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네 번째 인천시민 과학나들이

2017년 인천시민 과학나들이 강연 계획
회차

제목

연사

일시

김태정 교수

3월 25일(토)
오전 10시 30분

1회

제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

2회

2030년, 아이언맨 화성에 가다 엘런 머스크의 꿈

원동준 교수

3회

건물이 살아있다:
인간과 소통하는 건축기술

김정렬 교수

4회

딥러닝 인공지능과 시각인식

박인규 교수

5회

땅속의 보물 석유가스
어떻게 찾을까

6회

지구 온난화와 조선 해양의 미래

(공간정보공학과)
(전기공학과)
(건축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신현돈 교수
(에너지자원공학과)

정준모 교수
(조선해양공학과)

장소

4월 15일(토)
오전 10시 30분
5월 27일(토)
오전 10시 30분
6월 24일(토)
오전 10시 30분

인하대학교
본관
대강당

딥러닝 인공지능과 시각인식

9월 23일(토)
오전 10시 30분
11월 4일(토)
오전 10시 30분

※ 문의사항 : (032)860-9269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인천시민 과학나들이 담당자)

인하대학교 찾아오시는 길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박 인 규 교수

www.inha.ac.kr

┃버스 노선┃
광역버스 1601(서울역), 9200(강남역)

시내버스 5, 5-1, 8, 9, 13, 27, 46, 111-2

타지역버스 3001(광명역)
급행간선 908(송도신도시공영차고지)

마을버스 511, 515, 516, 518(주안역)
512(제물포역), 517, 519(동인천역)

┃지하철 노선┃
1호선 주안역 1번, 2번 출구
1번 출구 : 마을버스 511, 515, 516, 518 시내버스 5-1, 46 (버스 약 20분 소요)
수인선 인하대역 4번, 5번 출구
4번 출구 : 운동장 방향 / 5번 출구 : 정문 방향 (도보 약 5분 소요)

■ 일 시 2017년 6월 24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 소 인하대학교 본관 대강당
■ 주 최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강연소개

강사소개

‘딥러닝 인공지능과 시각인식’

■

학력

1995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학사)
1997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석사)
2001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박사)

2017년 6월 24일(토)
인간시각과 컴퓨터시각
인간은 눈을 통해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두뇌에서 그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며 기억으로 저장한다. 인간 눈
의 해상도는 약 576백만 개의 화소를 가진 카메라의 해상도와 같으며 (최근 출시한 갤럭시 S8이 12백만 화소) 눈을
뜨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방대한 시각 데이터를 얻는다. 인간의 두뇌는 1000억 개의 뉴런을 이용하여 매우 복잡한
시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사물과 장면을 인식한다. 이러한 인간의 눈과 두뇌의 기능을 컴퓨터와 기계가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분야가“컴퓨터 시각(Computer Vision)”
이다. 컴퓨터 시각 기술을 이용하여 카메라로
취득한 영상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여 인간처럼 영상을 인식 및 분류하며,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증강/가
상현실, CCTV를 이용한 보안, 개인용 멀티미디어 등의 다양한 산업분양의 핵심 기술로 이용되고 있다.
딥러닝(deep learning) 인공지능의 등장
인공지능의 한 방식인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은 인간의 생물학적 신경망을 모방한 기계학습 모
델이다. 수많은 학습예제를 이용하여 신경망의 내부 변수들을 갱신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인공신경망은
예제로부터 학습된 내용에 부합하는 분류와 인식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유아가 여러 사물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그 물체가 무엇인지 인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과 비슷하다. 인공 신경망의 연구는 80년대에 이미 많
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실제 세계에서의 활용은 인터넷과 대용량 저장소를 통한 방대한 학습 데이터의 축적 및 심
층 구조를 가지는 인공신경망 학습의 막대한 계산을 수행하는 고성능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2010년 이
후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80년대의 간단한 인공 신경망을 심층 인공신경망으로 확장하여 방대한 학습
데이터로 학습한 기계학습 방식을 딥러닝(Deep Learning)이라고 부른다.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
야에서 축적해 놓은 빅데이터와 저렴한 고성능 컴퓨터를 통하여 산업의 수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딥러닝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각인식
아기가 태어나서 3살이 될 때까지 눈을 통해 수억 장의 장면을 보게 된다고 한다. 부모의 도움을 통해 아기의
두뇌는 각 사물과 장면의 이름과 의미를 학습하게 된다. 그래서 3살 정도가 되면 주변에서 흔히 보아왔던 사물의
이름을 금방 말할 수 있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딥러닝도 똑같은 원
리로 이루어진다. 스탠포드 대학의 Fei-Fei Li 교수는 2010년경 ImageNet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22,000개의 범
주로 분류된 1,500만개가 넘는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여 딥러닝을 통해 영
상분류와 물체검출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각 기법이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2012년 알렉스넷이라고 불리는
딥러닝 구조는 기존의 기계학습기의 성능을 현저히 능가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구조의 딥러닝 알고리즘
이 개발되고 있으며 시각인식이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엔비디
아, 바이두,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IT 선도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와 인력 유치를 통해 딥러닝 인공지능 및 시각인
식 연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오늘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경력

- 2001 ~ 2004 삼성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박인

규 교수

- 2007 ~ 2008 미쓰비시전기 미국연구소 (MERL) 방문연구원
- 2014 ~ 2015 MIT 미디어랩, 방문부교수
- 2004 ~ 현재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조교수/부교수/정교수

모시는 말씀
인하대학교는 오는 6월 24일(토)에
2017년 네 번째「인천시민 과학나들이」
를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과학기술이 우리들의 생
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로서, 이번 제4회 과학
나들이의 주제는‘딥러닝 인공지능과 시각
인식’
입니다. 카메라와 영상을 이용한 시
각 인식 분야는 자율주행자동차, 증강/가
상현실, CCTV를 이용한 보안, 개인용 멀
티미디어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의 핵심 기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최근
급격한 발전을 이룬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첨단 시각 인식 분야에 어떻게 활
용되고 있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하시듯 인하대학교에서 준비한 강연에 참석하시어,
알찬 지식을 얻는 뜻깊은 자리를 가지시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