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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올해는 알파고가 등장한 지 4주년이 됩니다. 구글의 딥마인드가 제작한 인공지

능 알파고가 이세돌을 완파했던 세기의 대결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본격

적으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던 혁명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과학자와 

연구자들만 사용하던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이제는 동네 카페에 앉

아 커피를 마시며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체스나 바둑을 두었던 

인공지능은 택시 드라이버가 되어 운전을 하고, 음악가가 되어 작곡을 하며, 화가가 되

어 놀라운 그림을 그리고, 작가가 되어 소설도 쓰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새로운 인공지

능 기술이 나왔다는 뉴스를 들으며 저녁 식사를 하는 것도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웹 개발자인 제가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로 가까이에서 느끼고 개발해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구글은 2018년에 텐서플로 서밋과 구글 I/O에서 처음으로 자

바스크립트 버전의 TensorFlow.js를 공개하며 node.js에서 학습과 실행이 되는 딥러닝 웹 

애플리케이션 데모를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큰 영감을 

받았는데, 저에게는 제2의 알파고 대국과 같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구글은 

얼굴 검출, 텍스트 인식, 바코드 스캐닝, 라벨 등 모바일 사용 환경에서 자주 쓸 만한 

머신러닝 모델들이 탑재된 모바일 버전 ML Kit을 발표했고,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버전

의 TensorFlow Lite도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디바이스와 사양에서도 구애받지 않

고 누구나 딥러닝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

다. 더욱이 자바스크립트 언어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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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저를 포함한 많은 개발자에게 인공지능은 떫은맛이 날까 두려워 못 먹

는 감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시중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관한 학습자료가 많

아졌지만, 관련된 배경지식과 수학적 기초가 충분하지 않은 개발자가 이 엄청난 양의 

고급 지식을 단기간에 배우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관련 오픈소

스, 라이브러리, 데모가 공개되어 있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딥러닝을 

활용한 웹이나 앱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자료도 희박합니다. 알파고와 바둑을 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진 개발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찾았습니다. 저처럼 이제 막 딥러닝의 세계로 

뛰어든 웹 개발자라면, 이론과 실제라는 엄청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최고의 책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수학적인 이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 데

모를 실제로 개발해 보며 딥러닝의 세계를 직접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자들

의 실제 딥러닝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험을 통해 얻었던 팁에서 이 책의 정수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올 때까지 많은 분의 수고와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딥러닝과 웹이라

는 다른 영역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한창 방황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책을 소개해 

주신 장성두 대표님께 이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원고에도 오

랜 시간 기다려 주시고 잘 다듬어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

사드립니다.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베타리뷰에 참여해 주신 공민서, 김용현, 김정

수, 박찬성, 안병규, 장윤경, 정욱재, 정태일, 황도영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Tensorflow.js 새 버전에 발맞춘 내용을 이 책의 공식 깃허브 저장소

(https://git.io/Jvso3)와 개인 블로그(https://sujinlee.me)에서 꾸준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

니다. 딥러닝과 웹의 만남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 이수진

옮긴이 머리말x



‘한 번 작성한 코드를 어느 곳이든 돌아가게 만드는 것(Write Once, Run Anywhere)’은 개

발자들의 아주 오래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컴퓨터 사양과 성능, 모니터 해상도, 운영

체제 등 어떠한 환경에도 상관없이 동일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면 이 세상은 완벽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의 탄생으로 그 꿈이 이뤄졌습니다. 

가상 머신은 물리적인 컴퓨터에 추상화된 컴퓨터로, 물리적인 컴퓨터와 같이 소프트웨

어를 실행하고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서로 아키텍처가 달라도 가상 

머신은 동일하기 때문에 코드를 한 번만 작성하고 컴파일하면 됩니다. 1994년에 최초

의 크로스 플랫폼인 자바 가상 머신의 출현으로 본격적으로 크로스 플랫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1990년대 초,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은 이제 막 발걸음을 뗀 단계였습니다. 

네트워크상에서 사용자가 동일한 파일 형식을 거쳐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했습니다. 

HTML 언어가 문서 텍스트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웹페이지 내에 텍스트 콘텐츠를 표

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채우기에는 매우 부족했

습니다. 1990년대가 끝나갈 무렵, 인터넷은 단순한 공유 저장소 이상을 넘어서게 됩니

다. 사용자와 콘텐츠, 사용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동적인 사용자 경험과 상호작용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웹브라우저에 자바스크립트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웹은 무엇

이든 가능한 만능 튜링 기계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바스크립트는 그 성

능과 속도가 현저히 낮아 대규모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언어였습니다. 그

대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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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상대적으로 자바 가상 머신과 자바 언어가 널리 쓰였습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

가 자바 애플릿을 웹페이지 안에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자바스크립트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강력한 언어가 되었습

니다. 1997년에 자바스크립트 첫 번째 표준 규격인 ECMA 스크립트가 발표되며 자바

스크립트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됩니다. 웹 어셈블리와 ASM.js로 네이티브 언어에 필적

하는 빠른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자바스크립트로 웹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웹 API의 도입으로 웹브라

우저에서 컴파일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웹 WebGL로 브라우저에서 인

터랙티브한 3D 그래픽을 그릴 수 있고, WebRTC로 실시간으로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며, Gamepad API로 게임 패드 컨트롤러를 조작할 수 있고, WebAuido

로 오디오의 처리와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WebXR로 웹에서 증강현실

과 가상현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과 앱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Node.js로 서버 측 애플리케이션을, 일렉트론(Electron)으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고, 프로그레시브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크로스 플랫폼 웹 애플리케이션

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대규모 서비스 제품에서 Angular, React.js, Vue.js 노

드 패키지 매니저(Node Package Manager, NPM)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는 지금도 끊임없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명했던 VBScript, Flash, 

Silverlight, 그리고 자바 가상 머신까지 웹브라우저에서 모두 퇴출당하였으며, 자바스

크립트는 웹뷰 컴포넌트를 거처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임베딩합니다. 자바스크립트와 

자바의 역할이 뒤바뀐 셈이죠. 자바 가상 머신 첫 출시 직후 한 번 작성한 코드가 모든 

곳에서 실행할 수 있었다면, 25년이 흐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웹브라우저에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기능이 추가되는 한편, CUDA, OpenCL 등 GPU 

병렬 컴퓨팅 라이브러리와 GPU의 활용으로 인공 신경망의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인

공 신경망은 자연어 처리, 번역, 안면 인식, 분류, 이미지 세분화, 챗봇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며 아주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Theano, Tensorflow, cloud GPU 등 오픈소스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누구나 딥

러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하여xii



그간 딥러닝 기술은 서버 측에서 주로 다뤄졌으나, 클라이언트에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딥러닝을 위해서는 GPU를 사용

해야 하는데, 지금은 모바일 기기의 GPU 성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신경망 모

델이 무겁다고 해도 5세대 이동통신에서도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셋째, 

Tensorflow.js와 같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네트워크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오픈소스 프레

임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욱이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시대가 저물고 에

지 컴퓨팅(edge computing)이 부상하면서 사물이나 기기 근처의 에지 단에서 데이터 분

석 및 처리를 분담함으로써 과다한 데이터 트래픽 발생을 막고 안정적인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듯 기술적인 어려움 없이 딥러닝을 활용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

들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의 딥러닝 애플리케이션 구현은 큰 이점이 있습니다. 서버 측에서 처

리할 수 없는 브라우저 입력을 제어할 수 있고, 마이크 오디오나 웹캠 비디오를 사용해 

실시간 입력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결 중단을 제어할 수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장점을 총망라한 소프트웨어

와 같습니다. Node.js로 서버 측에서 테스트할 수 있고, 프로그레시브 웹 앱이 적용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 없이 사용자는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딥러닝과 웹 개발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두 기술 모두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

고, 이들이 만난다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환상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

다. 모두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은 자바스크립트 딥러

닝 프레임워크 물론 웹 개발과 WebGL 사용법도 배울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의 컴퓨터 역사가 그렇듯, 컴퓨터는 일상 속으로 점점 가까이 파고들고 있

습니다. 군에서나 사용하던 슈퍼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가 되어 우리 집 안방으로 들

어왔으며, 크기는 점점 작아져 노트북과 태블릿 PC가 되어 가방 속으로 들어갔고, 스

마트폰이 되어 우리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SF 영화에서 보던 가상/증강현실을 

보여주는 스마트 글라스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은 우리 삶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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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깊숙이 관여할 것이며,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딥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딥러닝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지만, 딥러닝을 활용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곧 엄청난 큰 거인으로 성장하기 전

인 바로 지금이 공부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 책을 즐겁게 읽고, 깊이 탐구하기를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

을 응원합니다.

