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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의 눈과 기계의 눈

이 
장과 이 책에서는 생물의 시각 시스템에 빗대어 딥러닝deep learning을 살아 있는, 음 … 

그러니까 일종의 생명체처럼 설명합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 딥러닝이 무엇인지 높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딥러닝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넓게 적용할 수 있

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것입니다.

생물의 눈

5억 5,000만 년 전 선사시대 캄브리아기에 지구에 있는 종의 개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

했습니다(그림 1.1). 화석 기록에 의하면 현대 갑각류와 관련이 있는 작은 해양 생물인 삼

엽충이 빛을 감지하기 시작하면서 종의 폭발이 시작되었다는 증거1가 있습니다(그림 1.2). 

원시적이더라도 시각 시스템은 많은 보상을 가져다 주는 신선한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음식이나 적, 친구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후각 같은 다른 기관

으로도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높고 빛의 속도를 가진 시각에는 미치지 못

합니다. 이 가설은 삼엽충이 볼 수 있게 되면서 군비 경쟁이 시작되었고 캄브리아기 폭발

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삼엽충의 먹이뿐만 아니라 포식자도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야 했던 

거죠.

삼엽충의 시각이 발달된 후 5,000년 동안 감각의 복잡도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제 현

대 포유류에서 뇌의 회백질 표면인 대뇌피질의 상당 부분이 시각 지각에 관여합니다.2 존스

1 Parker, A. (2004). In the Blink of an Eye: How Vision Sparked the Big Bang of Evolution. New York: Basic Books.

2  큰 관련은 없지만 대뇌피질에 관한 몇 가지 사실：첫째, 뇌에서 가장 최근에 진화하여 발달한 것 중 하나입니다. 파충

류나 양서류같이 오래된 동물들의 행동에 비해 포유류의 행동이 복잡한 이유입니다. 둘째, 대뇌피질이 뇌의 표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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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킨스대학교의 생리학자 데이비드 허블David Hubel과 토르스텐 비셀Torsten Wiesel(그림 1.3)은 

1950년대 후반 시각 정보가 포유류 대뇌피질에서 처리되는 방법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3를 

이 외피 조직이 회색이기 때문에 뇌를 비공식적으로 회백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뇌의 대부분은 백질입니다. 

회백질보다 백질이 정보를 더 멀리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백질의 뉴런이 신호 전달 속도가 높은 하얀 지방으로 코팅

되어 있습니다. 과장되게 비유하면 백질의 뉴런을 ‘고속도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속 자동차 도로는 진입

로나 진출로가 거의 없지만 뇌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매우 빨리 신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백질의 

‘국도’는 속도를 희생하는 대신 뉴런 간의 상호 연결 가능성을 매우 높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뇌피질(회백

질)을 뇌에서 가장 복잡한 계산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간주합니다. 포유류 같은 대부분의 동물들, 특히 호모 사피엔스 

같은 유인원이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3  Hubel, D. H., & Wiesel, T. N. (1959). Receptive fields of single neurones in the cat’s striate cortex. The Journal of 
Physiology, 148, 5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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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5억 5,000만 년 전 선사시대 캄브리아기에 지구에 있는 종의 개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속’은 관련된 종으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그림 1.2 안경을 쓴 삼엽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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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공로를 인정받아 둘이 함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4 허

블과 비셀은 마취된 고양이에게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눈에서 시각 정보를 받는 대

뇌피질의 첫 번째 부분인 일차 시각피질primary visual cortex에 있는 개별 뉴런의 활동을 기록하

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허블과 비셀은 고양이에게 [그림 1.4]와 같이 간단한 모양의 슬라이드를 화면에 투사하

여 보여주었습니다. 초기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일차 시각피질의 

뉴런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부학상 나머지 대뇌피질로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관문인 이 세포가 왜 시각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지 절망하면서 고심했습니다. 흥분한 허

