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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러 분야의 문제에서 사용되는 심층 컨볼루션 인공신경망은 그 성과에 비해 내부에 대한 분석이 부족

하다. 본 논문에서는 활성화함수값, 가중치를 시각화하고 t-SN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2차원공간에 맵핑

함으로써 모델의 학습률, 일반화성능, 문제의 난이도와 층별 학습정도를 분석하는 세가지 방법을 통합한 

정성적인 분석방법을 제안하였다. 핀테크 데이터 분류문제를 위해 작성된 심층 컨볼루션 인공신경망을 

대상으로 사례를 들어 분석방법을 실험하였다. 시각화에 기반한 모델 내부 분석으로 보다 정확하고 직관

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성능을 개선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1.  서  론 

 깊게 쌓은 컨볼루션 인공신경망은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 기

존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 주목받은 딥러닝 기법이다. 심층 컨

볼루션 인공신경망은 행동인식, 음성인식, 의료 등 여러 분야

의 문제에서 적용되어 기존의 기법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고, 

현재는 딥러닝 기법 중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었다. 

 그러나 성과에 비해 컨볼루션 인공신경망의 내부에 대한 분

석이 부족해서 학습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기존 모델의 문제점

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1]. 게다가 인공신경망의 학습과

정은 높은 계산복잡도를 가져 기존 모델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것을 반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소셜대출 채무상황 예측용 심

층 컨볼루션 신경망 분류기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세 가

지 방법으로 인공신경망의 내부를 시각화하는 것으로 기존 온

라인 소셜대출 채무상황 분류 모델의 문제점을 특정 및 수정

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유용성을 보인

다. 

 

2.  관련연구 

 심층 컨볼루션 인공신경망 내부에 대한 시각화에 기반한 분

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첫째는 활성화함수값

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때문에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Yosinski 등은 활성화함수값을 시각화함

으로써 학습률에 대한 정성적인 해석방법을 제안하였다[2]. 

둘째는 가중치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Hinton 등은 가중치를 

시각화함으로써 학습이 충분히 진행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인공신경망의 일반화성능에 대한 해석방법을 제안하였다[3].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인공신경망을 층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출력된 활성화함수값을 t-SN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2차원 공간에 맵핑하여 문제의 난이도를 평가하고 

층별로 모델을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디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모델이 이미지 분류시 사

용한 부분을 찾아내는 연구나 출력층으로부터 얻은 클래스 정

보를 시각화하는 연구등의 시각화에 기반한 분석방법이 있다. 

 

3.  방  법 

 본 논문에서는 활성화함수값과 가중치를 시각화하고 층별로 

활성화함수값의 분포를 시각화하는 세가지 방법을 통합하여 

심층 컨볼루션 인공신경망의 정성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각 방법을 통해서 모델의 학습률, 일반화성능, 문제의 난이도

와 모델 층별 학습정도에 대한 해석을 얻을 수 있다. 

3.1.  제안하는 방법 

 그림 1에서 시각화에 기반한 세가지 분석방법을 온라인 소셜

대출 도메인에서 개인의 정보로부터 채무 상환여부를 예측하

는 심층 컨볼루션 신경망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도식화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미국의 P2P 대출 플랫폼을 

제공하는 Lending club 에서 대출자의 정보와 채무를 이행하

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데이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로 구성한 2차원 벡터를 입력으로 사용

하는 심층 컨볼루션 인공신경망을 작성하였다. 16개의 채무자 

기본 정보를 포함한 총 30개 속성을 학습하여 91.01% 검증정

확도로 채무 이행여부를 분류하는 심층 컨볼루션 인공신경망

을 대상으로 제안하는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신경망 모델은 

3회의 컨볼루션층과 1회의 풀링층, 그리고 3개의 완전연결층

으로 구성되어 있다. 

 l 번째 컨볼루션층에서 출력되는 벡터 cl 의 원소 c𝑥𝑦
l  는 이

전 층의 출력 벡터 y l−1 와 m x m 크기의 가중치벡터인 필터 

w 에 의해 수식 컨볼루션연산을 수행한다. 필터는 이미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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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크기의 벡터로 입력된 이미지벡터와 곱해져서 이미지의 

일부를 강조하거나 왜곡하는 역할을 한다.  

l 번째 풀링층에서는 이전 층에서 입력된 N x N 크기의 벡터의 

k x k  영역으로부터 하나의 최대값을 대표값으로 고르는 최대

값-풀링연산을 수행하고 
N

k
 x 

N

k
 크기의 벡터를 출력한다. T 는 

풀링거리로 풀링연산을 수행할 영역의 거리이다.  

컨볼루션, 풀링연산을 반복하여 수행해서 이미지벡터가 분해

되고 분류기 하단의 l  번째 완전연결층에 도달하게 되면 각 

노드의 값이 결정된다. 마지막 풀링층에서 출력한 벡터 p𝑖
l−1 

는 비선형 시그모이드 함수 σ 에 의해 출력된 뒤 Bias bi를 

더한 뒤 w𝑗𝑖
l−1 와 곱해진다.  

 

그림 1. 채무상황 예측 신경망과 세가지 분석방법 

3.2.  활성화함수값 시각화 

 i번째 입력 데이터가 심층 컨볼루션 인공신경망의 l번째 층 

컨볼루션 필터 가중치와 곱해진 뒤 활성화함수라고 불리는 비

선형 함수에 의해 출력된 벡터 y l을 이미지화한다. 컨볼루션 

연산에 대한 활성화함수의 출력값을 시각화함으로써 학습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학습률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신경망이 국부 최소점문제에 

빠지게 되고, 가중치 변화량이 극단적으로 커 활성화함수값이 

출력되지 않는 경우인 데드-필터가 많아진다. 그림 2는 이미

지 분류 대회인 ILSVRC에서 2014년에 우승한 모델인 

VGG16 심층 컨볼루션 신경망과 같은 구조이지만 학습률을 

의도적으로 높게 조정한 모델에 입력한 고양이 사진의 활성화

함수값이다. 데드-필터에 의해 다수의 활성화함수값이 출력되

지 않았다. 

