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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신경망과 해석 가능성:
최신 연구 동향 및 시사점 고찰
1)조 상 균*

현대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심층신경망 학습(Deep learning)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그
위력을 입증하고 있다. 초기 심층신경망 연구의 주요 관심사가 효과적인 학습과 성능 향상에 방점이 찍혀있었다면,
최근의 심층신경망 연구는 심층신경망의 실제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측면의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
다. 심층신경망에 해석 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연구 흐름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본 고에
서는 심층신경망에 해석성을 이식하는 작업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Ⅰ. 서 론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심층신경망의 눈부신 발전은 인공지능 분야뿐 아니라 인접한 여
러 분야에도 파급효과를 미쳤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난공불락의 문제로 여겨지
던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신약 후보 물질 디자인 등이 그
것이며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응용 연구가 등장하며 발전하고 있다. 심층신경망은 기
존의 고전 통계 기반 모형들보다 더 높은 성능, 즉 더 높은 정확성을 보인다. 하지만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심층신경망을 곧바로 일상의 문제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다. 전통적인 심층신경망은 복잡한 내부 구조로 인하여 알고리즘의 투명성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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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되는 결과에 대한 직관적 해석조차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블
랙박스 문제(Black-box problem)”으로 불리며 심층신경망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식
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심층신경망의 해석가능성과 연관된 개념과 용어들을 살펴보고,
해석성을 심층신경망에 이식하고자 하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이를 통하여 향
후 심층신경망 연구가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심층신경망에서의 해석가능성
1. 해석가능성 이식의 필요성
심층신경망이 다른 방법론들을 압도할만한 높은 성능을 보인다면 해석성을 포기할 수
도 있는 것이 아닐까? 굳이 해석성이라는 특성을 부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
지 예시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살펴보자. 먼저, 심층신경망을 연구하는 연구진이 자율
주행 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연구진은 최선을 다해서 심층신경망을 학습
시키고 오류를 방지하고자 했지만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기에 크고 작은 오류가 발
생하여 사고로 이어졌다. 그런데, 전통적인 심층신경망에서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는 것은 더 어렵다. 연구자들
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넣어주면서 모형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각을 줄이는 것이다.
두 번째 예시에서는 사진을 심층신경망 넣어주면 개와 고양이로 분류하는 모형을 가
정해 볼 것이다. 연구진은 개와 고양이 사진을 충분히 넣어서 학습시켰으며 만족스러운
정확도를 획득하였다. 만약 이 모형에 개나 고양이 사진이 아닌 돌고래 사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범주를 벗어나 버린 것이지만 컴퓨터는
이것을 인식할 수 없고 개 혹은 고양이라는 결론을 출력할 것이다. 딥러닝이 일상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포 외 데이터셋(Out Of Distribution: OOD)이
입력될 경우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Liang, Li, and Srikant 2018).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시가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면 마지
막 예시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이 예시는 가상의 예가 아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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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에서 밝혀진 사례로서 인공지능의 편견(bias) 방지와 공정성(fairness) 확보라
는 숙제를 남겼다. 한 독립 언론의 탐사보도를 통해 법원의 범죄 분석 알고리즘 콤파
스(COMPAS)가 흑인을 차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Mehrabi et al. 2019). 물론, 이
러한 차별이 사전에 인간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알고리즘은
인종을 변수로서 포함하지도 않았다. 유사한 예로 같은 해에 러시아 과학자들이 진행한
AI 미인대회에서는 선정된 44명의 미인 중 단 1명 만이 유색인종이었다고 한다(Levin
2016).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예시는 각각 독립적인 심층신경망의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한
편으로는 심층신경망 학습에 왜 해석성이 필요한지 공통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석가능성과 설명가능성
심층신경망에 해석성을 부여하는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며 연관 개념들도 연구자들 사
이에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맥락에 따라 용어
가 혼용되기도 하고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많은 후속 연구자들에게
지지받아 빈번하게 피인용되고 있는 논문을 바탕으로 심층신경망의 해석가능성
(Interpretability)과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의 정의를 알아본다.
해석가능성과 설명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종종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해석가능성이 좀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Miller는 해석성이란 어떤 결정의
근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Miller 2019), Kim은 해석이란
사람에게 설명을 제공하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하였다(Doshi-Velez and Kim 2017). 설
명가능성은 이러한 해석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social), 인지적(cognitive)인 요
인까지 고려하는 특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대상을
설명하는 행위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인지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똑같은 말을 전
달하더라도 이러한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설명
가능한 특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해석가능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우선적인 과제는 심층신경망에 해석가능성을 부여하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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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라고 볼 수 있다.

Ⅲ. 베이지안 추론 기반 해석가능한 심층신경망
본 고에서 논의할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압축될 수 있다. ⅰ) 어텐션(attention) 구조 ⅱ) 베이지안 심층신경망(Bayesian Deep neural networks) ⅲ) 불확실성
(uncertainty) 정량화가 이에 해당된다.

