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ological neu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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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Engelbrecht, Computational Intelligence, 2nd ed., Wiley, 2007.
M. M. Gupta, L. Jin, N. Homma, Static and Dynamic Neural Networks, Wiley, 2003.
https://en.wikipedia.org/wiki/Biological_neural_network



An artificial neu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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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input signal

A. P. Engelbrecht, Computational Intelligence, 2nd ed., Wile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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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rof. Junghyo Jo

History?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두 번의 ‘암흑기’가 있었다. 지금은 다소 ‘과열’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인공신경망(ANN)은 1940년대에 이미 개발되었다. 곧바로 1차 암흑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 역전파(Back Propagation)가 개발되며 황금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가 포화 상태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곧 제2 암흑기를 맞이했다.1. Backpropagation에서 ANN의 layer 수가 늘어날수록 학습에 필요한 신호의 기울기가 사라지는 vanishing gradient problem, 2. 학습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하여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차가 감소하지만, 실제 응용,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차가 증가하는 overfitting 문제, 3. 마지막으로 문제의 규모가 커질 때 나타나는 높은 시간 복잡도와 컴퓨터 성능의 한계세가지 이유들로 인해 ANN이론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정체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이들 문제들의 해결책은 각각:ReLU,Dropout,GPU



Linearly separable?
• Two Boolean functions are examples of linearly separable 

functions.

• An example of a Boolean function that is not linearly separable is 
the XOR. 

24

2 dimensions : line,
3 dimensions : plane,
….

https://en.wikipedia.org/wiki/Feedforward_neural_network
https://scikit-learn.org/stable/modules/generated/sklearn.datasets.make_circles.html

Theorem: Two sets of points R and B are separable by a circle in two dimensions, if and only if z(R) and z(B) are separable by a plane 
in three dimensions.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A two-layer neural network capable of calculating XOR. This is a good test problem because the classes cannot be separated by a line, e.g. are not linearly separable, requiring a nonlinear method such as a neural network to address. Theorem: Two sets of points R and B are separable by a circle in two dimensions, if and only if z(R) and z(B) are separable by a plane in three dimensions. 원: 인공뉴런,  화살표: 출력이 다른 뉴런의 입력으로 사용됨. 통상 입력 단자는 숨겨진 층으로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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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Engelbrecht, Computational Intelligence, 2nd ed., Wiley, 2007.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AND and OR, can be implemented using a single perceptron. These are examples of linearly separable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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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Engelbrecht, Computational Intelligence, 2nd ed., Wiley, 2007.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AND and OR, can be implemented using a single perceptron. These are examples of linearly separable functions.For such simple functions, it is easy to manually determine values for the bias and the weights.



Linearly separable?

• Since there is no straight line that can separate these patterns, 
we conclude that the XOR function is not a linearly separable 
function. 

• The XOR requires two hidden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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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Engelbrecht, Computational Intelligence, 2nd ed., Wile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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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Engelbrecht, Computational Intelligence, 2nd ed., Wiley, 2007.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An example of a Boolean function that is not linearly separable is the XOR. A single perceptron can not implement this function. If a single perceptron is used, then the best accuracy that can be obtained is 75%. To be able to learn functions that are not linearly separable, a layered NN of several neurons is required. For example, the XOR function requires two input units, two hidden units and one output unit.A two-layer neural network capable of calculating XOR.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

• The theorem states that simple neural networks can represent a wide variety of 
functions when given appropriate parameters; however, it does not touch upon the 
algorithmic learnability of thos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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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approximation_theorem

Curse of Dimensionality

Rotation and shift

n-dimensional input space,
width-n+4 networks with ReLU activation functions,
n+1 networks with ReLu,
if network depth is allowed to grow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적절한 일반화 능력을 위해 요구되는 훈련 데이터 양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차원의 저주 (Curse of Dimensionality)”라함. 학습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Stone–Weierstrass theoremRepresentation theorem:every abstract structure with certain properties is isomorphic to another (abstract or concrete) structure.[The curse of dimensionality describes the phenomenon where the feature space becomes increasingly sparse for an increasing numberof dimensions of a fixed-size training dataset. Intuitively, we can think of even the closest neighbors being too far away in a high-dimensional space to give a good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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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Gupta, L. Jin, N. Homma, Static and Dynamic Neural Networks, Wiley, 2003.

