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TLAB을 활용한 딥러닝



딥러닝은 머신 러닝의 한 유형으로, 모델이 직접 이미지, 텍스트 또는 

사운드로부터 분류 작업을 학습합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은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여 구현됩니다. “딥(deep)”이라는 용어는 네트워크의 계층 수를 

나타냅니다. 계층이 많을수록 네트워크가 깊어집니다. 기존의 신경망에는 

2계층 또는 3계층만이 포함되었지만 심층 신경망에는 수백 개의 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딥러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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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몇 가지 딥러닝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자율주행 자동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감지하여 속도를 줄입니다.

• ATM이 위조 지폐를 인식하여 거부합니다.

•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외국어로 된 표지판을 즉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특히 얼굴 인식, 텍스트 변환, 음성 인식과 차선 

분류 및 교통 표지 인식을 포함한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 등의 식별 응용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딥러닝 응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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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연구진들은 고차원 데이터 세트를 산출하는 최신 

현미경을 개발했고, 이를 조직 표본에서 암세포를 식별하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학습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딥러닝이 최첨단 기술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확성 때문입니다. 고급 툴 및 기술을 통해 딥러닝  

알고리즘이 크게 개선되어 이미지 분류에 있어서  인간을 

능가하거나,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를 이기기도 하며, 좋아하는 

신곡을 찾아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Amazon Echo® 및 Google 
Home과 같은 음성 비서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ILSVRC의 IMAGENET에 대한 상위 5개 오류

사람

2012년 이전
머신 러닝 사용

2012년 이후
딥러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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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이 최첨단 기술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

딥러닝은 세 가지 기술적 요소로 인해 높은 정확성을 갖추게 

됩니다.

레이블이 지정된 대량의 데이터 집합에 간편하게 액세스   

ImageNet 및 PASCAL VoC 등의 데이터 세트가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유형의 객체 학습에 유용합니다.

향상된 연산 능력 

고성능 GPU를 사용하여 딥러닝에 필요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으므로 학습 시간이 몇 주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전문가가  구축한 사전 학습된 모델  

전이 학습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인식 작업을 

수행하도록 AlexNet 등의 모델을 재학습할 수 있습니다. 

AlexNet은 1000개의 서로 다른 객체를 인식하기  위해 130 만 

개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학습해야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데이터 세트로 정확한 전이 학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학습된 특징
트럭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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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신경망 내부 

심층 신경망은 병렬로 작동하고 생물학적 신경계에서 영감을 받은 

단순 요소를 사용하여  다중 비선형 처리 계층을  결합합니다. 

심층 신경망은 입력 계층, 여러 개의 은닉 계층 및 출력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계층은 이전 계층의 출력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노드 

또는 뉴런을 통해 각각의 은닉 계층과 상호  연결됩니다.

입력

입력 계층

은닉 계층

출력 계층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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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신경망의 학습 방법

어떤 이미지 집합 내의 각 이미지가 4가지 서로 다른 객체 중 

하나를 포함하며,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그 객체가 무엇인지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때 학습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에 레이블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통해 네트워크는 객체의 고유한 특징을 

이해하고, 그 특징을 해당 범주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각 계층은 이전 계층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변환한 

후 전달합니다. 네트워크는 계층에서 계층으로 학습하는 내용의 

복잡성과 세부 정보를 증가시킵니다.

네트워크는 데이터로부터 직접 학습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특징들을 학습할 지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필터

입력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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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정보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또는 ConvNet)은 이미지 

및 비디오를 사용한 딥러닝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CNN은 다른 신경망과 마찬가지로 입력 계층, 출력 계층 및 두 

계층 사이의 여러 은닉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특징 검출 계층

이러한 계층은 데이터에 대해 세 가지 유형의 작업, 즉 컨벌루션, 

풀링 또는 ReLu(Rectified Linear Unit)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컨벌루션은 입력 이미지를 컨볼루션 필터 집합에 통과시키고, 각 

필터는 이미지에서 특정 특징을 활성화 시킵니다.

풀링은  비선형 다운샘플링을 수행함으로써 출력을 간소화하여, 

네트워크가 학습해야하는 파라미터의 수를 줄입니다.

ReLu(Rectified Linear Unit)는 음수 값을 0에 매핑하고 양수 값을 

유지하여 더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작업이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계층에서 반복되어 

각 계층은 서로 다른 특징들을 검출하도록 학습됩니다.

FLATTEN SOFTMAXFULLY 
CONNECTED

INPUT CONVOLUTION + RELU POOLING

FEATURE LEARNING CLASSIFICATION

CONVOLUTION + RELU POOLING

CAR

VAN
TRUCK

BICYCLE

INPUT입력 컨벌루션 + RELU 풀링 컨벌루션 + RELU 풀링 평면화 완전히 연결됨 SOFTMAX

자전거

승용차

밴

트럭

특징 검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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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정보 계속

분류 계층

특징 검출 후 CNN의 아키텍처가 분류로 이동합니다.

끝에서 두 번째 계층은 K 차원의 벡터를 출력하는 완전 연결 계층 

(FC)입니다. 여기서 K는 네트워크가 예측할 수 있는 클래스의 

수입니다. 이 벡터에는 분류되는 이미지의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포함됩니다.

CNN 아키텍처의 마지막 계층에서는 softmax 함수를 사용하여 

분류 출력을 제공합니다.