블과 비셀은 뉴런을 자극하기 위해 고양이 앞에서 팔을 휘두르고 뛰어보기도 했지만 허사

였습니다. X-선에서 페니실린, 전자레인지까지 다른 위대한 발견들이 그랬듯이 허블과 비

셀은 우연한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영사기에서 슬라이드 하나를 뺐을 때 수직 가장자리가 

기록 장치에서 뚜렷하게 틱틱 소리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일차 시각피질의 뉴런이 활성화

되었다는 뜻입니다. 허블과 비셀은 너무 기뻐서 존스홉킨스 실험실 복도를 뛰어 다니며 소

리를 질렀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틱틱 소리를 내는 뉴런은 이상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추가 실험을 통해 

허블과 비셀은 눈에서 시각 입력을 받는 뉴런이 일반적으로 단순한 직선 모서리에 제일 민

4 미국의 신경생물학자 로저 스페리(Roger Sperry)와 198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림 1.3 노벨상 수상자인 신경생리학자 토르스텐 비셀(왼쪽)과 데이비드 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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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포에 단순한 뉴런simple neuron5이란 적절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림 1.5]에서 보듯이 허블과 비셀은 단순한 뉴런의 반응이 특정 방향의 모서리에 최적

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특정 모서리 방향을 전문으로 감지하는 단순한 뉴

런이 많이 모이면 360도 회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서리-회전 감지 단순 뉴런은 

정보를 다수의 복잡한 뉴런complex neuron에게 전달합니다. 복잡한 뉴런은 단순한 뉴런이 이미 

처리한 시각 정보를 받기 때문에 여러 방향의 직선을 더 복잡한 모양으로 연결할 수 있습

니다.

[그림 1.6]은 점점 더 고차원 뉴런에 정보를 전달하는 식으로 계층적으로 조직된 뉴런의 

층을 통해 뇌가 복잡한 시각 자극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눈이 생쥐의 머

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광자나 눈의 망막에 있는 뉴런을 자극합니다. 이 원시 시각 정보는 

눈에서 뇌의 일차 시각피질로 전달됩니다. 이 정보를 받는 일차 시각피질 뉴런(허블과 비

셀의 단순한 뉴런)의 첫 번째 층은 특정 방향의 모서리(직선)를 감지하는 데 특화되어 있

5  옮긴이_원서는 단순한 뉴런과 단순한 세포(simple cell)를 혼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복잡한 뉴런과 복잡한 세포(complex 
cell)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블과 비셀은 ‘단순한 세포’와 ‘복잡한 세포’라고 불렀지만 번역서는 읽기 쉽게 되도록이면 

‘단순한 뉴런’과 ‘복잡한 뉴런’으로 썼습니다.

그림 1.4 허블과 비셀은 투광기를 사용해 마취된 고양이에게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고양이의 일차 시각피질에 

있는 뉴런의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실험에서는 전기 기록 장치를 고양이 두개골 안에 심었습니다. 이를 그리는 것보

다 전구로 뉴런 활성화를 표현하는 편이 입맛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 같네요. 이 그림에서는 일차 시각피질이 우연히 

슬라이드의 세로 가장자리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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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고양이의 일차 시각피질에 있는 단순한 뉴런은 고양이에게 보여준 직선의 방향에 따라 다른 비율로 반응

합니다. 왼쪽 열이 직선의 방향을 나타내고 오른쪽 열이 시간(1초)에 따른 세포의 반응(전기 신호)을 보여줍니다. (위

에서 다섯 번째 행에 있는) 수직선은 특정한 단순한 셀에 가장 큰 전기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수직선에서 조금 기울어

진 직선은 세포를 덜 활성화시킵니다. 반면에 수평선에 가까운 (가장 위와 가장 아래 행에 있는) 직선은 세포를 활성

시키지 않습니다.