Feedforward neural networks are universal approximators.

Gaussian radial basis function networks are universal approximators.

Hidden layers
Learning algorithm
Sufficient information (learning signals)

Functional approximation capability of a feedforward neural network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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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Gupta, L. Jin, N. Homma, Static and Dynamic Neural Networks, Wiley, 2003.

Implications for neural networks

Nature 323, 533 (1986).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a basis theorem of functional analysis and approximation theoryTo ensure the function approximation capability of the Gaussian RBF networks using the Stone-Weierstrass theorem, one has to verify that the networks satisfy conditions (i)-(iii).실수체는 대수적으로 닫힌 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변수 {\displaystyle x}에 대한 다항방정식 {\displaystyle x^{2}+1=0}은 실수근을 갖지 않는다. 실수체의 대수적 폐포는 복소수체다. 대수학의 기본 정리In particular, weintroduced the Gaussian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GRBF-NNs)which have, unlike the conventional multilayered feedforward neural networksintroduced in previous chapters, some impressive neural network characteristicsfor effectively resolving many approximation, adaptive, nonlinear issuesexisting in many engineering applications.



a new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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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Xiv:1803.08823 == Phys. Rep. 810, 1 (2019).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Grey lines (simple linear hypotheses)Better classifications (dark line)A single peceptron hypothesis



Supervised (gradient descent) parameter 
learning in Gaussian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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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Gupta, L. Jin, N. Homma, Static and Dynamic Neural Networks, Wiley, 2003.

Distance vs dot product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내적으로 판다.  [얼마나 같은 방향인지? ]거리로 판다.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지? ]데이터들 사이의 유사도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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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Gupta, L. Jin, N. Homma, Static and Dynamic Neural Networks, Wiley, 2003.

Output of the ith hidden Gaussian neuron

Distance vs dot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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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Gupta, L. Jin, N. Homma, Static and Dynamic Neural Networks, Wiley, 2003.

{xj, dj}

xp

{n, m}

2uiej

uiej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가우시안 함수들의 합으로 일반적인 함수를 표현하는 식이다.  y= sum w* Gaussian{w, sigma, c}를 최적화하는 것이 학습이다. 이들 독립변수들에 대한 목적함수(E)의 해석적 미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최적화 문제로 귀결된다. 



DL(2012~) has achieved the following breakthro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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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r-human-level image classification
 Near-human-level speech recognition
 Near-human-level handwriting transcription
 Improved machine translation
 Improved text-to-speech conversion
 Digital assistants such as Google Now and Amazon Alexa
 Near-human-level autonomous driving
 Improved ad targeting, as used by Google, Baidu, and Bing
 Improved search results on the web
 Ability to answer natural-language questions
 Superhuman Go playing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제프리 힌튼 교수는 2012년 세계 최대 이미지 인식 경연대회인 ILSVRC에서 나머지 팀들이 26% 대의 이미지 인식 오류율로 각축을 벌일 때 홀로 15% 대의 오류율을 기록함으로써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Vanishing gradient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sigmoid 함수 대신에 ReLU(Rectified Linear Unit)라는 함수가 새롭게 고안되었으며, dropout layer를 사용하여 학습 중일 때 무작위로 뉴런을 비활성화 함으로써 학습이 학습 데이터에 치우치는 overfitting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의 급속한 발달, GPU를 활용한 병렬처리 기술의 개발 등으로 딥러닝은 획기적으로 그 성능이 향상되어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Deep Learni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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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1ka6a13S9I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tf.contrib.xavier_initializertf.keras.initializers.he_normaltf.keras.initializers.he_uniform활성화 함수는 ReLU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중치 초기화는 Sigmoid일 경우 Xavier,  ReLU일 경우 He 초기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Glorot이 2010년 제안한 초기화 방법은 Xavier 초기화라고 하기도 하고 Glorot 초기화라고 하기도 합니다..보통 편향치는 전부 0이나 0.01같이 아주 작은 양수를 사용합니다.from keras import backend as K def my_init(shape, dtype=None):    return K.random_normal(shape, dtype=dtype) model.add(Dense(64, kernel_initializer=my_init))Empirical results demonstrate that Adam works well in practice and compares favorably to other stochastic optimization methods.