이 책의 예제

이 책의 모든 예제 코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git.io/Jvso3

가위바위보 게임 데모 웹사이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git.io/JeduO

텍스트 생성 모델 데모 웹사이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git.io/Jedu3

저자 소개

• 자비에르 보우리(Xavier Bourry)

StartupJeeliz의 대표 겸 CTO이자 딥러닝 전문가다. 

트위터 @xavierbourry

• 카이 사사키(Kai Sasaki)

ARM의 시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이며, Apache Hivemall의 오픈 소스 커미터로 활동

하고 있다. 

트위터 @Lewuathe

• 크리스토프 코너(Christoph Körner)

마이크로소프트 아일랜드에서 TSP 데이터 및 인공지능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트위터 @ChrisiKr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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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이치로 나카노(Reiichiro Nakano)

Infostellar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머신러닝 전문가다.

트위터 @reiinak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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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서(이글루시큐리티)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GPU를 제어하며 브라우저상에서 나만의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웹 개발의 워크플로를 어느 정도 아는 독

자들이라면 이른 시간에 애플리케이션의 틀을 만들고 기능을 고도화시키는 것에 주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이를 위한 기반을 다져주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딥러닝에 관심 있는 프런트엔드 웹 개발자라면 이 책으로 딥러닝의 필수적인 내용을 정

리하면서 쉽게 샘플 프로젝트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 없을 수 있는 

비동기 함수나 GPU 사용법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되어 있고, TensorFlow.js나 Keras.js 

프레임워크의 다양한 예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Chart.js를 이용한 표현 방법과 ‘파이썬

으로 개발 후 포팅하고 이런 점은 주의하라’와 같은 실전 팁까지 담겨 있습니다. 결과물

을 빠르게 내야 하는 학부 졸업작품용 실전 참고 도서로도 손색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NHN)

딥러닝 기술을 웹에서 활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며, 단순한 활용

보다는 동작에 관한 필수 개념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딥러닝 기술을 웹에 

적용한다면 좋은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 딥러닝을 배우기 위한 독자보

다는 어느 정도 딥러닝을 알고 있고 웹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안성맞춤인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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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인 것 같습니다.

  박찬성(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바스크립트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해보신 분 중 딥러닝을 스킬 세트에 추가하고자 

하는 이에게 적합한 책입니다. 웹뿐만 아니라 데스크톱 앱 개발까지 자바스크립트의 영

역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도서 제목과는 달리 브라우저 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I/UX 개발에는 적합하지 않은 파이썬의 단점까지 보완하여 딥러닝 앱 개

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안병규(로보소프트)

이 책은 최근 관심을 많이 받는 딥러닝, 특히 웹 환경에서 동작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딥러닝을 위한 여러 기초 내용을 같이 언급하여 설명

하고 있어서 알고리즘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웹 환경에서는 딥

러닝 실행을 위한 별도의 운영환경 구축이 필요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경(LG전자)

이 책은 딥러닝 프레임워크, 자바스크립트, WebGL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유기적으로 

엮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환경 세팅 없이 단 몇 줄만으로도 웹에서 서비스

가 가능한 예제들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이에 개발자들은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고

객 최접점의 서비스에 집중하여 유용한 딥러닝 활용 사례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욱재(스캐터랩)

파이썬을 이용해 서버에서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는 환경이 익숙한 분에게는 브라우

저에서의 딥러닝이라는 말 자체가 많이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도

를 해볼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 책은 매우 신선했습니다. 내용의 완성도도 높

아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머신러닝을 배우기에도 매우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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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일(삼성SDS)

이 책은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수학을 시작으로 주요 자바스크립트 딥러닝 프레

임워크를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중간중간 데모 웹사이트와 예제 코드를 활용하여 브라

우저에서 결과를 확인하다 보면 복잡한 개념들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관한 기초 지식이 있고 다양한 예제를 통해 딥러닝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도영(NHN)

TensorFlow.js, Keras.js 등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웹브라우저 기반의 딥러

닝을 소개합니다. 특히, 가위바위보 게임이나 RNN으로 고양이 그리기 등과 같은 흥미

로운 딥러닝 예제 웹페이지들을 사이사이에 접할 수 있어서 끝까지 재미있게 읽었습니

다. 딥러닝 입문자가 읽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초/중급 이상의 분들께 추천하고 싶

은 책입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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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러닝 소개

C H A P T E R

이번 장은 딥러닝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딥러닝의 근간이 되는 기초 수학 개념을 살

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으로 나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

도 학습은 입력(데이터)과 출력(정답)이 있고, 주어진 입력에서 출력을 예측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날씨 예측하기’, ‘주식 시장 변화 예측하기’, ‘스팸 메일 분류하

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도 학습에는 예측 대상과 특성에 따라 회귀

(regression)와 분류(classification)로 구분됩니다. 회귀는 연속적인 숫자를 예측합니다. 예

를 들어, 과거의 환율 변동 추이를 보고 향후 환율을 예측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귀와는 달리 분류는 수치가 아니라 라벨이나 범주를 예측해 서로 다른 항목임을 나

타내는데, 한 예로 암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귀를 통

해 분류를 구현하거나 분류를 통해 회귀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분류

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류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입력과 출력 관계를 파악

하는 학습을 거쳐 분류기를 만들고, 이 분류기가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라벨을 붙이거

나 특정 값을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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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t e

이 책의 모든 코드 예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git.io/Jvso3

가위바위보 게임 데모 웹사이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git.io/JeduO

텍스트 생성 모델 데모 웹사이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git.io/Jedu3

이 책에서는 관계 연산자를 ===(일치 연산자, Strict Equal Operator) 대신 ==(동등 연산자, 

Equal Operator)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연산자의 경우 서로 다른 타입이면 타입을 강제로 변

환해 비교하므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를 사용할 것

을 권장합니다. https://mzl.la/2sBvXHm 

이 책에서는 변수 선언 시 var, let, const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ES6부터는 가능한 var 대신 변

수를 선언할 때는 let, 상수를 선언할 때는 const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 절에서는 신경망이 무엇인지, 신경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수학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장을 읽고 나서 여러분은 항목들을 두 개의 그룹 가운데 하나

로 분리하는 이진 분류(binary classification)를 위해 신경망을 훈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라벨(정답)이 붙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

을 설명합니다. 손실 함수(loss funtion)가 왜 중요한지, 역전파법(back-propagation) 알고리

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봅니다. 이어서 경사 하강법(Gradient Descent)과 네스테

로프 모멘텀(Nesterov Momentum)과 같은 최적화 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

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유명 딥러닝 모델인 AlexNet과 ResNet을 소개합니다. 또한, 최신 브라

우저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실행할 수 있는 GoogleNet의 Inception 모듈, SqueezeNet

의 Fire 모듈 등 효율적인 층 구조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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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경망을 위한 기초 수학
이번 절에서는 신경망과 딥러닝에 숨겨진 수학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입력 데이터로

부터 신경망의 출력을 계산하는 모델 추론(model inference)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

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경망 추론은 다중 중첩 선형 가중 함수(multiple nested weighted linear 

funtion), 비선형 활성화 함수(non-linear activation funtion) 및 정규화(normalization), 이 세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2차원 세계에서 선형 가중 함수는 1차 방정식을 말합니다. 활성

화 함수란, 입력값이 임곗값에 도달하는 즉시 출력을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논리 연산자 또는 비선형 함수 역시 활성화 함수에 해당됩니다. 정규화는 평

균 차감과 표준 편차가 주로 쓰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수학 시간 때 배운 일차 함수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직선을 경계로 

두 가지 클래스로 분류되겠지요. 이 방정식에 점 x와 y 좌표를 대입하면 두 개의 거릿

값의 부호가 나옵니다.

비선형 활성화 함수는 이 거릿값의 부호를 다른 값으로 바꿔줍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변환은 양수(+1) 또는 음수(-1)로 변환, +1 또는 0으로 변환, 양수 값만 변환, 0 값만 

변환 등입니다. 먼저, 활성화 함수를 배우고 나서 수학적 내용을 알아볼 것입니다. 정

규화 함수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형태의 정규분포로 모든 입력값을 0과 1 

사이의 실숫값으로 변환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부분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살을 붙

여 2차원이 아닌 n차원 공간에서 연산을 수행하고, 함수를 중첩하여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 것입니다.

