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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퍼셉트론



8-1 퍼셉트론

퍼셉트론

Perceptron = a linear threshold unit (LTU)
Input: a vector of real values
Output: 1 or -1 (binary)
Activation function: threshold function 



퍼셉트론 구조
– 생물학적 신경세포의 작동 방식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인공 뉴런

– 뇌의 구조를 모사한 정보처리 방식

• 1958년 Rosenblatt가 학습이 가능함을 증명

– 인접한 두 뉴런의 연결부분인 시냅스에서 학습이 일어남

– 출력노드의 활성화값

– 임계논리 활성화 함수: 임계치를 넘으면 +1을, 넘지 않으면 -1을 출력

• Rosenblatt의 퍼셉트론(단순 퍼셉트론)은 하나의 임계논리유닛으

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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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셉트론의 학습

– 학습 목표: 주어진 학습패턴들을 두 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경계면 찾기

– 학습 패턴이 입력될 때 출력되는 f를 계산, 목표 출력과 일치하지 않으면 변경

– 퍼셉트론 학습 규칙

• 학습예를 반복적으로 관측하면서 가중치를 변경하면 선형 분리가 가능한 분류

문제의 경우 올바른 분류기를 학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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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 활성화 함수의 한계

– +1 또는 -1의 이진값만을 출력

– 오차는 0 아니면 2만 가능: 미세한 오차 조정 불가능

선형 활성화 함수

– 임계활성화함수의 한계를 해결

– 선형퍼셉트론: 선형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퍼셉트론

– 델타 규칙을 사용하여 학습 가능 (Widrow & Hoff,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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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퍼셉트론(Linear Perceptron) = a linear unit 𝑜(𝑥1, … , 𝑥𝑛) = σ𝑖𝑤𝑖𝑥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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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퍼셉트론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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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규칙에 의한 학습 알고리듬

– 학습 데이터 N개

– 가중치 벡터 w를 갖는 선형 유닛의 계산

– 학습 데이터집합에 대한 오차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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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하강법



델타규칙에 의한 학습 알고리듬(cont.)

– 오차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시냅스 가중치를 교정

오차 Ed를 가중치 𝑤𝑖에 대해서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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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규칙에 의한 학습 알고리듬(cont.)

– i번째 가중치의 학습식

• 𝜂 ∈ (0,1) 은 학습률 (learn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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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ch learning
(vs. onl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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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cision surface for a linearly separable set of 
examples (correctly classified by a straight line)

(b) A set of training examples that is not linearly 
separable.

Linearly Separable vs. Linearly Nonsepa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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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층 뉴런의 필요성

– 복잡한 패턴 분류를 위해서는 입출력 간의 복잡한 변환 구조가 필요

– 단일 뉴런으로는 선형분리가 가능한 결정 경계선만을 생성 가능

– 사용하는 뉴런의 수를 늘리고 층을 추가하여
복잡한 구조의 의사결정 경계(decision boundary)를 생성할 수 있음

• 다층퍼셉트론 (Multilayer Perceptron, MLP)

– 여러 개의 퍼셉트론 뉴런을 여러 층으로 쌓은 다층신경망 구조

– 각 층 안에서는 뉴런간 연결이 없으며 인접한 두 층의 뉴런 간에는 완전 연결됨

– 층별 활성화값

• j: 시냅스후 뉴런, i: 시냅스전 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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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moid function: nonlinear, different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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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층퍼셉트론 신경망(M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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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층신경망 모델

– 출력값 벡터 f

– 출력값의 계산과정

• 은닉 뉴런의 출력값 𝑥ℎ의 계산

• 출력 뉴런의 값 𝑓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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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뉴런 j에 대한 가중치 벡터 변경(cont.)

– 𝑑번째 학습예에 대한 오차함수

– 출력층 𝑑층에 있는 j번째 뉴런의 델타값 𝛿𝑗
(𝑙)

• 해당 뉴런의 입력총합에 대한 에러변화율의 음수값

• 교정할 오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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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층의 델타값을 이용한 하위층 뉴런의 델타값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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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값의 계산(cont.)
– 𝑙층의 j번째 뉴런에 연결된 시냅스 가중치 벡터의 일반 변경식

f(x) = sigmoid(x)
𝑓′= 𝑓(1 − 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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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함수비례조정함수

출력비교

정보전파

오류역전파 (Error Back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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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propagation Algorithm for M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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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f(x)
𝑜′= 𝑜 1 − 𝑜
𝑓′= 𝑓(1 − 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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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과다학습과 정규화

모델복잡도 (model complexity)
데이터나 문제의 복잡도에 비해 모델 복잡도가 크면 훈련데이터에 대한 정확
도는 우수하나
과다학습(overfitting) 문제를 야기하여 일반화 성능이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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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학습
(over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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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 (regularization)
모델 선택 문제 즉 최적의 모델 복잡도를 갖는 학습 모델을 찾는 문제를 체계적
으로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정규화 이론을 이용

구조위험최소화법 (Structural Risk Minimization, SRM)

목적함수를 변경

모델의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
류가 증가

복잡도와 훈련오류를 모두 고려한
최적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음

𝑅𝑟𝑒𝑔[f ,γ ] = 𝑅𝑡𝑟𝑎𝑖𝑛[f ] + γ ԡ ԡ𝒘
2

© 2017, 장교수의 딥러닝



8-5. 요약



제8강 요약 및 정리

퍼셉트론은 한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간단한 신경망 모델로서 감독학습을 통해서 이진 패턴 분류

문제를 풀수 있다.

선형 퍼셉트론은 델타 규칙을 사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오류 함수를 시냅스 연결 가중치에 대해서

미분함으로써 학습 규칙을 유도할 수 있다.

선형 퍼셉트론은 선형 분리가 가능한 패턴을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선형 비분리 데이터셋은 완

전히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다층퍼셉트론은 여러층의 비선형 뉴런을 사용하여 선형 비분리 데이터셋도 분류할 수 있다. 그러

나 다층퍼셉트논의 은닉 뉴런을 학습하는 방법이 오랜동안 발견되지 못하였다.

오류역전파 알고리듬은 다층퍼셉트론을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듬이다.

학습 모델의 복잡도가 과다하게 클 경우(예, 다층퍼셉트론의 은닉 뉴런수가 많은 경우) 주어진 학

습데이터에만 과다학습 하는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다.

오차와 함께 모델의 복잡도를 고려하는 정규화 방법을 사용하여 과다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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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Watching) Assignments

1) 다음의 비디오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Linear Classifiers Video

Q:  선형 퍼셉트론을 패턴 분류기로 사용될 때 두 개의 클래스간에 겹치는 부
분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두개의 클래스를 하나의 선으로 구별할
수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선형 퍼셉트론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제안하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hAnfnc2dWBs&t=33s
https://youtu.be/hAnfnc2dWBs?t=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