단순한
뉴런

복잡한
뉴런

눈 뉴런층

그림 1.6 고양이나 사람의 뇌에서 연속된 생물학적 뉴런의 층이 시각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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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이런 뉴런은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림 1.6]에는 간단하게 4개만 그렸습니다. 이

런 단순한 뉴런은 특정 방향의 직선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그다음의 복잡한 세포 

층에 전달합니다. 이 층은 정보를 흡수해서 재결합하여 생쥐 머리의 굴곡 같은 더 복잡한 

시각 자극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연속되는 여러 층을 거치면서 시각 자극에 대한 

표현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추상화됩니다. 이렇게 여러 층에 걸쳐 계층적으로 처리하면 가

장 오른쪽의 뉴런 층에 나타난 것처럼 뇌는 궁극적으로 생쥐, 고양이, 새, 강아지 같은 추

상적인 시각 개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6 같은 비침입성 기술뿐만 아니라 뇌수술 환자의 대뇌

피질 뉴런에서 얻은 많은 기록을 토대로 신경과학자들은 색깔, 동작, 얼굴 같은 특정 시각 

자극에 특화된 영역의 고해상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그림 1.7).

6  특히 fMRI(functional MRI)는 뇌가 특정 활동에 관여할 때 대뇌피질의 어떤 영역이 두드러지게 활성화되거나 활성화

되지 않는지 알려줍니다.

얼굴의
유선형부분

그림 1.7 대뇌피질의 시각 영역. V1 영역이 눈에서 입력을 받고 모서리 방향을 감지하는 단순한 셀을 가지고 있습

니다. (V2, V3, V3a 영역을 포함해) 무수히 많은 연속적인 뉴런 층을 통해 정보를 재조합하여 추상적인 시각 자극을 

표현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람의 뇌에는 색(V4), 동작(V5), 사람의 얼굴(얼굴의 유선형 부분)을 감지하는 데 집중

적으로 특화된 뉴런을 가진 영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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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눈

(앞 이야기가 흥미진진했기를 바라지만) 단지 흥미롭기 때문에 생물학적 시각 시스템을 이

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기계의 비전 시스템을 위한 현대 

딥러닝 알고리즘에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생물학적 시각 시스템을 다룬 것입니다.

[그림 1.8]은 기계와 생물 유기체의 시각 시스템에 대한 타임라인을 간략하게 보여줍니

다. 위쪽 타임라인은 앞 절에서 다룬 삼엽충의 시각 시스템 발달과 허블과 비셀의 일차 시

각피질의 계층 특징에 관한 1959년 논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계의 비전 시스템에 대

한 타임라인은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평행하게 나뉩니다. 중간의 분홍색 타임라인은 이 

책이 다루는 딥러닝 분야입니다. 하단의 보라색 타임라인은 비전 시스템에 대한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을 나타냅니다. 역설적으로 이를 통해 왜 딥러닝이 남다르게 강력하고 혁신

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인식기

허블과 비셀이 일차 시각피질층을 형성하는 단순한 세포와 복잡한 세포를 발견한 것에 영

감을 받아 1970년대 후반 일본의 전자공학자인 후쿠시마 구니히코Fukushima Kunihiko가 신인

삼엽충 허블과비셀

신인식기 AlexNet

LeNet-5

비올라와존스

543m 1959 1980 1998 2001 2012

전체타임라인

생물의시각시스템

딥러닝

전통적인머신러닝

그림 1.8 생물과 기계의 시각 시스템의 간략한 타임라인. 비전 시스템에 대한 딥러닝과 전통적 머신러닝 방법 중 

이 절에서 다루는 주요 사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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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neocognitron7라 부르는 머신 비전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  후쿠시마는 논문에서 허블과 비셀의 작업을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

마의 논문은 일차 시각피질의 구조에 관한 허블과 비셀의 기념비적인 논문 세 편을 

인용했습니다. 또 허블과 비셀이 사용한 ‘단순한 세포’, ‘복잡한 세포’ 용어를 빌려 

신인식기의 첫 번째 층과 두 번째 층을 묘사했습니다.