1.1.1   단층 퍼셉트론

1958년에 심리학자 프랭크 로젠블라트(Frank Rosenblatt)는 신경망을 최초로 실현한 퍼셉

트론(Perceptron)을 발표했습니다. 퍼셉트론은 생물학적 두뇌 구조를 모방하여 뇌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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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뉴런(신경세포)을 수학 모델로 만든 것으로, 가장 간단한 인공 신경망 구조 중 

하나입니다.

그림 1-1 퍼셉트론

그림 1-1을 보겠습니다. 퍼셉트론은 모든 입력 상수 xi의 가중치 총합을 계산합니다. 만

약 가중치 총합이 0보다 크면 활성화 함수인 계단 함수(step function)로 전달됩니다. 식 

1-1은 퍼셉트론의 수학적 정의입니다.

y 0

식 1-1 퍼셉트론 수식

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이 간단한 퍼셉트론 수식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심층 신경망의 학

습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퍼셉트론의 수학적 개념은 다차원 직선의 방정식을 사

용하여 두 클래스 간의 선형 분리를 통해 이진 분류를 출력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1차 방정식

중학교 수학 시간에 함수를 처음 배울 때 1차 방정식(직선의 방정식)부터 배운 기억이 날 

것입니다. 1차 방정식은 수학 함수의 기본이면서 중요하지요. 신경망에서도 마찬가지입

니다. 1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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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 1차 방정식 표준형

는 직선의 기울기, 는 절편이며, 두 변수 , 가 식 1-2를 만족할 때 변수 는 변수 

과 1차 함수 관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함수식에서 

에서 상수 를 로, 를 로 상수를 바꾼 것뿐입니다. 여기서 좌변에 모든 항을 이항하

고 우변에 와  대신에 와 를 대입하면 미지수가 ,  두 개인 1차 방정

식인  변형식을 얻게 됩니다.

식 1-3 1차 방정식 일반형

이제 좌표 P = (p1, p2)를 1차 방정식에 대입하기 좋은 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결괏값

의 부호로 P가 어느 측면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식 1-3에 i 대신 p1을,  대신 

p2를 대입하고, 부호 값을 결정하는 함수인 sign()을 만들어 결괏값의 최종 부호를 결

정하는 식인 식 1-4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1차 방정식의 경계로 데이터를 나타내는 

모든 점을 두 가지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식 1-4 1차 방정식 부호 함수

점 P와 직선 까지의 최단 길이인 직선 PH는 두 점사이의 거리 공

식(직각 삼각형과 피타고라스의 정리)을 이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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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x2 - x1)2 + (y2 - y1)2

√ (ad)2 + (bd)2

√ (ad)2 + (bd)2

√ a2 + b2d

식 1-5 점(xi, y1)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

이 식에서 절댓값 d를 얻게 되는데, 이 값은 최단 거리의 배수가 됩니다. 분류에서 이 

값을 클래스 스코어(class score)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수식이 퍼셉트론 수식과 거의 유사하지 않나요? 단지 차이점은 

퍼셉트론의 활성화 함수가 이 식에서는 부호 함수 sign()이라는 것이지요.

점 P가 2차원 데이터이며 1차 방정식이 이진 분류 모델이라고 간주해 본다면, y는 클

래스 +1 또는 -1을 적용한 결괏값을 반환할 것입니다. 다음 절에서 가장 최적화된 분

류를 결정짓는 1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평면의 방정식

공간에서 직선을 방정식으로 표현할수 있듯이, 평면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

다. 1차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면 2차원 이상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습니다.

식 1-6 평면의 방정식

1차 방정식은 가중치 벡터 [ ]에 의해 표현됩니다. 이 방정식은 n차원 가중치 

벡터 와 입력 을 사용해 n차원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다차원 1차 방정

식을 초평면(hyperplane)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퍼셉트론의 경우, 초평면으로 n차원 

공간을 두 개의 결정 영역으로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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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t e

머신러닝의 대부분의 문제는 고차원을 다룹니다. 컴퓨터 비전에 활용되는 딥러닝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입력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100 × 100인 차원이라면 분리 초평면은 10,000차원이 

됩니다.

선형 이진 분류

지금부터 논리 연산자인 계단 함수(step function), 부호 함수(sign function)를 활성화 함수 

h(x)1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음의 식 1-7의 상수 b는 식 1-6의 상수 c를 바꾼 것으로, 바

이어스(bias) 항이라 합니다.

식 1-7 단층 퍼셉트론 벡터 방정식

위 식이 바로 일반적인 퍼셉트론 선형 방정식입니다. 퍼셉트론은 입력 벡터와 가중치 벡

터의 내적에 바이어스를 더한 값을 활성화 함수에 입력으로 넣어 출력합니다. 다시 말해, 

퍼셉트론은 입력 데이터를 두 클래스로 구분하기 위해 선형 함수를 배우는 기계입니다.

그림 1-2에서 두 가지 클래스가 분류된 세 가지 3차원 데이터 세트를 살펴봅시다. 기하

학적 도형을 그려 두 클래스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림 1-2 퍼셉트론

1  옮긴이   h는 가설(hypothesis)의 약자로, 예측 함수 또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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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분류기인 퍼셉트론은 직선 하나로 나눈 영역만 표현할 수 있어 2차원 데이터만 

분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림 1-2의 첫 번째 차트는 직선으로 두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지만, 모든 데이터 세트가 선형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 

1-2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차트는 선형이 아닌 비선형으로 데이터를 분류해야 합니다. 

특히, 그림 1-2의 세 번째 차트는 더 정교한 분류기가 필요합니다. 그 예로, XOR 연산

자는 선형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비선형 데이터 세트는 여러 선분의 조합을 사용해 

데이터를 분할하고 대각선의 대응을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분류기가 만들어집니다. 다

음 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2   다층 퍼셉트론

이제 우리는 단층 퍼셉트론은 선형 분리 가능한 분류 문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층 퍼셉트론은 가중치 합만으로 선형 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AND, OR은 단층 퍼셉트론이지만, XOR은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XOR은 선형으

로 분리할 수 없는 복잡한 분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층 퍼셉트론은 여러 개의 퍼셉트론 뉴런으로 구성된 뉴런을 여러 층으로 쌓은 다층 

신경망 구조입니다. 한 층에 여러 개의 뉴런을 모아서 각각의 뉴런이 출력 yi를 생성합

니다. 이 층에 모든 뉴런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가중치 행렬 W와 바이어스 벡터 로 

결합합니다.

W

식 1-8 다층 퍼셉트론 벡터 방정식

식 1-8의 W 는 완전연결층(fully-connected layer)이라고도 불립니다. 완전연결층은 

하나의 층에 있는 모든 뉴런과 이웃한 층에 있는 모든 뉴런이 연결하는 계층 구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양쪽 층에 서로 연결된 뉴런의 수를 보고 완전연결층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각 뉴런마다 퍼셉트론 방정식을 통해 결괏값을 출력합니다. 따라

서 뉴런이 n개라면 n개의 출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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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다층 퍼셉트론은 이전 층의 출력이 다음 층의 입력이 되면서 계속 계층을 

쌓아 올리는 구조입니다. 식 1-9는 계층 3개를 쌓아 올리는 과정을 나타낸 수식입니다.

W1 2 231

식 1-9 3개의 완전연결층

다층 퍼셉트론은 은닉층(hidden layer)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딥러닝 구조에서 은

닉층(중간층)은 연산 결과를 전달하며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완전연결층이 

쌓여 있는 구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s)입니다.

여러 은닉층이 있는 모델은 적합한 함수를 구할 수 있지만, 완전연결층보다 학습시키기

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신경망 내의 결합된 오류를 가지고 개별 계층의 가중치를 업데

이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2장에서 역전파 알고리즘(Back-Propagation Algorithm)을 설명할 때 자세히 알

아보겠습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은 결합된 오류를 계층별 오류로 처리하고, 중첩된 계

층을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playground.tensorflow.org에 들어가서 입력 데이터, 활성화 함수, 뉴런, 은닉층 등 파

라미터를 다양하게 조절해 보면서 실험해 보길 바랍니다.

