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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NN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1-1. 심층 신경망 네트워크(Deep Neural Network)의 문제점

일반적인 DNN은 기본적으로 1차원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때문에 이미지를 1차원 형태로 flatten시켜서, 한 줄의 데이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 예시를 보면, 16*16 이미지를 1*256으로 flatten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의 공간적/지역적 정보가 손실됩니다.

또한 추상화 과정 없이, 바로 연산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학습 시간과 연산 효율이 저하됩니다.

1-2. 합성곱 신경망(CNN)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CNN은 Convolutinoal Neural Network의 약자로, 딥러닝에서 주로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그림 1.1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DNN 예시



CNN은 이미지를 그대로 입력으로 받음으로써, 공간적/지역적 정보를 유지한 채, 레이어를 통과합니다.

CNN의 중요 포인트는 이미지 전체보다는 부분을 보는 것, 그리고 이미지의 한 픽셀과 주변 픽셀들의 연관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어떠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새의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새의 주요 특징인 새의 부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딥러닝 모델이 주어진 이미지에 새의 부리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판가름 하는 것이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의 전체 이미지에서 새의 부리 부분은 비교적 작은 부분입니다. 

때문에 모델이 전체 이미지를 보는 것 보다, 새의 부리 부분을 잘라 보는게 더 효율적이겠죠?

이것을 해주는 것이 CNN 입니다.

CNN의 뉴런(추후 필터라고 배웁니다)이 패턴(새의 부리)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이미지를 모두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위의 두 이미지를 보면, 새의 부리 부분이 이미지의 다른 부분에 위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새의 부리가 왼쪽 상단에 위치합니다.

반면, 아래의 이미지는 상단 가운데 부분에 위치합니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보다는 이미지의 부분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효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1-3. CNN의 차별성
CNN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습니다.

그림 1.2 새의 이미지를 CNN으로 인식하기

그림 1.3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의 CNN



각 레이어의 입출력 데이터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공간 정보를 유지하면서, 인접 이미지와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필터로 이미지의 특징 추출 및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추출한 이미지의 특징을 모으고 강화하는 Pooling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필터를 공유 파라미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DNN과 비교했을 때, 학습 파라미터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1-4. CNN의 구조

CNN은 위 이미지와 같이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특징 추출 영역 입니다. (Feature Extraction)

둘째, 클래스를 분류하는 분류기 입니다. (Classification)

특징 추출 영역은 Convolution 레이어와 Pooling 레이어를 여러 겹 쌓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Convolution 레이어는 입력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 후, 활성화 함수를 반영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Convolution 레이어 다음에 위치하는 Pooling 레이어는 선택적인 레이어로, 특징을 모으고 강화하는데 사용합니다.

분류기에는 이미지 분류를 위한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그림 1.1과 같이 모든 노드가 서로 연

결된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특징 추출 영역과 분류기 사이에는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를 1차원 배열 형태로 만드는 Flatten 레이어가 있습니다.

2. CNN의 주요 용어 설명
2.1 합성곱 (Convolution)

합성곱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위 그림 1.5와 같이, 초록색 이미지 데이터와, 노란색 필터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미지 데이터는 검은색 숫자로 표현되어 있고, 필터 데이터는 빨간색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 1.4 CNN 구조 예시

그림 1.5 합성곱 예시



이미지 데이터에서 필터 데이터와 겹치는 영역을 각각 곱합니다. 

그리고 해당 결과를 모두 더합니다.

1x1 = 1, 1x0 = 0, 1x1 = 1

1x0 = 0, 1x1 = 1, 0x0 = 0

1x1 = 1, 0x0 = 0, 0x1 = 0

위 값들을 모두 더하면 4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이미지 영역 내에서 연산을 거치면, 분홍색의 Convolved Feature가 만들어집니다.

즉 합성곱 처리 결과로부터 피쳐맵(Feature Map)을 생성합니다.

2.2 채널 (Channel)

이미지 픽셀 하나 하나는 실수 값입니다.

컬러 사진은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 픽셀을 RGB 3개의 실수로 표현한 3차원 데이터입니다. 

반면, 흑백 명암만을 표현하는 흑백 사진은 2차원 데이터로 1개 채널로 구성됩니다.

높이가 39 픽셀, 폭이 31픽셀인 컬러 사진의 데이터 형태는 (39, 31, 3)으로 표현합니다.

반면, 높이가 39 픽셀, 폭이 31픽셀인 흑백 사진 데이터 형태는 (39, 31, 1) 혹은 (39, 31)로 표현합니다.

Convolution Layer에 입력되는 데이터에는 한 개 이상의 필터가 적용됩니다. 

1개 필터는 피쳐맵의 채널이 됩니다. 

Convolution Layer에 n개의 필터가 적용된다면 출력 데이터는 n개의 채널을 갖게 됩니다.

2.3 필터(Filter) 및 스트라이드(Stride)
(1) 필터

필터는 이미지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한 공용 파라미터입니다.

필터를 커널(Kernel)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림 1.6 세 개의 채널(R, G, B)로 만들어진 컬러 사진

그림 1.7 합성곱 계산 절차



CNN에서 필터와 커널은 같은 의미입니다. 