Deep Learni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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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propagation (1986)
*Rectified linear unit activation function (2011)
*AlexNet wins ImageNet (2012) ; CNN 
*GAN (2014)
*CNN beats human (2015)
*TensorFlow, Keras (2015)
*Gaussian type weights initialization (2015)
*AlphaGo (2016)
*AlphaGo Zero (2017)
*Alphafold (2018)
*Alphafold 2 (2020)
*GPU, TPU  CPU, MPP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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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wikipedia.org/wiki/AlexNet
https://en.wikipedia.org/wiki/Rectifier_(neural_networks)
https://en.wikipedia.org/wiki/Dropout_(neural_networks)

Dropout: 2012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1950년대, 튜링 테스트(Turing test), 풀 수 있는 문제의 수가 너무 작았다. 그 수준 또한 아주 낮았다. 1970년대, 1차 암흑기1980-1990년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함. 1990년대, 2차 암흑기2006년, NVIDIA, CUDA 발표 [GPU를 활용한 계산, 사실상 병렬계산 수행함.]2012년 딥러닝 원년learning data representations, as opposed to task-specific algorithmsSome researchers assess that the October 2012 ImageNet victory anchored the start of a "deep learning revolution" that has transformed the AI industry. As with ANNs, many issues can arise with naively trained DNNs. Two common issues are overfitting and computation time. https://en.wikipedia.org/wiki/AlexNetRectified linear units, compared to sigmoid function or similar activation functions, allow faster and effective training of deep neural architectures on large and complex datasets. In 2011, the use of the rectifier as a non-linearity has been shown to enable training deep supervised neural networks without requiring unsupervised pre-training. [Xavier Glorot, Antoine Bordes, and Yoshua Bengio]http://proceedings.mlr.press/v15/glorot11aIt has been demonstrated for the first time in 2011 to enable better training of deeper networks,[3] compared to the widely used activation functions prior to 2011, e.g., the logistic sigmoid (which is inspired by probability theory; see logistic regression) and its more practical counterpart, the hyperbolic tangent. Dropout is a regularization technique patented by Google[1] for reducing overfitting in neural networks by preventing complex co-adaptations on training data. It is a very efficient way of performing model averaging with neural networks.[2] The term "dropout" refers to dropping out units (both hidden and visible) in a neural network.AlexNet contained eight layers; the first five were convolutional layers, some of them followed by max-pooling layers, and the last three were fully connected layers. It used the non-saturating ReLU activation function, which showed improved training performance over tanh and sigmoid.



Deep Learni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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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1ka6a13S9I

  XGBoost?
  lightGBM?
  CATboost?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연속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딥러닝이 성공적이다.이산 데이터에 대해서는 XGBoost, lightGBM, Catboost 방법이 우월 하다.https://en.wikipedia.org/wiki/Andrew_Ng"democratize deep learning.“For modern deep learning neural networks, the default activation function is the rectified linear activation function.Most papers that achieve state-of-the-art results will describe a network using ReLU. Use ReLU with MLPs, CNNs, but Probably Not RNNs.deep neural network이 성공한 이유:많은 데이터 확보, 컴퓨터 성능향상 이외에 꼽을 수 있는 것은 대략 아래의 3가지이다.1.vanishing gradient 문제 해결, ReLU 함수의 사용.�hidden layers : sigmoid 대신에 ReLU(rectified linear unit) 함수를 사용: ReLU(x) = max(0., x),순화된 것도 있다. max(0.1*x, x) �마지막 output layer에서는 여전히 sigmoid 사용�https://en.wikipedia.org/wiki/Rectifier_(neural_networkslayer 수가 많을 수록 소위 vanishing gradient 문제가 발생함.�신호 전달이 잘 안 됨.https://en.wikipedia.org/wiki/Vanishing_gradient_problem�2.�weight 초기화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Xavier 방법, He 방법, RBM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무작위 숫자들을 사용한다. 이 때, weight들의 평균값은 0이다. weight들의 분산값을 정해줄 수 있다. sqrt(1/ns) 처럼 분산값을 정해 줄 수 있다. 여기서 ns는 앞쪽 layer에 속해 있는 뉴런의 숫자이다. 이러한 정규분포를 가지는 weight들을 training 할 때 사용한다. 3.weight 최적화 방법의 개발Deep neural networks are working much better with images, sound, language and other “natural” data, while tree-boosting frameworks show better performance given good hand-crafted features. XGBoost can routinely and easily beat deep NNs with minimal tuning and training effort in comparison (depending of course on the problem and the data you have). If accuracy is everything to you though, it is possible - although not guaranteed - that an ensemble of deep NNs and other model such as XGBoost will perform better than either singly.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out human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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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550, 354 (2017).