1.1.3   합성곱 계층과 풀링층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인식과 음성 인식은 합성곱 신경망이나 합성곱 신경망의 변형

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완전연결층은 2차원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먼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모든 W와 )의 수가 매우 큽

니다. 예를 들어, RGB 이미지 픽셀이 100 × 100이고 단일 신경망에 총 1,024개의 뉴

런이 있다면,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는 1,024 × 100 × 100 × 3(W의 파라미터) + 1,024 

( 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픽셀값의 이웃은 서로 독립적으로 취급합니다. 가

까운 픽셀은 값이 비슷하거나 먼 거리에 있는 픽셀은 관련성이 없는 등 이미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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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는 패턴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연결층은 모든 입력 픽셀을 동등한 뉴

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정보를 무시하게 됩니다.

합성곱 내 가중치 공유

2차원 이미지 데이터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더 작은 2차원 n × n 필터(filter)를 사용

하는 것입니다. 합성곱 계층에서는 합성곱 연산을 처리합니다. 이미지 처리에서 합성

곱 연산으로 필터를 사용합니다. 필터란, 이미지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식별자(feature 

identifier)를 말합니다. 필터의 파라미터는 그동안의 가중치로 모든 입력 n의 가중치 총

합을 구합니다. 이미지 데이터에 필터를 일정 간격으로 이동하며, 입력 데이터에 적용

시키는 데 입력과 필터에 대응하는 원소를 곱한 후 그 총합을 구하고 결과를 출력에 

저장합니다. 이 과정을 위치를 바꾸어 가며 여러 번 반복적으로 수행해 전체 이미지를 

수행합니다. 이를 합성곱(convolution)이라고 부르며,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윤곽선의 검

출, 방울의 검출 등에 활용된 대표적인 신경망입니다.

합성곱 연산은 필터 크기와 파라미터인 스트라이드(stride)와 패딩(padding), 이 두 용어

를 알아야 합니다. 스트라이드와 패딩은 이미지 위치에 따라 필터(또는 커널(kernel))를 

옮기는 방법을 제어합니다. 스트라이드는 필터가 다음 위치로 움직일 때 움직이는 위치 

픽셀 수를 말합니다. 만약 3 × 3 슬라이드가 1픽셀 간격으로 100 × 100 입력 이미지 위

로 움직인다면, 이미지 테두리마다 1픽셀이 손실되어 출력 이미지 크기는 98 × 98이 됩

니다. 스트라이드 값이 2라면 출력 크기는 절반 값이 됩니다. 반면, 패딩은 입력 이미지 

주변을 특정 값으로 채우는 수를 지칭하며, 합성곱의 출력 크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력 데이터 주위를 0으로 채웁니다. 따라서 스트라이드 1과 패딩 1인 3 × 

3 필터는 입력 이미지와 동일한 출력 이미지 크기를 반환합니다.

대다수의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패딩값을 valid와 same 옵션으로 정의합니다. 출력 결

과가 필터 크기와 스트라이드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입력과 동일한 출력 크기를 만들

거나 유효한 출력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이에 맞는 패딩값을 일일이 계산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valid와 same 옵션으로 패딩값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어 훨씬 더 편리해졌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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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은 2차원 이미지 데이터에 합성곱 연

산자를 사용합니다.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s, ANN)은 입력 이미지 데이터가 

1차원인 반면, CNN은 이미지의 RGB(빨강, 녹색, 파랑)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 각각의 픽

셀을 가로, 세로, 깊이의 3차원으로 표현합니다. 합성곱 계층을 배치로 구현할 때 4차

원 행렬이 되지만, 필터는 배치 볼륨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차원 합성곱층(2D Convolution Layer, 혹은 Conv Layer라고도 부름)은 2차원 필터로 구성됩

니다. 각 2D 필터는 공간 차원을 따라 합성곱을 연산한 다음, 모든 차원에 대한 가중

치 합을 연산합니다. 차원 수에 따라 여러 개의 2D 필터를 쌓은 후에 다층 출력 이미

지를 생성합니다.

가중치 공유로 인해 합성곱층은 완전연결층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2차원 데이터가 지

닌 종속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픽셀은 모양, 객체, 텍스처 등을 나타냅니다. 

합성곱층에서 학습이 필요한 총 파라미터는 w × h × d × f + f개입니다.

파라미터 w는 필터의 가로, h는 높이, d는 깊이이며, f는 필터의 수를 말합니다. 완전

연결층과 마찬가지로 합성곱층 뒤에는 대개 비선형 활성화 함수가 따릅니다. 활성화 

함수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풀링을 통한 차원 축소

물론, 합성곱층만으로 출력 차원 크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합성곱층에는 항상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링(pooling)은 공간 해

상도를 축소하는 서브샘플링(subsampling) 연산입니다. 컴퓨터 비전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다면 영상 처리를 위해 가우시안-라플라시안과 같은 이미지 필터에서 서브샘플링 과

정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풀링 연산의 비훈련 파라미터 중 하나는 집계(aggregation)를 계산하는 서브샘플링 함

수입니다. 그동안 최댓값을 뽑아내는 max와 평균값을 뽑아내는 avg 풀링 기법이 주로 

쓰였습니다. 이 중 max 풀링이 경사 하강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됩니

다. n × n 풀링은 n 입력 픽셀마다 적용되어 1 출력 픽셀을 생성합니다. 합성곱과 마찬

가지로 스트라이드와 패딩을 사용해 모든 이미지를 이동하며 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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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활성화 함수

비선형 활성화 함수는 초평면 방정식과 이미지 필터의 가중치 합을 활성화된 신호로 변

환하므로 0보다 큰 경우에만 출력값을 반환합니다. 이 함수를 통해 여러 층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망에서도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활성화 함수가 없다면 다층 퍼셉트론

은 가중치 합만 가지게 되기 때문에 단일층 방정식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활성화 함수 역시 층이 되어 신경망 아키텍처에 내장됩니다. 합성곱과 완전연결

층 다음에 삽입됩니다. 활성화 함수 중에서는 ReLU(Rectified Linear Unit, 렐루) 및 

ELU(Exponential Linear Unit, E렐루) 함수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일부 활성화 함수는 신경망 출력 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 가장 마지

막 층에 사용됩니다. 소프트맥스(Softmax) 함수가 그중 하나입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입력값을 0 ~ 1 사이의 값으로 모두 정규화하고, 출력의 총합은 항상 1이 되는 특성을 

가진 함수입니다. 다음 절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와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 및 하이퍼볼릭 탄젠트

퍼셉트론 방정식에서 계단 함수(step function)가 소개된 이후, 시그모이드 함수(sigmoid 

function)는 1980년대 가장 인기 있는 활성화 함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계단 함수와 달

리 시그모이드는 함수가 모든 값을 0과 1의 범위로 부드럽게 변경하고 연속적인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그모이드 함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출력이 0 또는 1로 가까워지면 기울기

가 급속도록 줄어들고 미분값은 0에 이릅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0과 1에 치우쳐 분포한

다면 역전파 과정에서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기울기 소실 문제(gradient vanishing problem)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그모

이드 함수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활성화 함수가 고안되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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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바스크립트 딥러닝 프레임워크

C H A P T E R

이번 장에서는 웹브라우저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인 TensorFlow.js, 

WebDNN, Keras.js를 소개합니다. 프로젝트 예제를 통해 주요 기능을 살펴보고 샘플 

코드를 통해 분류 문제를 함께 실습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글이 만든 자바스크립트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TensorFlow.js를 살펴보겠

습니다. 이전 명칭은 Deeplearn.js였습니다. 주요 핵심 API를 사용하여 배타적 논리합

(X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망을 구현하고 학습합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도쿄대

학교에서 개발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WebDNN을 살펴봅니다. 미리 준비된 ResNet 

모델을 변환해 WebDNN을 사용해 이미지 분류 문제를 실습합니다. 세 번째 절에서는 

Keras.js로 케라스 모델을 브라우저에 이식하는 방법을 배워 봅니다. Keras.js는 MD.ai

의 공동 설립자인 레옹 첸(Leon Chen)이 개발했으며, WebGL 2를 통해 GPU를 지원합

니다. 다른 프레임워크와 비교하기 위해 미리 훈련된 모델을 사용하여 분류 문제를 실

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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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ensorFlow.js
2017년 중반에 공개된 TensorFlow.js는 머신러닝을 위한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라

이브러리로, 웹브라우저와 node.js에서 모델을 학습하거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앞

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WebDNN 및 텐서파이어(TensorFire)

가 있었습니다. 이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TensorFlow.js는 웹브라우저 내 하드웨

어 가속 기능을 사용해 신경망을 학습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라이브러리라는 점입니다. 