계층을 선택하기 위한 정확한 공식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몇 가지를 시도한 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거나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FLATTEN FULLY 
CONNECTED

INPUT CONVOLUTION + RELU POOLING

FEATURE LEARNING CLASSIFICATION

CONVOLUTION + RELU POOLING

CAR

VAN
TRUCK

BICYCLE

INPUT입력 풀링 풀링 평면화 완전히 연결됨

승용차

밴

트럭

자전거

특징 검출 분류

컨벌루션 + RELU 컨벌루션 + RELU SOFTMAX

CNN 아키텍처 살펴보기

https://www.mathworks.com/help/nnet/ug/introduction-to-convolutional-neural-network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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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점

딥러닝은 머신 러닝의 서브타입입니다. 머신 러닝을 사용하는 경우 수동으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합니다. 반면 딥러닝을 사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특징을 학습하는 심층 신경망에 직접 원본 이미지를 공급합니다. 딥러닝에서 종종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수십만 개 또는 

수백만 개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딥러닝은 계산 집약적이며 고성능 GPU가 필요합니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머신 러닝 딥러닝

+  작은 데이터 세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대용량 데이터 세트가 필요함

+  모델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음

— 계산 집약적

—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여러 특징과 분류기를 

시도해야 함

+  특징과 분류기를 자동으로 

학습함

—  정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됨

+ 제한 없는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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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시작하기

딥러닝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쉽고 빠르게 시작하는 방법은 100
만 개 이상의 이미지에 대해 사전 학습된 CNN인 AlexNet과 같은 

기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AlexNet은 이미지 분류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AlexNet은 다양한 품종의 개, 

고양이, 말 및 기타 동물과 키보드, 컴퓨터 마우스, 연필 및 기타 

사무용품을 포함한 1000개의 다양한 범주로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AlexNet은 2012년에 처음 공개되었으며 연구 단체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mathworks.com/help/nnet/ug/pretrained-convolutional-neural-networks.html
https://www.mathworks.com/help/nnet/ug/pretrained-convolutional-neural-networks.html


AlexNet 사용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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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객체를 분류하기 위해 AlexNet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AlexNet을 사용하여 데스크탑에 설치된 웹캠에서 

받은 이미지의 객체를 분류합니다. MATLAB® 과 함께 다음을 

사용합니다.

• Deep Learning Toolbox™

• MATLAB에서 웹캠을 사용하기 위한 지원 패키지

• AlexNet 사용을 위한 지원 패키지

AlexNet을 로드한 후 웹캠에 연결하여 라이브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camera = webcam; % 카메라에 연결

nnet = AlexNet; % 신경망 로드

picture = camera.snapshot;  
% 사진 찍기 

다음으로, AlexNet에서 필요한 크기인 227x227픽셀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picture = imresize(picture,[227,227]);  
% 사진 크기 조정

이제 AlexNet이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label = classify(nnet, picture);  
% 사진 분류 

image(picture); % 사진 표시

title(char(label)); % 레이블 표시

영상 보기: 단 11줄의 MATLAB 코드로 딥러닝하기

MATLAB을 활용한 딥러닝 소개

커피 머그잔

https://www.mathworks.com/matlabcentral/fileexchange/45182-matlab-support-package-for-usb-webcams
https://www.mathworks.com/matlabcentral/fileexchange/59133-neural-network-toolbox-tm--model-for-alexnet-network
https://www.mathworks.com/videos/deep-learning-in-11-lines-of-matlab-code-1481229977318.htm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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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네트워크 재학습

이전 예제에서는 분류하려고 했던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AlexNet이 학습되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네트워크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원래 네트워크에서 학습되지 않은 객체에 대해 AlexNet을 

사용하려면 전이 학습을 통해 재학습할 수 있습니다. 전이 학습은 

한 가지 유형의 문제에 대한 지식을 연관성이 있는 또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 경우 네트워크의 마지막 3개 계층을 

간단히 잘라내고 자체 이미지로 재학습합니다.

전이 학습이 응용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자체 

네트워크를 학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정확한 

결과를 생성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십만 개의 레이블이 지정된 

이미지와 상당한 계산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전이 학습 시작하기

https://www.mathworks.com/help/nnet/examples/transfer-learning-and-fine-tuning-of-convolutional-neural-network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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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을 위한 계산 리소스

데이터의 크기와 사용 가능한 처리 능력의 양에 따라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데 몇 시간,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계산 리소스 선택은 워크플로를 설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현재 CPU 기반, GPU 기반 및 클라우드 기반의 세 가지 계산 

옵션이 있습니다.

CPU 기반 계산은 가장 단순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전 섹션에 설명된 예제는 CPU에서 작동하지만,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제에만 CPU 기반 계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GPU 사용으로 네트워크 학습 시간이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추가 프로그래밍을 수행하지 않고 MATLAB에서 

GPU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VIDIA® 3.0 계산 가능 GPU가 

권장됩니다. 여러 GPU를 사용하여 처리 속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GPU 계산은 하드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로컬 GPU를 사용하기 위해 작성한 

MATLAB 코드를 몇 가지 설정만 변경하여 클라우드 리소스를 

사용하도록 확장할 수 있습니다.

GPU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mathworks.com/help/nnet/ug/deep-learning-in-matlab.html#bvmt9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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