2.  [그림 1.6]의 생물학적 뉴런처럼 인공 뉴런artificial neuron8을 계층적으로 정렬하면 일반

적으로 원시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층의 뉴런에서 직선의 회전을 감지합니다. 반면 

깊어질수록 층은 연속적으로 복잡한 추상적인 객체를 표현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 

있는 인터랙티브한 데모를 살펴보면서 신인식기와 여기서 유래한 딥러닝의 강력한 

특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9

LeNet-5

신인식기가 손으로 쓴 문자를 인식할 수 있었지만10 얀 르쿤Yann LeCun(그림 1.9)과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그림 1.10)의 LeNet-5 모델11이 정확도와 효율성 면에서 크게 발전했습니

다. LeNet-5의 계층 구조(그림 1.11)는 후쿠시마의 연구와 허블과 비셀이 밝힌 생물학적 

영감에 기반합니다.12 또한 르쿤과 그의 동료들은 모델 훈련에 탁월한 데이터13, 빠른 컴퓨

팅 성능, 특히 역전파 알고리즘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역전파backpropagation는 딥러닝 모델에 있는 인공 뉴런의 층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도

7  Fukushima, K. (1980). Neocognitron: A self-organizing neural network model for a mechanism of pattern recognition 
unaffected by shift in position. Biological Cynbernetics, 36, 193-202.

8  제7장에서 인공 뉴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지금은 각각의 인공 뉴런을 작고 빠른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

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9 특히 [그림 1.19]에서 연속된 추상 표현의 계층 구조를 보여줍니다.

10  Fukushima, K., & Wake, N. (1991). Handwritten alphanumeric character recognition by the neocognitron. IEEE 

Transactions on Neural Networks, 2, 355-65.

11  LeCun, Y., et al. (1998). Gradient-based learning applied to document recognition. Proceedings of the IEEE, 2, 355-

65.

12  LeNet-5가 최초의 합성곱 신경망이었습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의 한 종류이며 현대 

머신 비전 분야에서 매우 많이 사용합니다. 제10장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3 고전적인 손글씨 숫자 데이터인 MNIST 데이터세트입니다. 제2부 ‘핵심 이론’에서 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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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줍니다.14 LeNet-5는 데이터와 컴퓨팅 성능, 역전파 알고리즘 덕분에 충분히 안정적인 

초기 상용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이 되었습니다. 미국 우정청은 LeNet-5를 사용하여 편지 

봉투에 쓰여진 ZIP 코드15를 자동으로 읽었습니다. 머신 비전을 다루는 제10장에서 직접 

LeNet-5를 만들어 훈련하고 손글씨 숫자를 인식해 보겠습니다.

LeNet-5에서 얀 르쿤과 그의 동료들은 손글씨 숫자에 특화된 어떤 코드도 작성하지 

않고 손글씨 숫자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14 제8장에서 역전파 알고리즘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5 미국 우정청이 사용하는 우편 번호입니다.

그림 1.9 파리 태생인 얀 르쿤은 인공 신경망과 딥러닝 연구 분야의 대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르쿤은 뉴욕대학교 

데이터 과학 센터 설립자이고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의 AI 연구 소장입니다.

그림 1.10 요슈아 벤지오도 인공 신경망과 딥러닝 분야의 리더 중 한 명입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몬트리올대

학교의 컴퓨터 과학과 교수이며 캐나다 고등연구소의 유명한 ‘기계와 뇌’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지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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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et-5는 딥러닝과 전통적인 머신러닝 개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림 1.12]에 나타난 것처럼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식에서는 기술자들이 특성feature을 가공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런 특성 공학feature engineering은 전통적인 통계 기법으

로 쉽게 모델링할 수 있는 입력 변수로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해 원시 데이터에 기발하고 

정교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귀,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기법

들은 전처리되지 않은 데이터에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입력 

데이터 가공은 머신러닝 전문가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술자들은 머신러닝 모델을 최적화하거나 가장 효과적

전통적인
머신러닝

딥러닝

특성공학 모델링

특성공학 모델링

그림 1.12 원시 데이터를 입력 변수로 변환하는 특성 공학은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대로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은 특성 공학을 거의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

부분의 시간을 모델 구조를 설계하고 튜닝하는 데 사용합니다.