TensorFlow.js는 WebGL 가속화 장점을 활용해 웹브라우저 내에서 완전히 실행되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별도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설치하거나 모델을 빌드하

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웹캠, 마이크 등 특별한 입력 기능을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이 프로젝트 예제를 직접 만져보

고 뜯어 보고 고쳐 보면서 핵심 개념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TensorFlow.js도 그렇습

니다. 다음 절에서는 다층 퍼셉트론이 XOR 함수를 학습하도록 만들어 볼 것입니다. 

TensorFlow.js 학습 API는 TensorFlow, Chainer 및 PyTorch와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사

용되고 있는 동적 신경망 생성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익숙하다면 TensorFlow.js를 배우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해도 걱정하

지 마세요.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볼 것입니다.

3.1.1   TensorFlow.js 시작하기

TensorFlow.js 공식 웹사이트(https://www.tensorflow.org/js/)에서 설치와 사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머신러닝에 입문했거나 텐서나 최적화 등이 필요 없다

면 TensorFlow.js의 간소화 버전인 ml5.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l5.js는 

TensorFlow.js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저사양의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모델을 위한 

API를 제공합니다.

CHAPTER 3  자바스크립트 딥러닝 프레임워크42



텐서, 층, 최적화, 손실 함수 개념에 익숙하다면 TensorFlow.js를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html 문서 내의 script 태그를 사용하거나, npm 또는 yarn 명령어로 라이브러리를 설

치할 수 있습니다(https://www.tensorflow.org/js/tutorials/setup).

코드펜에서 설치 없이 간단히 TensorFlow.js를 실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https://

codepen.io/sujinlee/pen/Wqmbyb를 포크하면 됩니다.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코드펜이 실행되지 않으므로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습할 것을 권장합니

다. 코드펜에서 Console 버튼을 누르면 console.log로 출력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TensorFlow.js를 활용한 멋진 프로젝트와 예제들이 궁금하다면 공식 웹사이트 내의 데

모 페이지(https://www.tensorflow.org/js/demos/)와 깃허브 tfjs-examples 저장소(https://

git.io/Jedu0)를 확인해 보세요. MNIST 분류, 전이 학습, 감정 분석 등 실제 딥러닝 프

로젝트와 소스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3.1.2   XOR 문제

TensorFlow.js 주요 개념을 배우기 전에 XOR 문제를 딥러닝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경망을 제일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습이기도 합니다. 비교 연산을 

하는 경우 AND의 문제나 OR의 문제는 하나의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XOR의 경우에는 단일 로지스틱 회귀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

니다. 우리는 다층 퍼셉트론이 XOR 함수를 학습하게 만들어 볼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XOR 연산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분류기를 학습시켜 두 개의 다른 이진 

특성으로부터 이진 결과를 예측해 볼 것입니다. X1과 X2 특성이 같으면 분류기는 0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1을 출력합니다.

X1 X2 XOR

0 0 0 (-)

0 1 1 (+)

1 0 1 (+)

1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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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재미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 두 입력이 이진수가 아니라 -1부터 1까지 실제 값을 

허용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분류기는 두 입력이 모두 양수이거나 음수일 때 0을 예측하

고, 그렇지 않으면 1을 예측해야 합니다. 

특
성 

2

XOR 산포도

특성 1

그림 3-1 XOR 산포 그래프

그림 3-1은 입력 샘플을 표시한 것으로, 색깔은 각 분류를 뜻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파

악할 수 있듯이 두 클래스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직선이 없기 때문에 선형 분류기를 사

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3   XOR 문제 해결

이제부터 TensorFlow.js로 XOR 식을 푸는 신경망을 만들고 node.js에서 실행해 보겠습

니다. 실습을 위해서는 node.js와 자바스크립트 패키지 매니저인 npm 또는 yarn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드 에디터를 열고 npm init 또는 yarn init을 실행해 package.

json을 생성합니다. 이 파일을 통해 의존성을 관리합니다. Tensorflow.js를 node.js 벡

엔드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tfjs 라이브러리와 tfjs-node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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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js에서 TensorFlow.js는 TensorFlow API에 직접 바인딩되며 CPU로 실행됩니다.

npm 명령어를 사용할 경우는 npm install @tensorflow/tfjs @tensorflow/tfjs-

node로, yarn일 경우는 yarn add @tensorflow/tfjs @tensorflow/tfjs-node로 설치

를 진행합니다.

이제 index.js 파일을 만들어 제일 앞부분에 require() 메서드로 tfjs와 tfjs-node 모

듈을 불러옵니다.

require('@tensorflow/tfjs-node')

const tf = require('@tensorflow/tfjs')

이제 다음의 코드를 복사해 붙여넣기를 한 후 콘솔에서 node index.js를 실행해 보세요.

const dimIn = 2
const dimOut = 1

const numNeurons1 = 20
const numNeurons2 = 5

const learningRate = 0.01
const numIterations = 100
const batchSize = 20

const W1 = tf.variable(tf.randomNormal([dimIn, numNeurons1]))
const b1 = tf.variable(tf.zeros([numNeurons1]))
const W2 = tf.variable(tf.randomNormal([numNeurons1, numNeurons2]))
const b2 = tf.variable(tf.zeros([numNeurons2]))
const W3 = tf.variable(tf.randomNormal([numNeurons2, dimOut]))
const b3 = tf.variable(tf.zeros([dimOut]))

const optimizer = tf.train.adam(learningRate)

const eps = tf.scalar(1e-7)
const one = tf.scalar(1)

// 주어진 입력에 대한 예측을 출력하는 모델입니다.
function predict(input) {
  return tf.tidy(() => {
    const hidden1 = input.matMul(W1).add(b1).re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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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 hidden2 = hidden1.matMul(W2).add(b2).relu()
    const out = hidden2.matMul(W3).add(b3).sigmoid()
    return out.as1D()
  })
}

// 모델 예측과 실제 라벨의 오차를 구하는 손실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function loss(prediction, actual) {
  // 올바른 오류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turn tf.tidy(() => {
    return tf
      .add(
        actual.mul(prediction.add(eps).log()),
        one.sub(actual).mul(
          one
            .sub(prediction)
            .add(eps)
            .log()
        )
      )
      .mean()
      .neg()
      .asScalar()
  })
}

// 비동기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함수입니다.
async function train(numIterations, done) {
  for (let iter = 0; iter < numIterations; iter++) {
    let xs, ys, cost
    [xs, ys] = getNRandomSamples(batchSize)

    cost = tf.tidy(() => {
      cost = optimizer.minimize(() => {
        const pred = predict(tf.tensor2d(xs))
        const pretfoss = loss(pred, tf.tensor1d(ys))
        return pretfoss
      }, true)
      return cost
    })

    if (iter % 10 == 0) {
      await cost
        .data()
        .then(data => console.log(`Iteration: ${iter} Loss: ${data}`))
    }
    await tf.next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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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e()
}

// 모델의 정확도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function test(xs, ys) {
  tf.tidy(() => {
    const predictedYs = xs.map(x =>
      Math.round(predict(tf.tensor2d(x, [1, 2])).dataSync())
    )

    let predicted = 0
    for (let i = 0; i < xs.length; i++) {
      if (ys[i] == predictedYs[i]) {
        predicted++
      }
    }
    console.log(`Num correctly predicted: ${predicted} of ${xs.length}`)
    console.log(`Accuracy: ${predicted / xs.length}`)
  })
}

// 랜덤 샘플과 그에 상응하는 라벨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function getRandomSample() {
  let x, y
  x = [Math.random() * 2 - 1, Math.random() * 2 - 1]
  if ((x[0] > 0 && x[1] > 0) || (x[0] < 0 && x[1] < 0)) {
    y = 0
  } else {
    y = 1
  }
  return [x, y]
}

// 랜덤 샘플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function getNRandomSamples(n) {
  let xs = []
  let ys = []
  for (let iter = 0; iter < n; iter++) {
    let x, y
    [x, y] = getRandomSample()
    xs.push(x)
    ys.push(y)
  }
  return [xs, 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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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testX, testY 
[testX, testY] = getNRandomSamples(100)

// 학습  전 신경망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console.log(`Before training: `)
test(testX, testY)

console.log("=============")
console.log(`Training ${numIterations} epochs...`) 

// 학습 후 신경망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train(numIterations, () => {
  console.log("=============")
  console.log('After training:')
  test(testX, testY)
})