versus

Nature 550, 336 (2017).

Learning to design materials from scratch
Learning to design materials from first-principles

Tabula Rasa (blank state)  Discover new knowledge

4 TPUs 
~ US$25 million of hardware 

Tabula Rasa  Predict new crystal structures   (?) Discover new crystal structures
400 CPUs × 60 days  ~ 65 years      : CPU time

~ 60 days                         : Wall-clock time
Self-play  superhuman level?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Performance of AlphaGo Zero. Learning curve for AlphaGo Zero using a larger 40-block residual network over 40 days.AlphaGo Lee (2016)AlphaGo MasterAlphaGo Zero (2017)알파고 제로는 기보없이 바둑을 학습한다. 더 발리 학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성능을 낸다. 사람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낸다.제일원리,특별한 의견이 없는 상테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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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ing back information on what worked to 
improve itself after each game

3 days : complex tactics (human experts)  thousands of years of human knowledge
21 days
40 days : 30 million games   Discovering new knowledge

It simply asks the network to predict a winner.

4 TPUs ~ US$25 million of hardware  <  40 TPUs

days <  months

Algorithms matter much more than either computing or data available. 

Nature 550, 336 (2017); Nature 550, 354 (2017). 



What’s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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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DeepMind co-founder, Demis Hassabis explains, Zero was not programmed 
to understand Go specifically, it could be reprogrammed to discover 
information in other fields: drug discovery, protein folding, quantum 
chemistry, particle physics, and material design.

https://becominghuman.ai/what-does-deepminds-latest-publication-mean-for-a-i-d496ab06d61f