입력
이미지

크고간단한
특징

작고복잡한
특징

확률
출력

그림 1.11 LeNet-5는 허블과 비셀이 밝힌 일차 시각피질과 후쿠시마의 신인식기에서 사용된 계층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가장 왼쪽 층이 간단한 모서리를 감지하고 연속된 층이 점점 더 복잡한 

특징을 표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면 예를 들어 손으로 쓴 ‘2’를 (오른쪽 출력에서 초록색으로 표시

된) 숫자 2로 올바르게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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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델을 선택하는 데 적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딥러닝의 데이터 모델링 방식은 이 우선

순위를 반대로 뒤집습니다. 딥러닝 기술자는 일반적으로 특성 공학에 거의 또는 전혀 시간을 들이

지 않습니다. 그 대신 원시 입력을 처리해 자동으로 유용한 특성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인공 신경망 구

조로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데 시간을 들입니다. 딥러닝과 전통적인 머신러닝 사이의 이런 차이

점이 이 책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다음 절에서 이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고전적인 특

성 공학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

LeNet-5 이후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 신경망 연구는 인기를 잃었습니다. 이런 자동 특성 

생성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비록 손글씨 숫자 인식에는 잘 맞았지만 

특성이 필요 없는 방식은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16 특성 공학을 포함해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딥러닝 연구에 대한 투자는 시들해졌습니

다.17

[그림 1.13]에서 2000년대 초 폴 비올라Paul Viola와 마이클 존스Michael Jones의 유명한 한 사

례가 특성 공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18 비올라와 존스는 그림에서처럼 검은색

16  그 당시에는 딥러닝 모델 최적화와 관련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나쁜 가중치 초기화(제9장), 공변량 변화(제9장), 상

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시그모이드 함수의 과도한 사용(제6장)과 같은 장애물은 나중에 해결되었습니다.

17  인공 신경망 연구를 위한 공공 투자는 세계적으로 감소했지만 예외적으로 캐나다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몬트

리올, 토론토, 앨버타 대학교가 이 분야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18  Viola, P., & Jones, M. (2001). Robust real-time face dete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Vision, 57, 137-54.

그림 1.13 얼굴을 잘 감지하기 위해 비올라와 존스가 사용한 특성 공학(2001). 효과적인 이 알고리즘은 처음으로 

후지필름 카메라에 적용되어 실시간 오토포커스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제1장  생물의 눈과 기계의 눈14

과 하얀색의 수직 또는 수평 막대로 이루어진 사각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필터를 이미

지에 적용해 생성한 특성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주입하여 안정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감

지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효과가 좋아 무생물로서는 최초의 실시간 얼굴 감지기가 되었습

니다.19

수년간 얼굴 특징에 대한 연구와 협업을 통해 똑똑한 얼굴 감지 필터를 개발하여 원시 

픽셀을 머신러닝 모델에 입력할 특성으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이런 얼굴 감지 방식은 일

반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앙겔라 메르켈이나 오프라 윈프리20의 얼굴처럼 특정 얼굴을 감

지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의 얼굴이나 말, 자동차, 요크셔 테리어처럼 얼굴이 아닌 물체를 

감지하는 특성을 개발하려면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수년간 학계와 커뮤니티 간의 협업이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 

모든 노력과 시간을 어떻게든 우회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이미지넷과 ILSVRC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인식기에 비해 LeNet-5의 장점 중 하나는 대량의 고품질 훈련 데이