Before training: 
Num correctly predicted: 39 of 100
Accuracy: 0.39
=============
Training 100 epochs...
Iteration: 0 Loss: 3.0059497356414795
Iteration: 10 Loss: 1.0869790315628052
Iteration: 20 Loss: 0.5364173054695129
Iteration: 30 Loss: 0.39194872975349426
Iteration: 40 Loss: 0.37091732025146484
Iteration: 50 Loss: 0.3156808912754059
Iteration: 60 Loss: 0.35962390899658203
Iteration: 70 Loss: 0.2236904501914978
Iteration: 80 Loss: 0.20249789953231812
Iteration: 90 Loss: 0.2395200878381729
=============
After training: 
Num correctly predicted: 99 of 100
Accuracy: 0.99

코드 실행 후 출력 메시지는 ‘Before training(학습 전 신경망 테스트)’, ‘Loss(학습 오차)’, 

‘After training(학습 후 신경망 테스트)’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학습 전 신경망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테스트 샘플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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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ebGL을 이용한 GPU 가속화

C H A P T E R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중앙 처리 장치(CPU)에서 실행됩니다. CPU는 속도가 빠르며 복잡

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항상 순차적으로 처리되므로 병목 현상이 커집니다. 이때 웹

워커를 사용하면 무거운 계산을 별도의 스레드에서 실행할 수 있어서 CPU에 영향을 주

지 않아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티

드 언어이므로 C나 C++와 같은 컴파일 언어만큼 최적화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GPU는 딥러닝 연산에 뛰어납니다. 최신 GPU는 모바일 장치에서도 수백 개의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렬 작업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픽셀 색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딥러닝 연산은 신경층의 각 유닛이 같은 층의 다른 유닛과 독립적

이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비디오 스트림을 처리하는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이라면 WebGL 구현이 필

수적입니다. 딥러닝은 이미지의 고차원 입력 벡터로 표현된 비디오의 각 프레임을 처리

해야 하는데, 이는 CPU에게 매우 부담을 주는 작업입니다. 이 경우 <video> 요소를 

WebGL 텍스처로 변환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율적입니다. (GPU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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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GL 덕분에 더 이상 웹 콘텐츠에서 OpenGL ES 기반의 API나 플러그인 사용이 필

요 없게 되었습니다. HTML 캔퍼스로 2D 및 3D 렌더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웹브라우저의 딥러닝 학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사용하

며, 저수준의 대규모 병렬 처리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뿐입니다. WebGL을 사용하면 

GPU의 기능을 100% 사용할 수 있습니다. GPU 명령어(drawcalls)는 WebGL 또는 네이

티브 애플리케이션 모두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WebGL을 이용해 색상 그래디언트로 채워진 쿼드(quad)를 형성하

는 두 개의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단 몇 줄의 그래픽 코드만으로 아름다운 

망델브로(Mandelbrot) 프랙탈로 변형시켜 볼 것입니다. 예제를 통해 WebGL의 기능과 연

산이 실행되는 위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라이프 게임1을 GPU 시뮬레이션

으로 구현해 봅니다. 열 확산 데모를 통해 이산 시뮬레이션에서 연속 시뮬레이션으로 

이동하는 정밀도 및 최적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두 가지 예제를 통해 WebGL 프로

그램의 효율성을 이해하고 WebGL 프로그래밍 모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는 일반적인 행렬 연산을 위한 특정 셰이더2를 설명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합성곱, 풀링, 활성화에 필요한 빠른 행렬 연산 처리는 딥러닝 프레임

워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GPGPU 선형대수 라이브러리인 WGLMatrix와 MNIST 데

이터 세트를 사용해 이미지 분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

이썬 넘파이와 CPU로 구현하는 것보다 성능이 5배 빠른 최적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WebGL 딥러닝은 실시간으로 비디오 스트림을 처리하기에 충분히 빠릅니다. 그림 5-1은 

사용자의 웹캠을 사용한 가상 선글라스 착용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합성곱 신경망으로 

얼굴, 방향, 회전 및 조명을 탐지하여 이 정보를 토대로 안경 3D 모델을 그리게 됩니다.

1  옮긴이   라이프 게임(Game of Life) 또는 생명 게임은 영국의 수학자 존 호턴 콘웨이(John Horton Conway)가 고안해 

낸 세포 자동자의 일종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세포 자동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라이프

게임

2  옮긴이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셰이더(shader)는 소프트웨어 명령의 집합으로, 주로 그래픽 하드웨어의 렌더링 효

과를 계산하는 데 쓰입니다. 이미지의 색조, 채도, 밝기, 대비를 변경하거나 블러, 왜곡, 크로마 키, 테두리 검출, 모션 

감지, 사이케델리아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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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웹캡을 사용한 가상 선글라스 착용 애플리케이션 

출처: Jeeliz Sunglasses, jeeliz.com/sunglasses

5.1  WebGL 기초
WebGL은 3D 라이브러리가 아닙니다. 3D 렌더링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도구가 있지

만, 이동 및 투영 행렬(projection matrix)을 사용한다면 프로젝션 전체를 일반 행렬 연

산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WebGL은 벡터 객체를 개별 픽셀값으로 변환하는 래스터화

(rasterization)3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림 5-2 벡터화 이미지 - 레즈스터화 이미지

그림 5-2의 왼쪽 그림은 벡터화한 고양이 그림, 오른쪽 그림은 픽셀로 표현된 레지스터

화한 고양이 그림입니다. 먼저, 왼쪽 그림의 각 점은 원점에서 위치를 인코딩한 벡터값

을 가집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사이즈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3  옮긴이   래스터화(rasterization)는 화면 좌표로 변환된 프리미트(점, 선 및 삼각형)를 프래그먼트로 변환하는 프로세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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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했듯이, WebGL은 렌더링 파이프라인(rendering pipeline)4을 활용해 병렬 코

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UDA5와 OpenCL6과 달리 WebGL은 병렬 프로그

래밍 표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GPU 아키텍처의 이점을 얻으려면 관련된 모든 작업을 

WebGL 렌더링 파이프라인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앞

으로 렌더링 파이프라인, 셰이더, GLSL 개념에 관심을 두고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WebGL 표준 관리는 크로노스 그룹(Khronos Group)에서 하고 있으며, 사양은 크로노

스 홈페이지(https://www.khronos.org/registry/webgl/spec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GL 출력은 <canvas> 엘리먼트에서 이뤄집니다. WebGL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웹페이지 HTML 코드에 <canvas> 엘리먼트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body>
  <canvas id="myWebGLCanvas" height="512" width="512"></canvas>
</body>

페이지가 로드된 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DOM으로부터 canvas를 가져와 WebGL 

context GL을 생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자 환경이 WebGL을 지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var myCanvas = document.getElementById("myWebGLCanvas")
var GL
try {
  GL = myCanvas.getContext("webgl", { antialias: false, depth: false })
} catch (e) {
  alert("WebGL 콘텍스트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

3D 렌더링이 아닌 WebGL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티-앨리어싱(Anti-Aliasing, AA)7 깊이 

4  옮긴이   파이프라인은 입력 데이터가 흘러가는 일련의 고정된 스테이지를 말합니다. 각 스테이지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깁니다.

5  옮긴이   엔비디아가 자체 GPU에서 일반 컴퓨팅을 위해 개발한 병렬 컴퓨팅 플랫폼이자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6  옮긴이   개방형 범용 병렬 컴퓨팅 프레임워크(Open Computing Language, OpenCL)로서 CPU와 GPU, 그리고 기타 프

로세서들로 구성된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계의 표준 프레임워크입니다.

7  옮긴이   이미지, 영상에서 노이즈가 발생한 듯 선이 톱니 모양으로 보이는 계단 현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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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8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canvas>는 WebGL을 위한 곳입니다. canvas2D 렌더

링에 사용하거나 WebGL 콘텍스트를 바인딩 해제할 수 없습니다. GL 변수는 WebGL 

API의 입력 지점으로 모든 WebGL 메서드와 속성은 콘텍스트의 메서드와 속성입니다.

WebGL에서 그리기 영역을 뷰포트(viewport)라고 부릅니다. 뷰포트는 논리적 직교 좌표

를 물리적인 화면 픽셀 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좌표계의 중심은 항상 원점으로 

X축은 -1(왼쪽)에서 1(오른쪽)까지 이동하고, Y축은 -1(아래)에서 1(위쪽)까지 이동합니다.

5.1.1   WebGL 작업 흐름

WebGL의 작업 흐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CPU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메인 코드가 실행됩니다. GPU 메모리에 형상 

및 행렬을 바인딩하고 사용자 상호 작용을 처리합니다.