Demis Hassabis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to solve many challenging problems in science구글이 또 다시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여기서, 역대 최고의 성적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 혁신중의 혁신으로 평가해도 손색이 없다.압도적인 성적으로 일등이다. 일등의 성적을 넘어서 진정으로 혁신을 이루어낸 것이다.정확히 이야기하면 단백질 구조예측의 신기원을 이룬 것이다. 50년만에 인류가 얻어낸 상당한 진보이다.  이 과학적 과제에 대한 해답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구글이 인공지능 기술로 바둑을 정복했던 것처럼 말이다.기존의 물리학적, 화학적, 생화학적 접근법에 바탕을 둔 문제 풀이 방식으로는 결코 얻어내지 못한 것이다.단백질 구조예측 문제 풀이는 소위 연역적 문제 풀이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 하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구글은 인공지능의 초귀납적 풀이방식을 도입하여 성공한 것이다. �단백질 구조예측 대회(CASP)는 2년마다 열리는 대회이다. 짝수년도에만 열린다, 올림픽, 월드컵이 있는 해에만 진행된다.아미노산 서열(sequence) 정보를 문제로 출제하면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해당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답안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된다. 한가지 계산 방법에 한가지 아이디를 부여한다. 좋은 성적을 내는 그룹 아이디는 학회에서 호명되고 실제적인 프로토콜을 발표할 기회를 부여받는다.�제출된 답안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결정된 단백질 3차원 구조와 비교하여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채점한다.단백질 구조 하나당 100점 만점으로 단백질 3차원 구조 예측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3차원 단백질 구조, 즉, 정답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아미노산 서열에 대해서만 문제로 출제한다.실험적으로 3차원 구조가 알려지는 것은 연말이 다 되어서야 가능하다. 이 때, 모든 출제된 단백질들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한다.실험이 완료되지 못하여 정답 구조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제에 대한 평가는 보류된다.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또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해당 문제는 취소된다.]결국, 블라인드 테스트로 대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으로 문제 제출, 답안 제출을 수행한다.진정한 단백질 구조예측 능력을 얻어내기 위하여 뜻있는 과학자들이 설계한 대회이다. [조직위 대장: 존 몰트 교수] 연구 논문들에서 발표된 그리고 부풀려진 성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 논문들에서, 단백질 접힘 구조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떠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절망 수준에 가깝다. 뜻있는 과학자들의 자아성찰은 결국 이러한 대회를 기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이러한 대회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도 많이 있다. 특히,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대회를 아주 우스운 대회라고 말하기도 한다. 마치, 자신이 참가하면 곧바로 1등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이다.�반대로, 실제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모두 힘들어 한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야라고 투덜거리기도 한다. 학술적 논의보다는 경쟁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논문으로 과대포장해서 발표하는 것, 그것은 더더욱 과학이 아니다. 자명한 것이다.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더 그렇다. 그 동안에 축적된 데이터들만으로도 특정 계산 방법을 검증할 수 있는 기출 문제집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와 정답이 모두 공개되어 있다.�구글은 평균 90점에 가까운 정밀도를 얻어냈다. 이것은 과거 그 누구도 이루어 내지 못한 결과이다.단백질 접힘 연구 50년 된 문제가 거의 풀렸다고 볼 수도 있다.곧바로 질병극복 그리고 신약설계에 응용될 수 있다. 2등이 기록한 단백질 구조예측의 정밀도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주지하는 데로 단백질은 자신의 고유 모양으로 접혔을 때에만 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아무튼, 알파고, 알파고 제로, 알파폴드, 그리고 알파폴드 2로 이어지는 구글의 성과는 진실로 놀랍다!어쩌면 우리 모두 기업이 해내는 과학적 돌파구를 마련한 학술적 성과에 너무 인색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구글은 어떠한 기보도없이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바둑이라는 게임을 정복했다. 바둑의 신이 백지상태(tabula rasa)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지금, 어떠한 프로기사도 인공지능 바둑에게 이기지 못한다. �어떠한 전문가도 해내지 못한 아미노산 서열 정보로부터 3차원 단백질 접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최초로 개발했다. 인류가 문제를 풀기 시작한 지난 50년만에 이룩한 엄청난 과학적 성과이다. 내로라하는 세상의 전문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이루어낸 것이다. �구글의 과학적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우리는 혁신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 것일까? 우리는 혁신을 사랑하기는 한 것일까?아무튼, 우리 모두 자아성찰을 해야 할 시기이다.�물론, 학문적 관점에서의 대학교의 기능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하지만, 소위 혁신을 이야기하는 연구기관에서의 실질적 성취도를 다시 한 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결국, 연구를 제일 잘 하는 곳은 기업이 되고 마는 시대에 이르고 있다.�구글의 결과들은 확실히 혁신적이다. 확실한 실증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있다. 알파고 그리고 알파고 제로가 나왔을 때, 구글은 단백질 접힘과 신물질 설계에 관심이 있다고 했었다. 구글은 자신들의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단백질 접힘과 관련된 단백질 구조 예측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넘어서 진정한 혁신을 이루어내고 말았다.거짓 홍보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구글 딥마인드는 수익모델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돈을 벌지 않고 돈을 쓰고 있다.돈을 벌려고 만든 기업이 돈을 쓰고 있다.그런데 구글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왜 그런가?구글은 혁신과 신뢰도를 먹고 살고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다.잘 알려진 것처럼 구글은 텐서플로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CPU/GPU/TPU 계산 시간도 제한적이지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대학교와 연구소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하지만, 하고 있는 일은 정말로 대단한 것들이다.구글은 대학교와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미리 알려주는 선구자적 위치에 있으며, 직접 행동하고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구글은 진정한 리더이다.구글은 이미 대학교와 연구소를 뛰어넘었다고 본다.�AlphaFold: a solution to a 50-year-old grand challenge in biology | DeepMind�DeepMind's AlphaFold 2 Explained! AI Breakthrough in Protein Folding! What we know (& what we don't) - YouTube�AlphaFold2 - Quick Thoughts on 3D Spatial Graphs and Graph Neural Networks - YouTube�AlphaFold: The making of a scientific breakthrough - YouTube�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지식보다 상상) : 알파고 제로 출현 (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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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through!