1. 심층신경망과 어텐션
심층신경망 모형에서 해석성을 부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가 어텐션 구
조를 심층신경망에 삽입하는 방법이다. 어텐션은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순차적
(Sequential) 정보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등장했으며, ‘집중’이라는
단어 뜻 그대로 어떤 설명변수(input feature)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량화하여 나타낸
다(Bahdanau, Cho, and Bengio 2015; Sutskever, Vinyals, and Le 2014). 예를
들어 [그림 1]은 불어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문제를 표현한다. 출력되는 영어

그림 1

번역을 위한 심층신경망 구조(Encoder-Decoder)

자료: https://pytorch.org/tutorials/intermediate/seq2seq_translation_tutori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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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black”은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선택되었을까? 이미 앞서 출력된 “cat”,
“is”의 영향도 받았을 것이고 동시에 불어 원문 단어들 “le”, “chat”과 같은 단어들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어텐션은 출력되는 단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앞서 등장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나타내는 일종의 가중치라 볼 수 있다.
어텐션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처음 도입된 후,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하기 시
작했다. 특히 이미지처리 분야에서는 어텐션을 시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어텐션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좀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였다(Xu et al. 2015). [그림 2]는 사진 이
미지를 입력받아 이를 묘사하는 캡션이 생성되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어텐션은 밑줄
친 각 단어가 선정되는데 사진의 어떤 입력(=픽셀)이 중요하게 고려되는지를 알려준다.
입력 사진 바로 오른쪽 사진에서 밝음의 정도를 이용하여(픽셀의 밝기가 밝을수록 그
픽셀이 중요하게 작용) 어텐션을 표현하였다.

그림 2

이미지 세분화 문제와 어텐션 시각화

자료: Xu, Kelvin, et al. "Show, attend and tell: Neural image caption generation with visual
atten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ICML 2015).

어텐션이 입력 변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면, 통상적인 회귀
(regression) 문제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Choi et al.은 전자의료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s: EHR)을 활용하여 심부전 위험도를 예측하는 심층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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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REverse Time AttentIoN model: RETAIN)를 제안하였다(Choi et al. 2016).
이 구조에서는 어텐션을 변수축과 시간축 각각에 대해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심
부전을 일으키는데 주요하게 작용하는 위험인자(risk factor)와 그 시점을 식별하였다.
이 성과 이후 많은 후속 연구가 동일한 심층신경망 구조를 활용하였으나 연산된 어텐
션이 얼마나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값인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하지 못했다. 이 문제
는 베이지안 심층신경망 기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 장의 마지막 섹션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겠다.

2. 베이지안 심층신경망의 불확실성 정량화
통계학에는 빈도주의(frequentist) 관점과 베이지안 관점의 시각이 있다. 베이지안 관
점에서 사건과 확률을 바라본다는 것은 관측된 정보 외에 추가적으로 선험적인 지식이
나 경험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정하고자 하
는 모수(parameter)는 더 이상 점추정의 대상이 아니라 분포를 갖는 확률변수로 간주
된다. 그렇다면 심층신경망의 수많은 네트워크 가중치들을 어떻게 베이지안 관점에서
계산할 수 있을까? Gal et al.은 심층신경망에서 과적합(overfitting) 방지 방법으로 사
용되던 dropout과 정규화(regularization)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베이지안 관점에서
출력변수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과 수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Gal and
Ghahramani 2016). 즉, 네트워크 가중치들이 기댓값이 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
정했을 때 출력변수가 관측될 확률은 가우시안 프로세스(Gaussian Process: GP)가 되
며, 이를 다시 정리하면 최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에 dropout
과 정규화를 적용한 꼴과 동일해진다는 것이다.
심층신경망에 베이지안 관점을 도입하게 되면서 우리는 출력변수의 불확실성을 계산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모형이 출력하는 종속변수가 단순히 어떤 특정 값이라
는 결론이 아니라 그 종속변수의 추정구간을 출력하게 된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
록 구간도 넓어진다. [그림 3]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회귀 데이터를 베이지안 심
층신경망으로 복구한 결과를 나타낸다. 붉은색 실선은 데이터를 생성시킨 실제 함수
(ground truth)이고 보라색 점들은 실제 관측치이다. 파란색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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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심층신경망을 활용하여 예상된 예측치(구간)로서 관측치가 없었던 영역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베이지안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예측

자료: Gal, Yarin, and Zoubin Ghahramani. “Dropout as a bayesian approximation: Representing model uncertainty in deep learn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ICML 2016).