• GPU에서 실행되는 그래픽 코드를 셰이더로 래핑합니다. 셰이더는 C 언어를 기반

으로 하는 GLSL(OpenGL Shading Language, OpenGL 셰이딩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GLSL을 구문 분석할 수 없으므로 GLSL 소스 코드와 변수 이름은 항

상 문자열로 선언한 후에 WebGL 콘텍스트로 전달해야 합니다. 타입스크립트라면 템

플릿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어 GLSL 셰이더의 가독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계속 사용합니다.

WebGL은 두 가지 셰이더가 있습니다. 

• 버텍스 셰이더(vertex shader, 정점 셰이더)는 주로 물체의 버텍스 정보에 수학적인 연

산을 함으로써 물체에 특별한 효과를 주는 데 쓰입니다. 버텍스는 좌표, 색상, 텍

스처, 조명 등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입력으로 가져와 변환합니다. 이 데이터는 

버텍스 버퍼 객체(Vertex Buffer Objects, VBOs)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

8  옮긴이   ’Z-버퍼’라고도 불리며, 화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3D 그래픽에서 앞쪽 그림과 

뒤쪽 그림을 표시할 때 어느 쪽이 앞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가로 XX, 세로 YY, 깊이 ZZ가 필요하며, 이 깊이의 

처리 방식이 Z-버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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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져와서 변환하고, 버텍스 버퍼 객체에 저장된 정점 데이터(벡터 지오메트리

의 포인트)에서 작동합니다. 이 셰이더는 래스터화 프로세스 전에 실행됩니다.

• 프래그먼트 셰이더(fragment shader)는 레스터화 이후에 실행되며, 안티-앨리어싱이 

비활성화된 경우 픽셀마다 실행됩니다. 각 픽셀을 렌더링하여 최종 픽셀 출력 색

상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WebGL을 사용하여 3D 정육면체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 버텍스 셰이더는 꼭짓점마다 실행되며, 뷰포트에 3D 위치를 투영합니다.

• 프래그먼트 셰이더는 그려진 픽셀에 색상을 적용합니다.

여러 셰이더의 집합을 셰이더 프로그램(shader progeam)이라 합니다. 이미지의 특정 특징

을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두 셰이더 모두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 입출력 변수를 선언합니다.

// 함수를 정의합니다.

// 메인 반복문

void main(void){
  // 이곳에 메인 코드를 작성합니다.
  ouput_variable = value
}

버텍스 셰이더의 출력 변수는 항상 gl_Position입니다. 클리핑9 좌표는 4차원 벡

터 [x, y, z, w]입니다. 뷰포트의 2D에서 점의 위치는 [x/w, y/w]입니다. z/w는 깊이 버

퍼 값으로 3D 렌더링에서 깊이 겹침(depth overlapping)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w는 

3차원 좌표(homogeneous coordinate)를 4D 동차 좌표로 확장한 것으로서 회전, 크기 조

정 및 변환 등을 편리하게 해주는 좌표 시스템입니다. 동차 좌표를 사용하면 어파인 

변환(affine transformation)을 단일 행렬 곱셈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래그먼트 셰이더는 색상 값을 생성하기 위해 4차원 출력 변수를 사용합니다. 프래그

9  옮긴이    클리핑(clipping)은 임의의 객체를 그리기 위해 사용될 좌표를 OpenGL에 알려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CHAPTER 5  WebGL을 이용한 GPU 가속화94



먼트 셰이더 출력 변수는 GLSL 버전마다 다릅니다. GLSL 1.3 버전(OpenGL 3.0 버전)에

서는 gl_FragColor, GLSL 2.0 버전에서는 gl_FragData이며, 2018년에 공표된 최신 

GLSL 4.60 버전에는 프래그먼트 깊이를 나타내는 gl_FragDepth와 멀티샘플 렌더링

이 수행될 때 프래그먼트 샘플 마스크를 정의하는 gl_SampleMask가 있습니다. 픽셀

의 RGBA 색상 값이며, A는 알파 채널로 색상 투명도를 조절합니다. 표준 컬러 렌더링

의 각 채널 값은 0과 1 사이입니다. (예: [1, 1, 1, 1]은 불투명한 흰색, [0.5, 0, 0, 1]은 

50% 정도의 진한 적색이며, [1, 0, 0, 1]은 불투명한 검은색입니다.)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

list of positions,
normals, ...

벡터, 행렬

numbers or typed
arrays which 

dimension ≤ 4 for
vectors, ≤16 for

matrices

텍스처

속성
버텍스마다  
변하는 값

유니폼
(2개의 버텍스 사이 
에서 변하지 않는 값)

버텍스 셰이더

프레그먼트 셰이더

(버텍스당 실행)

(픽셀당 실행)

프레임버퍼

래스터화

가리킴

가리킴 입력

입력

가리킴

그림 5-3 WebGL 동작 방식

그림 5-3은 WebGL 작업 흐름을 단순화한 다이어그램입니다. (GPGPU10에서 사용하지 않

는 GLSL 입출력 타입은 생략했습니다.)

10  옮긴이    GPGPU(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GPU상의 범용 계산)는 일반적으로 컴퓨

터 그래픽스를 위한 계산만 맡았던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전통적으로 중앙 처리 장치(CPU)가 맡았던 응용 프로

그램들의 계산에 사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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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ensorFlow.js 애플리케이션 개발

C H A P T E R

지금까지 딥러닝 웹브라우저 개발을 위한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기초 개념과 도구를 살

펴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배운 모든 지식을 사용해 간단하지만 기술의 잠재

력을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봅니다.

각 절마다 다른 주제로 TensorFlow.js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데모 링크도 있습니다. 이후에 프로젝트에 사용된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봅니

다. 애플리케이션 제작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TensorFlow.js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습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만의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보길 바랍니다.

8.1  TensorFlow.js를 활용한 동작 분류
이번 절에서는 TensorFlow.js와 웹캠을 사용해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모 페이지(https://reiinakano.com/tfjs-rock-paper-scissors/)에서 게임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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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구글의 티치어블 머신(https://teachablemachine.withgoogle.com/) 프로젝트

와 학습 메커니즘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Train Rock’ 버튼을 눌러 브라우저에 스냅샷

이 표시되어 ‘주먹’을 인식하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게임을 하는 동

안 ‘바위’ 동작을 했을 때 인식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좀 더 견고하게 모델을 만들려

면, ‘바위’ 동작 시 각도와 위치가 다르게 바꿔가며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

으면 손을 몇 인치만 이동해도 전혀 다른 동작을 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

로운 점은 실제 손으로 가위, 바위, 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물인 가위, 바위, 종

이를 보여줘도 됩니다!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웹브라우저는 웹캠을 지속적으로 스캔해 가위, 바위, 보를 분류

합니다. 머신러닝 모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학습과 분류를 수행할 수 있습

니다. 모델이 세 가지 동작 학습을 모두 마쳤나요? 이제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8.1.1   알고리즘

코드를 보기 전에 가위바위보 게임 프로젝트에 사용된 예측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작은 용량과 빠른 추론입니다. 웹브라우저가 100MB 

이상의 신경망을 다운로드해 한 동작을 인식하는 데 10초가 걸린다면 당연히 모든 사

용자가 불평을 할 것입니다.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신경

망 모델은 SqueezeNet으로, 가벼우면서 작은 이미지 분류 문제에 정확도가 높은 신경

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SqueezeNet은 0.5MB 용량이면서 ImageNet에서 AlexNet 레

벨의 정확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정확도는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브라우저와 같이 메모리가 적고 처리 능력이 제한적

인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SqueezeNet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양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야 합

니다. 모델에서 좋은 성능을 얻으려면 한 동작당 적어도 약 50개의 이미지가 필요합니

다. 실제로 충분한 크기의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 밑바닥부터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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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리 잘 정돈된 대용량의 데이터 세트가 필요합니다. ImageNet은 

대표적인 데이터 세트로, 100가지 분류(Category)에 대해 120만 개의 이미지를 갖고 있

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ImageNet에 비해 극소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성능을 얻

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입니다. 전이 학습은 특정한 상

황에서 얻은 지식을 다른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전이 학습의 과정은 간단합니다. 첫째, 사용 가능한 많은 데이터로 신경망을 훈련합니

다. 이 데이터는 이미지 프로세싱 작업과 같이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사용해

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ImageNet을 사용해 신경망을 학습시킵니다. 이후 네트워크의 

마지막 한두 개의 층을 잘라내어 남은 층으로 이미지를 실행합니다. 즉, ImageNet의 

범주에 따라 자기 이미지를 분류하는 대신 각 이미지에 대한 중간 층의 출력을 얻습니

다. 학습된 ImageNet 네트워크를 통해 나온 출력을 이미지 피처(feature, 특성)라고 합니

다.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이미지 피처를 가진 입력을 분석합니다. 이

미지가 ImageNet 이미지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더 좋은 피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류자를 학습시키는 데 추출된 피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완전연결층

을 피처 추출기에 연결하고 일반적인 학습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원 

신경망의 파라미터를 고정하고 연결된 네트워크의 가중치만 업데이트합니다.