터였습니다. 신경망 분야에서 그다음 획기적인 발전은 훨씬 더 대량의 고품질 공개 데이터

세트로 가능했습니다. 페이-페이 리Fei-Fei Li(그림 1.14)가 만든 레이블label된 사진 데이터인 

이미지넷ImageNet은 엄청난 양의 훈련 데이터로 머신 비전 연구자들을 무장시켰습니다.21, 22 

LeNet-5 훈련에 사용된 손글씨 숫자 데이터는 수만 개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에 비해 이미지넷은 수천만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넷 데이터세트에는 1,400만 개의 이미지와 2만 2,000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컨테이너선, 표범, 불가사리, 엘더베리 등처럼 다양합니다. 2010년부터 리

는 이미지넷 데이터 일부를 사용해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라 불리

는 공개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최고의 머신 비전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최

고의 장이 되었습니다. ILSVRC 서브세트는 1,000개의 카테고리에서 140만 개 이미지로 

19  몇 년 후에 이 알고리즘은 처음으로 후지필름 디지털 카메라에 적용되어 최초로 얼굴에 자동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요즘의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에서는 평범한 기능입니다.

20 옮긴이_앙겔라 메르켈은 최초의 독일 여성 총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의 방송인입니다.

21 image-net.org

22  Deng, J., et al. (2009). ImageNet: A large-scale hierarchical image database.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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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범주의 카테고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선택된 카테고리에는 

여러 품종의 개dog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다른 이미지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미세하게 다른 카테고리를 구별하는 알고리즘의 능력을 평가합니다.23

AlexNet

[그림 1.15]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ILSVRC 처음 두 해에 참여한 모든 알고리즘은 특

성 공학을 사용한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해에서 하나를 제외한 모두

가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었습니다. 2012년 유일한 이 딥러닝 모델이 개발되지 않

았거나 ILSVRC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매년 나오는 이미지 분류 정확도는 무시할 수준이

었을 것입니다.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그림 1.16)이 이끄는 토론토대학교 연구실의 알렉

스 크리제프스키Alex Krizhevsky와 일리야 서츠케버Ilya Sutskever는 기존 벤치마크 성능을 압도하

는 결과를 제출했습니다(그림 1.17).24 이를 AlexNet이라 부릅니다.25 이때가 분수령이었

23  직접 눈으로 요크셔 테리어와 오스트레일리안 실키 테리어를 구분해 보세요. 어렵지만 웨스트민스터 도그쇼 심사 위

원뿐만 아니라 현대 머신 비전 모델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가 많이 포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미지넷으로 훈련한 

딥러닝 모델은 개에 대해 ‘꿈’을 잘 꾸는 경향이 있습니다(deepdreamgenerator.com 참조). 옮긴이_합성곱 신경망의 층

에 어떤 특성이 잘 감지되도록 원본 이미지를 조작하는 기법인 딥드림(DeepDream)을 말합니다. 종종 몽환적인 이미

지를 만들기 때문에 신경망이 꿈을 꾸는 것처럼 비유하기도 합니다.

24  Krizhevsky, A., Sutskever, I., & Hinton, G. (2012). ImageNet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5.

25  [그림 1.17]의 아래 이미지는 Yosinski, J., et al. (2015). Understanding neural networks through deep visualization. 
arXiv: 1506.06579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림 1.14 대규모 이미지넷 데이터세트는 2009년 중국계 미국인 컴퓨터 과학과 교수인 페이-페이 리와 프린스턴 

대학교 동료들의 발명품입니다. 현재 스탠퍼드대학교의 교수진이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AI/ML 분야 수석 과학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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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연도별 ILSVRC 참가자의 최고 성능. AlexNet은 2012년 대회에서 큰 차이(40%)로 우승했습니다. 이후 

최고의 알고리즘은 모두 딥러닝을 사용했습니다. 2015년에는 머신 비전이 사람의 정확도를 앞섰습니다.