Gal et al.은 후속연구에서 불확실성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Epistemic 불
확실성과 aleatoric 불확실성이 그것이다(Kendall and Gal 2017). Epistemic 불확실
성은 모형의 불완전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측치가 많아지면 해소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다. 반면, aleatoric 불확실성은 관측 오류(measurement error)와
같은 내재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불확실성으로 감소시킬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 [그림
4]는 이미지 분할 문제에 이러한 베이지안 방법론을 적용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물
체의 경계면에서는 aleatoric 불확실성이 높은 값을 나타내고, 충분히 관측되지 못한 대
상(해당 사진에서는 하단의 인도 노면)에서는 epistemic 불확실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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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pistemic/Aleatoric 불확실성

자료: Kendall, Alex, and Yarin Gal. “What uncertainties do we need in bayesian deep learning
for computer visio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NIPS
2017).

이와 같이 베이지안 심층신경망을 활용하면 출력 변수의 불확실성을 획득할 수 있지
만, 이것만으로는 입력 변수의 영향력과 그 불확실성을 산출할 수 없다. 앞선 문단에서
독립적으로 소개했던 어텐션과 베이지안 심층신경망 기법 각각의 이점을 모두 포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입력 변수의 영향력과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산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3. 어텐션의 불확실성 부여 및 신뢰구간 산출
Heo et al.은 Choi et al.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입력 변수의 어
텐션 값과 함께 그 불확실성을 산출할 수 있는 베이지안 심층신경망 구조(Uncertainty
Aware deep neural networks: UA)를 제안하였다(Heo et al. 2018). 이들은 베이지
안 심층신경망 구조에 어텐션을 추가하고 몬테카를로 샘플링(Monte Carlo sampling)
하여 네트워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두 방법론을 통합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어텐션이 도입된 베이지안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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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신경망 구조를 활용하면 입력 변수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그것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얻어낼 수 있다. 만일 입력 변수의 중요도라는 측면에서 “어텐션”을 고전통계 모형의
“계수(혹은 모수)”에 대응시킨다면, 같은 맥락에서 어텐션의 불확실성은 계수의 표준오
차에 대응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에 착안하여 Jo et al.은 내생성(endogeneity)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생성을 교
정하는 동시에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정량화할 수 있는 심층신경망 구조를 생성했다
(Uncertainty Aware Deep Instrumental 2-stage network: UA Deep IV). 나아가
어텐션의 크기와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어텐션의 신뢰구간을 산출하고 어텐션의 통계적
유의성의 개념을 제안하였다(Jo, Jun, and Park 2020). 이를 바탕으로 건강검진이 의
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실증분석하였으며, 제안
된 통계적 유의성이 심층신경망의 가지치기(pruning)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을 입증하였다.
심층신경망의 가지치기는 본래 기존 네트워크의 성능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네트
워크의 크기를 압축하여 컴퓨터 연산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이다(KISDI
AI Outlook(2020년 봄 Vol. 1) 참고). 예를 들어, 크기가 작은 가중치들을 네트워크
에서 제거한다고 했을 때 약 90% 정도의 가중치를 제거하더라도 네트워크의 성능은
처음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Han et al. 2015). 다만, 이러한 방식의
가지치기는 재훈련을 시키지 않는 이상 가지치기만으로 원래 성능보다 향상된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어텐션의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어텐션을 가지치기 했을 때, 원래 네트워크의 성능보다 향상된 성능의 정확도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림 5]는 통계적 유의성의 기준을 점점 더 엄격하게 만들면서 가지치기 대상을 늘
려 손실함수와 정확도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기존 가지치기의 방법의 경우, 가지치기
대상을 늘리면 손실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단조증가하고 정확도 역시 일정수준
에서 유지되다가 단조 감소하는 모양이 나타날 것이다. 반면 통계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가지치기를 수행하였을 때는 해당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적정수준의 가지치
기 수행 이후 오히려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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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통계적 유의성 기반 가지치기 수행 시 정확도/손실함수
© 2020 IEEE

자료: SangKyun Jo, Duk Bin Jun and Sungho Park. “Estimating the effect of General Health
checkup using Uncertainty Aware Attention of Deep Instrument Variable 2-stage
network.”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and Applications(ICMLA
2020). (accepted)

해당 연구 사례는 심층신경망 분야와는 별개의 방법론으로 간주되던 계량경제학적 방
법론을 차용하여 해석성을 높이고 심층신경망의 지상과제인 성능향상도 성취한 한 사
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본 고에서는 심층신경망에 해석가능성을 도입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해석
가능성을 심층신경망에 부여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입력 변수의 영
향력을 정량화하기 위한 어텐션, 그 불확실성을 산출하기 위한 베이지안 심층신경망 등
의 방법론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사실은 심층신경망 분야 연구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정석적인 해석성 부여
방법론은 아직 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어텐션은 복잡한 연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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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가적 산물이며 설명변수의 중요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러한 과도기적 연구에서는 다각적인 접근, 인접 분야와의 협력 등이 다음 단계로 나
아가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활발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 심층신경망이
라는 블랙박스를 적절히 통제하고 해석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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