필터는 일반적으로 (4, 4)이나 (3, 3)과 같은 정사각 행렬로 정의됩니다. 

CNN에서 학습의 대상은 필터의 파라미터 입니다. 

그림 1.5와 같이 입력 데이터를 지정된 간격으로 순회하며 채널별로 합성곱을 하고 모든 채널(컬러의 경우 3개)의 합성곱의 합을 피쳐맵

으로 만듭니다. 

즉, 필터는 지정된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전체 입력데이터와 합성곱하여 피쳐맵을 만듭니다. 

그림 1.7은 채널이 1개인 입력 데이터를 (3, 3) 크기의 필터로 합성곱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2) 스트라이드

필터는 입력 데이터를 지정한 간격으로 순회하면서 합성곱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지정된 간격으로 필터를 순회하는 간격을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림 1.8은 스트라이드를 1로 설정했을 때,  필터가 입력 데이터를 순회하는 예제입니다. 

스트라이드가 2로 설정되면 필터는 2칸씩 이동하면서 합성곱을 계산합니다.

(번외) 채널이 3개일 때, 피쳐맵이 생성되는 과정

 그림 1.8 필터의 크기가 (2, 2)이고 스트라이드가 1일 때, 피쳐맵 생성 과정



입력 데이터가 여러 채널을 갖을 경우 필터는 각 채널을 순회하며 합성곱을 계산한 후, 채널별 피처 맵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 채널의 피쳐맵을 합산하여 최종 피쳐맵으로 반환합니다. 

이때 그림 1.9와 같이, 입력 데이터는 채널 수와 상관없이 필터 별로 1개의 피쳐맵이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Convolution 레이어에 크기가 같은 여러 개의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쳐맵에는 필터 갯수 만큼의 채널이 생성됩니다. 

즉, 입력데이터에 적용한 필터의 개수는 피쳐맵의 채널 수가 됩니다.

Convolution 레이어의 입력 데이터를 필터가 순회하며 합성곱을 통해서 만든 출력을 피쳐맵 또는 Activation Map이라고 합니다. 

피쳐맵은 합성곱 계산으로 만들어진 행렬입니다. 

Activation Map은 피쳐맵 행렬에 활성 함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즉 Convolution 레이어의 최종 출력 결과가 Activation Map입니다.

2.4 패딩 (Padding)

그림 1.9 채널이 3인 입력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한 합성곱 계산 과정



Convolution 레이어에서 필터와 스트라이드의 작용으로 인해, 피쳐맵의 크기는 입력데이터보다 작습니다. 

Convolution 레이어의 출력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패딩입니다. 

패딩은 입력 데이터의 외각에 지정된 픽셀만큼 특정 값으로 채워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패딩 값으로 0으로 채워 넣습니다.

그림 1.10은 (32, 32, 3) 데이터의 외각에 2 pixel을 추가하여 (36, 36, 3) 행렬을 만드는 예제입니다. 

패딩을 통해서 Convolution 레이어의 출력 데이터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외에, 외각을 “0”값으로 둘러싸는 특징으로부터 인공 신경망

이 이미지의 외각을 인식하는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2.5 Pooling 레이어

Pooling 레이어는 Convolution 레이어의 출력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 데이터(Activation Map)의 크기를 줄이거나 특정 데이터

를 강조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Pooling 레이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Max Pooling과 Average Pooning, Min Pooling이 있습니다. 

정사각 행렬의 특정 영역 안에 값의 최댓값을 모으거나 특정 영역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림 1.11은 Max pooling과 Average Pooling의 동작 방식을 설명합니다. 

Pooling 레이어는 Convolution 레이어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 1.10 패딩 예제 : 2픽셀 추가

그림 1.11 Pooling 예제 : Max Pooling과 Average Pooling



학습대상 파라미터가 없음

Pooling 레이어를 통과하면 행렬의 크기 감소

Pooling 레이어를 통해서 채널 수 변경 없음

CNN에서는 주로 Max Pooling을 사용합니다.

3. CNN 정리

그림 1.12는 전형적인 CNN 구성입니다.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이미지의 공간 정보를 유지하면서 인접 이미지와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CNN은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과 이미지를 분류하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특징 추출 영역은 필터를 사용 및 공유하여, 파라미터 수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특징을 찾는 Convolution 레이어와 특징을 강화하고 모으는 Pooling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CNN은 필터, 스트라이드, 패딩, Pooling 크기로 출력 데이터 크기를 조절하고, 필터의 개수로 출력 데이터의 채널을 결정합니다.

CNN는 같은 레이어 크기의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와 비교해 볼 때, 학습 파라미터양은 20% 규모입니다. 

은닉층이 깊어질 수록 학습 파라미터의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CNN은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와 비교하여 더 작은 학습 파라미터로 더 높은 인식률을 제공합니다.

번외. 이미지 내 객체 위치 검출은?! YOLO!!

그림 1.12 전형적인 CNN 구조



그렇다면 이미지 분류 외에, 이미지 내 객체 위치 검출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분류기가 객체 위치 검출 역할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Object Detector라고 부르며, 그 중 YOLO(You Only Look Once) 모델이 매우 유명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YOLO를 활용한 객체 검출 실습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림 1.13 YOLO 모델의 객체 위치 검출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