handwritten
problem.
Figure 14(b) 의 신경망 모델에서 입력층과 출력층의 노
드의 수는 고정하고 은닉층의 수와 은닉층의 노드 수를 변화
할 때 필기체 인식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은닉층을 하나로 고정하고 은닉층에 있는 노드 수를
점차 증가시키면서 숫자 인식 정확도와 1회 학습 당 계산

력 데이터로 하고 은닉층을 거쳐 최종적으로 0부터 9까지

시간을 측정하였다. Figure 15(a) 의 결과에서 은닉층이

숫자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다층 퍼셉트론

없이 입력층에서 바로 출력층으로 연결되면 인식 정확도

모델은 Fig. 14(b) 와 같이 2차원 행렬 이미지를 784개의

가 92%가 되지만 은닉층을 도입하면 은닉층의 노드 수에

요소를 가진 1차원 행렬로 전환하여 입력 신호로 한다. 따

따라서 인식률이 98%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서 입력층은 784개 노드로 구성되며, 출력층에는 10개의

하지만 노드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면 인식 정확도가

카테고리를 나타낼 10개 노드로 구성되며 각 카테고리에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15(b) 에서

속할 확률값을 출력값으로 한다.

유닛의 수를 증가시키면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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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인공신경망에서의 학습 과정을 도
형적으로 설명하였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층
퍼셉트론에서 은닉층 노드의 수를 증가하면 입력 신호를 고
차원으로 확장하여 고차원에서 분리하게 되어 학습 능률이
Fig. 15. (Color online) (a) Dependence of accuracy on
the number of nodes in the hidden layer. The accuracy
was computed using 10,000 test data in the MNIST. (b)
Dependence of computing time per one step on the number of nodes in the hidden layer.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은닉층의 수를 증가시켜서 좌표 변환
의 차수를 늘이는 것도 학습 능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은닉층의 수를 증가하거나 노드의 수를 증가
하면 계산 시간도 급격히 증가하고 학습 능률을 지연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은닉층 노드 수와
은닉층의 수는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당한 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다양한 응용에 활용되고 있는 인공신경망 모델은
다층 퍼셉트론처럼 구조가 고정된 것뿐만 아니라 그 구성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보여준 다층 퍼셉트론의 학습 과정에 대한
도형적인 해석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다양한 인공신경망

Fig. 16. (Color online) (a) Dependence of accuracy on
the number of hidden layers. (b) Dependence of computing time per one step on the number of hidden layers.
Here the number of nodes in the hidden layers was fixed
as 64.

모델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증가하므로 숫자 인식 정확도와 학습 시간을 고려하여 적
당한 수의 유닛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은닉층에 있는 노드 수를 64개로 고정하고 은닉
층의 수를 점차 증가한 결과는 Fig. 16(a)와 같이 은닉층의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이공분야기초연구
(NRF2017R1D1A1A02019371) 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수를 증가시키면 정확도가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Fig. 16(b) 와 같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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