 

 

3.3.  가중치 시각화 

 컨볼루션 신경망의 가중치벡터는 각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

며 곱해지는 벡터이다. Hinton 등은 심층 컨볼루션 신경망의 

가중치벡터를 시각화함으로써 모델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3]. 컨볼루션 신경망은 입력과 가까운 층에서 점이나 선등의 

간단한 정보들을 추출하고, 심층에서 고차원의 특성을 추출해

내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된 심층 컨볼루션 인공신경망의 가중

치벡터들을 시각화하였을 때 일정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일반화성능이 약해 과적합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경우

의 가중치벡터는 무질서한 패턴을 보인다. 그림 3에서 학습이 

잘 된 VGG16 컨볼루션 신경망의 첫번째층 가중치벡터 𝑤를 

시각화하였다. 

 

 

3.4.  t-SNE 알고리즘을 사용한 층별 활성화함수값 분포 

 n개의 입력 데이터에 대해 심층 컨볼루션 신경망이 각 층에

서 출력한 활성화함수들을 t-SNE를 사용하여 2차원공간에 맵

핑한다. t-SNE 알고리즘은 벡터 사이의 유사도에 기반하여 고

차원 벡터 X = {x1, x2, … , xn} 를 2차원 벡터 Y = {y1, y2 , … , yn} 

로 차원축소하는 방법이다[4].  

 SNE 알고리즘은 차원축소전 벡터 xi, 𝑥𝑗사이의 거리와 차원축

소후 벡터yi, yj사이의 거리를 각각 수식 (1) 와 수식 (2) 으로 

정의한다. 

𝑝𝑗|𝑖 =  
𝑒𝑥𝑝 (− ||𝑥𝑖 − 𝑥𝑗||

2
/2𝜎𝑖

2)

∑ 𝑒𝑥𝑝 (−||𝑥𝑖 − 𝑥𝑘 ||
2
/2𝜎𝑖

2)𝑘≠𝑖

                        (1) 

𝑞𝑗|𝑖 =  
𝑒𝑥𝑝  (− ||𝑦𝑖 − 𝑦𝑗||

2
)

∑ 𝑒𝑥𝑝 (−||𝑦𝑖 − 𝑦𝑘||
2
)𝑘≠𝑖

                               (2) 

 이후 두 분포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수식 (3) 의 

Kullback-Leibler divergence 𝐾𝐿 을 통해 i번째 벡터로부터 

다른 벡터까지의 𝐾𝐿  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원축소후 

벡터의 위치 갱신을 반복한다.  

그림 3.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가중치벡터 

그림 2. 학습률이 높은 모델의 활성화함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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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𝐾𝐿(𝑃𝑖||𝑄𝑖)

𝑖

=  ∑ ∑ 𝑝𝑗|𝑖𝑙𝑜𝑔
𝑝𝑗|𝑖

𝑞𝑗|𝑖𝑗
𝑖

                       (3) 

 t-SN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입력되기 이전의 각 데이터를 2

차원공간에 맵핑하는 것으로 분류 문제의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고, 각 층에서 출력된 활성화함수값을 유사도에 기반하여 

맵핑하여 학습정도에 대한 층별 분석이 가능하다.  

4.  실험 및 결론 

4.1.  활성화함수값 시각화 

 그림 4에서 완전연결층 이전의 컨볼루션 연산에 대한 활성화

함수를 시각화하였다. 시각화한 활성화함수값 중 데드-필터에 

의해 활성화함수값이 출력되지 않은 경우가 적었던 것으로부

터 학습률이 적절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4.2.  가중치 시각화 

 그림 5에서 각 컨볼루션 층의 가중치벡터를 시각화하였다. 

가중치벡터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과적합문제가 발

생하지 않았다고 분석가능하다. 실제로 모델의 학습정확도가 

91.57%, 검증정확도가 91.01%로 과적합문제가 발생하지 않

았다. 

 
 

4.3.  t-SNE 알고리즘을 사용한 층별 활성화함수값 분포 

 그림 6에서 t-SN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원본 데이터의 분포,  

마지막 컨볼루션층과 완전연결층에서의 활성화함수값을 2차원

공간에 맵핑하였다. 마지막 컨볼루션층에 비해 완전연결층에

서 군집화하는것으로 컨볼루션과 풀링층에서 특징을 성공적으

로 추출하였음을 진단할 수 있다. 

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활성화함수값, 가중치를 시각화하고 t-SN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2차원공간에 맵핑함으로써 모델의 학습

률, 일반화성능, 문제의 난이도와 층별 학습정도를 분석하는 

세가지 방법을 통합한 정성적인 분석방법을 제안하고 온라인 

소셜대출 도메인의 채무상환여부를 예측하는 신경망을 대상으

로 실험하여 모델을 진단하였다. 모델의 내부 파라미터를 시

각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모델을 분석하고 성능을 개선할 방

향을 제시할 수 있다. 향후 3차원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심층 컨볼루션 신경망의 시각화에 기반한 내부 분석방법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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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활성화함수값 시각화 

그림 5. 가중치 시각화 

그림 5. 층별 활성화함수값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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