그림 1.16 영국계 캐나다인으로 인공 신경망의 선구자인 제프리 힌튼은 언론에서 종종 ‘딥러닝의 아버지’로 불립

니다. 힌튼은 토론토대학교의 명예 교수이고 구글의 엔지니어링 펠로우로 구글 브레인 팀의 토론토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2019년 힌튼과 얀 르쿤(그림 1.9), 요슈아 벤지오(그림 1.10)는 딥러닝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컴퓨터 과

학 분야 최고의 영예인 튜링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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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비주류 머신러닝이던 딥러닝 구조가 순식간에 전면으로 등장했습니다. 학계와 업

계 기술자들은 인공 신경망의 기본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많은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었고 자신만의 데

이터로 머신 비전이나 다른 문제에 딥러닝 모델을 실험했습니다. [그림 1.15]에 나타난 것

처럼 2012년 이후 수년간 ILSVRC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은 모두 딥러닝 기반의 

모델입니다.

AlexNet의 계층 구조가 LeNet-5를 연상시키지만 2012년에 AlexNet을 최고의 머신 비전 

알고리즘으로 만든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훈련 데이터입니다. 크리제프

스키와 그의 동료들이 대량의 이미지넷 데이터를 사용한 것 외에도 훈련 이미지를 변환하

입력
이미지

CONV
CONV

CONV
CONV

FC

FC

FC

CAT

DOG

HORSE

FLOWER

그림 1.17 AlexNet의 구조는 LeNet-5를 연상시킵니다. (왼쪽에서) 첫 번째 층은 모서리 같은 단순한 시각 특성을 

감지하고 층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복잡한 특성과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합니다. 맨 아래 이미지는 각 층의 뉴런을 가

장 크게 활성화시키는 이미지 샘플입니다. 이런 층은 [그림 1.6]에 있는 생물의 시각 시스템에 있는 층을 연상시키고 

시각 특성의 복잡도가 계층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LeNet -5에 입력된 고양이 이미지가 올

바르게 식별되었습니다(초록색 ‘CAT’이 이를 나타냅니다). ‘CONV’는 합성곱층을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FC’는 완전 

연결층을 나타냅니다. 제7장과 제10장에서 이 층들을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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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공적으로 데이터를 늘렸습니다(제10장에서 다룹니다). 둘째 컴퓨팅 성능입니다. 단

위 가격당 컴퓨팅 성능이 1998년에서 2012까지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크리제프스키, 

힌튼, 서츠케버는 GPU26 2개를 프로그래밍하여 이전에 없던 효율성으로 대규모 데이터세

트를 훈련했습니다. 셋째는 구조적 발전입니다. AlexNet은 LeNet-5보다 깊고(즉, 더 많은 

층을 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활성화 함수27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딥러닝 모델을 훈련 데

이터를 넘어 일반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멋진 기법28을 적용했습니다. LeNet-5과 마찬가

지로 제10장에서 AlexNet을 직접 만들어 이미지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ILSVRC의 사례는 AlexNet 같은 딥러닝 모델이 산업과 계산 애플리케이션에서 널리 유

용하고 강력한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높은 정확도의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해당 영역의 전문 지식이 크게 줄어 듭니다. 전문 지식 기반의 특성 공학에서 놀랄만큼 강

력한 특성을 자동 생성하는 딥러닝 모델로 옮겨가는 트렌드는 비전 애플리케이션뿐만 아

니라 복잡한 게임 플레잉(제4장)과 자연어 처리(제2장)29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더 이상 얼

굴 인식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 얼굴의 시각적 특징에 대한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

다. 더 이상 게임을 완전히 정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게임 전략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언어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권위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 사례가 빠르게 늘어가면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은 도메인에 특화된 기술의 가치보다 앞섭니다. 예전에 이런 도메인 특화 기술을 익히

려면 해당 도메인의 박사 학위나 수년간의 박사 후 연구 과정이 필요했지만 딥러닝의 능력

을 활용한 기능은 이 책을 공부하는 정도로 비교적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 플레이그라운드

텐서플로 플레이그라운드TensorFlow Playground에서 딥러닝의 계층적 특성 학습 기능을 재미

있고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bit.ly/TFplayground)에 접속

26  그래픽 처리 장치：주로 비디오 게임 렌더링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수백 개의 병렬 컴퓨팅 스레드에서 딥러닝에 많은 

행렬 곱셈을 수행하는 데도 잘 맞습니다.

