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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ron

• Perceptron으로 복잡한 처리도 표현 가능

•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이 복잡하고 수동으로 이루어짐

• Neural Network
• 가중치 매개변수의 적절한 값을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하는 능력



Neural Network

• Simple Neural Network
•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Neural Network

• X1, x2, 1이라는 세 개의 신호
가 뉴런에 입력되어, 각 신호
에 가중치를 곱한 후, 다음 뉴
런에 전달

• Activation Function(활성화 함
수)



Activation Function

• 활성화 함수: 입력 신호의 총합이 활성화를 일으키는지 결정하
는 역할을 하는 함수



Activation Function

• Step function
• 활성화 함수는 임계값을 경계로 출력이 바뀜

• 이를 계단 함수(step function)  perceptron

• 다른 함수는?

• Sigmoid Function



Step function

• step_function.py



Activation Function

• Step function Graph

• Sigmoid function

• Sig_step_compare

https://github.com/WegraLee/deep-learning-from-scratch/blob/master/ch03/sigmoid.py
https://github.com/WegraLee/deep-learning-from-scratch/blob/master/ch03/sig_step_compare.py


Activation Function

• Non-linear function
• Step, sigmoid function

• For hidden layers

• ReLU (Rectified Linear Unit)
• 입력이 0을 넘으면 그 입력을 그

대로 출력하고, 0이하이면 0을 출
력하는 함수

• Relu.py

https://github.com/WegraLee/deep-learning-from-scratch/blob/master/ch03/relu.py


N-dimensional Array



1차 배열 주의

a1 = np.array( [1, 2, 3] ) #크기 (3,)인 1차원 배열
a2 = np.array( [ [1, 2, 3] ] ) #크기 (1,3)인 2차원 배열 (행벡터)
a3 = np.array( [ [1], [2], [3] ] ) #크기 (3,1)인 2차원 배열 (열벡터)

• a1.T 는 동작하지 않는다. 반면 a2.T 와 a3.T는 동작한다. 1차 배열은 행벡
터나 열벡터 두 가지 모두로 취급되기도 한다.

• 1차 배열은 행벡터나 열벡터 둘 다로 취급할 수 있다. dot(A,v) 에서 v는 열
벡터로 다루어지고 dot(v,A)에서는 행벡터로 취급된다. 따라서 전치를 복
잡하게 수행할 필요가 없다.



N-dimensional Array

• Dot product



Three-layer Neural Network



Three-layer Neural Network



Three-layer Neural Network



Three-layer Neural Network



Output Layer

• Classification or regression?

• Identity function and softmax function



Softmax Function

• Overflow문제
• 어떤 정수를 더해

overflow 방지



MNIST 

• MNIST data set
• 기계학습의 대표적인 자료

• 0-9까지의 숫자 이미지로 구성

• Training 이미지 60,000 장 Test image 10,000장

• Image data는 28*28크기의 회색 이미지(1채널), 각 픽셀은 0에서 255
까지의 값을 취함

• 각 image에는 ‘7’,’2’, ‘1’과 같은 이미지가 실제로 나타내는 숫자가 레이
블로 붙어 있음

• mnist.py (mnistPy2.py) : mnist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것



MNIST

• load_mnist()
• (훈련 이미지, 훈

련, 레이블), (시
험이미지, 시험
레이블) 형식

• Parameter: 
normalize, 
flatten, 
one_hot_label



MNIST

• 03-
mnist_show.py

• 03-
neuralnet_mnist
.py



MNIST

• 매개변수의 형상



MNIST

• Batch 처리



MNIST



Round Up

• 신경망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sigmoid함수와 ReLU 함수 같은 매끄럽
게 변화하는 함수를 이용

• Numpy의 다차원 배열을 잘 사용하면 신경망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 기계학습 문제는 크게 회귀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로는 회귀에서는 주로 항등 함수를, 분류에서
는 주로 Softmax함수를 이용한다

• 분류에서는 출력층의 뉴런 수를 분류하려는 클래스 수와 같게 설정
한다

• 입력 데이터를 묶은 것을 배치라 하며, 추론 처리를 이 배치 단위로
진행하면 결과를 훨씬 빠르게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