전이 학습은 의료 영상 처리 분야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ImageNet으로 학습된 SqueezeNet 끝부분에 작은 신경망을 연결하는 대신, KNN 분

류기를 학습시키기 위해 추출 특성을 사용할 것입니다.

KNN 분류기는 인접한 샘플의 클래스를 조사하여 분류하는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이 계

산은 TensorFlow.js의 단일 연산인 행렬 곱셈을 통해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KNN 분

류자를 훈련하는 것이 신경망을 훈련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훈련 표본을 행렬에 

추가하는 것만으로) 소량의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델도 실제 훈

련을 브라우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 ImageNet에서 학습한 SqueezeNet을 사용하고, 두 번째 층부터 마지막 층까지 웹

캠 이미지 피처 추출기로 사용합니다.

8.1  TensorFlow.js를 활용한 동작 분류 187



• 추출된 피처를 K-Nearest Neighbors 분류기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하고 가위, 바

위, 보를 학습합니다.

• 이미지 추론을 위해 SqueezeNet에서 이미지를 실행하고, 추출한 피처를 KNN 

분류기에 입력하여 제스처를 감지합니다. 

8.1.2   TensorFlow.js 프로젝트 시작하기

프로젝트 코드는 https://git.io/Jedz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npm 대신 

yarn(https://yarnpkg.com/lang/en/)으로 의존성 패키지를 설치하고 관리하겠습니다. 

yarn은 npm의 버전 관리 문제점을 개선한 패키지 매니저로,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사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프로젝트 폴더 루트 package.json 파일에 프로젝트 이름, 버전, 라이선스 등 메타 데

이터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특히, dependencies에는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라

이브러리가 정의되어 있는데, .js 파일에서 해당 패키지를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실습 프로젝트에서는 deeplearn 0.5.0과 deeplearn-knn-image-classifier 0.3.0

을 사용합니다. deeplearn은 TensorFlow.js를 포함하고 있고 deeplearn-knn-image-

classifier는 이전 절에서 다룬 모든 모델 코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프로젝트 루트에 yarn add <패키지이름>으로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패키지가 다운로드되고 의존성에 추가되며, package.json과 yarn.lock에도 업데이

트 됩니다. package.json 파일에는 yarn prep과 yarn start 두 스크립트 명령어가 있

습니다. 이 두 명령어는 프로젝트 루트에서 실행합니다. 레퍼지토리를 다운받고 맨 처음 

yarn prep을 실행해야 합니다. 모든 의존성 패키지가 설치되고 dist 폴더가 생성됩니다. 

dist 폴더는 빌드 단계에서 생성된 파일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yarn start는 로컬 개발 

서버를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로컬 호스트 주소는 localhost:9966입니다. 소스 코드

가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새로고침됩니다. 매우 편리하지요. 마지막으로 배포 전 yarn 

deploy를 실행합니다. yarn build 명령어를 먼저 실행해  browserify로 모든 자바스크

립트 파일을 압축해 bundle.js로 만들어 줍니다. 이후 이 파일을 압축해 bundle.min.

js를 만듭니다. 바로 이 파일이 실제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사용되는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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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KNN 분류기 설정

본격적으로 소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웹브라우저 딥러닝에 관한 책이므

로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딥러닝과 관련 없는 부분은 바닐라 자바스크립

트를 사용해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딥러닝 소스 코드에 집중하기 위해 Vue나  

React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deeplearn-knn-image-classifier 패키지 내의 KNNImageClassifier 클래스에 대

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신경망 생성, 사전 훈련된 모델 가중치 다운로드, 훈

련 이미지당 KNN 모델 조정 및 이미지 추론을 수행합니다. 프로젝트 루트 디렉터리에 

있는 main.js 파일의 Main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클래스는 브라우저 윈도우가 로드되

면 즉시 인스턴스화됩니다. 클래스 생성자(constructor)에서 모든 변수를 초기화했습니

다. 그 다음 부분이 KNNImageClassifier 새 객체를 선언한 곳입니다. 

// KNN 모델을 초기화합니다.
this.knn = new KNNImageClassifier(NUM_CLASSES, TOPK)
// KNN 모델을 불러옵니다.
this.knn.load().then(() => this.start())

위 코드의 첫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KNNImageClassifier 객체를 만들어 변수 this.

knn에 할당합니다. KNNImageClassifier 생성자는 두 인수인 numClasses와 k를 사용

합니다. numClasses는 모델이 분류할 총 클래스 개수로, 가위, 바위, 보 세 가지 동작

의 클래스이므로 3이 됩니다. k는 KNN 알고리즘을 위한 파라미터로, 클래스를 결정

짓기 위해 몇 개의 ‘이웃(neighbors)’을 보는지를 정의합니다.

두 번째 줄은 KNNImageClassifier 인스턴스의 load() 메서드를 호출했습니다. 미리 

훈련된 SqueezeNet의 가중치를 다운로드합니다. load() 메서드는 Promise를 반환하

는 비동기 함수입니다. Promise는 SqueezeNet의 가중치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해결되

고, this.start()를 호출합니다. 이제 TensorFlow.js 프로세싱 루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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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TensorFlow.js 프로세싱 루프 

Main.start() 함수 코드는 아래에 해당합니다.

start() {
  this.video.play()
  this.timer = requestAnimationFrame(() => this.animate())
}

여기서 두 가지 작업이 수행됩니다. this.video.play()로 웹캠을 시작하고, this.animate()

로 TensorFlow.js 프로세싱 루프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호출합니다. this.animate()는 

requestAnimationFrame 메서드 내부에 있습니다. requestAnimationFrame 메서드

는 비동기 함수로, 브라우저에게 수행하기를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알리고 다음 리페

인트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 애니메이션을 업데이트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를 통해 

브라우저 뷰포트의 새로고침 빈도를 프로세싱 루프와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this.animate() 이터레이션이 끝날 때마다 뷰포트가 새로고침될 때까지 기다리고 다

음 이터레이션을 호출합니다. GPU의 많은 연산을 정렬하기 전에 브라우저에서 제대로 

렌더링을 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만약 브라우저가 중단되면 웹페이지를 사

용할 수 없게 됩니다. 

this.timer 변수에 requestAnimationFrame 반환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

리케이션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프로세싱 루프를 중지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옵

션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stop(){
  this.video.pause()
  cancelAnimationFrame(this.timer)
}

이제 이터레이션에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animate() 함수 내의 다음의 코드

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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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image = dl.fromPixels(this.video)

dl.fromPixels 메서드는 브라우저 이미지를 픽셀 강도(pixel intensities)가 포함된 3

차원 텐서로 변환합니다. ImageData, HTMLImageElement, HTMLCanvasElement, 

HTMLVideoElemen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웹캠을 사용하므로 HTMLVideo 

Element를 전달합니다. dl.fromPixel 메서드는 웹캠 이미지를 다른 TF.js 메서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Tensor3D로 변환합니다.

이제 다음의 코드를 보겠습니다.

//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분류를 위한 학습을 진행합니다. 
if (this.training != -1) {
  // 분류기에 현재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this.knn.addImage(image, this.training)
}

그 다음 코드를 보겠습니다.

const exampleCount = this.knn.getClassExampleCount()
if (Math.max(...exampleCount) > 0) {
  this.knn.predictClass(image)
  .then((res)=>{
    // 여기서 모델 예측 결과인 'res'로 여러 작업을 수행합니다.
  })
  .then(()=> image.dispose())
} else {
  image.dispose()
}

모델이 학습한 클래스마다 사용한 이미지 개수를 얻기 위해서 this.knn.getClass 

ExampleCount()를 호출합니다. 그런 다음, 모델이 한 개 이상 이미지를 학습하면 해

당 모델을 사용해 해당 이미지의 클래스를 예측합니다.

이미지를 예측하기 위해 Tensor3D 객체를 KNN 이미지 분류기의 predictClass() 메

서드로 전달합니다. predictClass() 메서드는 해당 이미지의 클래스를 추론하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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