27  제6장에서 소개할 ReLU(rectified linear unit)입니다. 옮긴이_이 책은 ‘활성화 함수’를 종종 ‘인공 뉴런’이라고 부릅니

다. 다른 자료를 볼 때 혼동을 막기 위해 번역서에서는 ‘활성화 함수’와 ‘인공 뉴런’을 구분하여 씁니다.

28 제9장에서 소개할 드롭아웃입니다.

29  2016년 12월 14일 기드온 루이스 크라우스(Gideon Lewis-Kraus)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The Great A.I. Awakening’
에서 기계 번역 분야의 혼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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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림 1.18]과 비슷한 신경망이 자동으로 준비됩니다. 제2부에서 화면에 보이는 모

든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연습이므로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딥러닝 모델

이라는 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모델 구조는 인공 뉴런의 층 6개로 구성됩니다. 왼쪽에 

(‘FEATURES’ 아래에 있는) 입력층, 4개의 ‘HIDDEN LAYERS’(학습을 책임집니다), 1개

의 ‘OUTPUT’층(맨 오른쪽에 가로 세로 축 모두 －6에서 ＋6까지 범위를 가진 평면)이 

있습니다. 이 신경망의 목표는 붉은 점(음성 샘플)과 파란 점(양성 샘플)을 평면상의 위치

만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입력층에서 각 점에 대한 2개의 정보만 주입

합니다. 수평 위치(X1)와 수직 위치(X2)입니다. 처음에 훈련 데이터로 사용할 점이 평면상

에 보입니다. ‘Show test data’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학습한 신경망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 사용할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테스트 데이터를 신경망을 훈련할 때

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신경망이 새로운 본 

적 없는 데이터에 잘 일반화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 Play 아이콘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른쪽 위에 있는 ‘Training loss’와 

그림 1.18 오른쪽 평면에 있는 나선 모양의 붉은 점(음성 샘플)과 파란 점(양성 샘플)을 X1과 X2 축의 위치에 기반

하여 구별하는 방법을 학습할 준비가 된 심층 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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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loss’가 0.05보다 작아질 때까지 신경망을 훈련하세요. 걸리는 시간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몇 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림 1.19]와 같이 입력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는 신경망의 인공 뉴런을 볼 수 있습니

다. 신인식기와 LeNet-5(그림 1.11), AlexNet(그림 1.17)처럼 뉴런이 깊게 위치할수록 (오

른쪽으로 갈수록) 복잡도가 증가하고 추상적입니다. 신경망을 실행할 때마다 신경망이 이 

나선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뉴런의 상세 상태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

결하는 접근 방식은 동일합니다(페이지를 새로 고침한 후 신경망을 다시 훈련하여 확인해 

보세요). 가장 왼쪽 은닉층에 있는 인공 뉴런은 특정 방향을 가진 모서리(직선)를 감지하

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은닉층의 뉴런은 두 번째 은닉층에 있는 뉴런으로 정보

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 은닉층의 뉴런은 모서리를 재구성하여 조금 더 복잡한 곡선 같은 

특성을 만듭니다. 연속적으로 은닉층의 뉴런은 이전 층의 뉴런에서 온 정보를 재구성하여 

점점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특성을 표현합니다. 마지막 (가장 오른쪽) 층에서 복잡한 나선 

모양을 잘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신경망이 평면상의 위치(X1과 X2 좌표)를 기반으로 붉

은 점(음성 샘플)인지 파란 점(양성 샘플)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뉴런 위에 

그림 1.19 훈련이 끝난 신경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