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alphafold 2구글이 또 다시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여기서, 역대 최고의 성적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 혁신중의 혁신으로 평가해도 손색이 없다.압도적인 성적으로 일등이다. 일등의 성적을 넘어서 진정으로 혁신을 이루어 낸 것이다.정확히 이야기하면 단백질 구조예측의 신기원을 이룬 것이다. 50년만에 인류가 얻어낸 상당한 진보이다.  이 과학적 과제에 대한 해답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구글이 인공지능 기술로 바둑을 정복했던 것처럼 말이다.기존의 물리학적, 화학적, 생화학적 접근법에 바탕을 둔 문제 풀이 방식으로는 결코 얻어내지 못한 것이다.단백질 구조예측 문제 풀이는 소위 연역적 문제 풀이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 하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구글은 인공지능의 초귀납적 풀이방식을 도입하여 성공한 것이다. �단백질 구조예측 대회(CASP)는 2년마다 열리는 대회이다. 짝수년도에만 열린다, 올림픽, 월드컵이 있는 해에만 진행된다.아미노산 서열(sequence) 정보를 문제로 출제하면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해당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답안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된다. 한가지 계산 방법에 한가지 아이디를 부여한다. 좋은 성적을 내는 그룹 아이디는 학회에서 호명되고 실제적인 프로토콜을 발표할 기회를 부여받는다.�제출된 답안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결정된 단백질 3차원 구조와 비교하여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채점한다.단백질 구조 하나당 100점 만점으로 단백질 3차원 구조 예측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3차원 단백질 구조, 즉, 정답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아미노산 서열에 대해서만 문제로 출제한다.실험적으로 3차원 구조가 알려지는 것은 연말이 다 되어서야 가능하다. 이 때, 모든 출제된 단백질들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한다.실험이 완료되지 못하여 정답 구조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제에 대한 평가는 보류된다.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또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해당 문제는 취소된다.]결국, 블라인드 테스트로 대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으로 문제 제출, 답안 제출을 수행한다.진정한 단백질 구조예측 능력을 얻어내기 위하여 뜻있는 과학자들이 설계한 대회이다. [조직위 대장: 존 몰트 교수] 연구 논문들에서 발표된 그리고 부풀려진 성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 논문들에서, 단백질 접힘 구조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떠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절망 수준에 가깝다. 뜻있는 과학자들의 자아성찰은 결국 이러한 대회를 기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이러한 대회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도 많이 있다. 특히,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대회를 아주 우스운 대회라고 말하기도 한다. 마치, 자신이 참가하면 곧바로 1등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이다.�반대로, 실제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모두 힘들어 한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야라고 투덜거리기도 한다. 학술적 논의보다는 경쟁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논문으로 과대포장해서 발표하는 것, 그것은 더더욱 과학이 아니다. 자명한 것이다.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더 그렇다. 그 동안에 축적된 데이터들만으로도 특정 계산 방법을 검증할 수 있는 기출 문제집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와 정답이 모두 공개되어 있다.�구글은 평균 90점에 가까운 정밀도를 얻어냈다. 이것은 과거 그 누구도 이루어 내지 못한 결과이다.단백질 접힘 연구 50년 된 문제가 거의 풀렸다고 볼 수도 있다.곧바로 질병극복 그리고 신약설계에 응용될 수 있다. 2등이 기록한 단백질 구조예측의 정밀도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주지하는 데로 단백질은 자신의 고유 모양으로 접혔을 때에만 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아무튼, 알파고, 알파고 제로, 알파폴드, 그리고 알파폴드 2로 이어지는 구글의 성과는 진실로 놀랍다!어쩌면 우리 모두 기업이 해내는 과학적 돌파구를 마련한 학술적 성과에 너무 인색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구글은 어떠한 기보도없이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바둑이라는 게임을 정복했다. 바둑의 신이 백지상태(tabula rasa)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지금, 어떠한 프로기사도 인공지능 바둑에게 이기지 못한다. �어떠한 전문가도 해내지 못한 아미노산 서열 정보로부터 3차원 단백질 접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최초로 개발했다. 인류가 문제를 풀기 시작한 지난 50년만에 이룩한 엄청난 과학적 성과이다. 내로라하는 세상의 전문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이루어 낸것이다. �구글의 과학적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우리는 혁신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 것일까? 우리는 혁신을 사랑하기는 한 것일까?아무튼, 우리 모두 자아성찰을 해야 할 시기이다.�물론, 학문적 관점에서의 대학교의 기능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하지만, 소위 혁신을 이야기하는 연구기관에서의 실질적 성취도를 다시 한 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결국, 연구를 제일 잘 하는 곳은 기업이 되고 마는 시대에 이르고 있다.�구글의 결과들은 확실히 혁신적이다. 확실한 실증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있다. 알파고 그리고 알파고 제로가 나왔을 때, 구글은 단백질 접힘과 신물질 설계에 관심이 있다고 했었다. 구글은 자신들의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단백질 접힘과 관련된 단백질 구조 예측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넘어서 진정한 혁신을 이루어 내고 말았다.거짓 홍보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구글 딥마인드는 수익모델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돈을 벌지 않고 돈을 쓰고 있다.돈을 벌려고 만든 기업이 돈을 쓰고 있다.그런데 구글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왜 그런가?구글은 혁신과 신뢰도를 먹고 살고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하는 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다.잘 알려진 것처럼 구글은 텐서플로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CPU/GPU/TPU 계산 시간도 제한적이지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대학교와 연구소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하지만, 하고 있는 일은 정말로 대단한 것들이다.구글은 대학교와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미리 알려주는 선구자적 위치에 있으며, 직접 행동하고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구글은 진정한 리더이다.구글은 이미 대학교와 연구소를 뛰어넘었다고 본다.�https://www.youtube.com/watch?v=PJLT0cAPNfs�



2018 Turing Award

45

The 2018 Turing Award, known as the “Nobel Prize of computing,” has been given to a trio of researchers who laid the foundations for the current 
boom in artificial intelligence.

CNN,
Backpropagation

Dropout,
Backpropagation

ReLU,
GAN

"Godfathers of AI"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The techniques the trio developed in the 1990s and 2000s enabled huge breakthroughs in tasks like computer vision and speech recognition. Their work underpins the current proliferation of AI technologies, from self-driving cars to automated medical diagnoses. 컴퓨팅기계협회(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는 튜링상 수상자 선정 계기로 이들이 인공지능 심층학습을 ‘컴퓨팅의 핵심 요소’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0382230 “1978년에 (AI로 박사학위를 끝내고) 1년 동안 쉰 적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뇌의 작동 원리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뇌는 분명히 작동하니까. 나는 심층 신경망이 (규칙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논리 기반의 AI를 대체할 것이란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힌튼은 “컴퓨터공학 커뮤니티가 이런 연구의 가치를 인식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며 “수년 동안 그들은 신경망이 존경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왔다. 이 연구는 큰 혁명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상자에게는 구글이 후원하는 상금 100만달러(약 11억원)가 수여된다. 구글은 2014년부터 튜링상 상금을 전액 후원하고 있다. 영국의 웹(WWW) 발명가 팀 베르너스-리(Tim Berners-Lee)경은 2017년 튜링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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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대학교,제프리힌턴교수

페이스북, 뉴욕대학교, 얀르퀭박사

몬트리올대학교, 요슈아벤지오교수

스탠포드대학교,앤드류응(Andrew Ng) 교수
바이두

구글

'인공지능계의판타스틱 4'

'구글나우'

'딥페이스'

'왓슨' 삼성 word2vec

https://youtu.be/uawLjkSI7Mo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NVIDIA 2006년 cuda 발표'Windows로고 + R’  dxdiag  입력, 확인Display  제조업체가 NVIDIANvidia GPU 그래픽카드https://rfriend.tistory.com/425import numpy as npimport pandas as pd�import kerasimport tensorflow as tffrom IPython.display import displayimport PIL# How to check if the code is running on GPU or CPU?from tensorflow.python.client import device_libprint(device_lib.list_local_devices())[name: "/cpu:0" device_type: "CPU" memory_limit: 268435456 locality { } incarnation: 4800764240957379342 , name: "/gpu:0" device_type: "GPU" memory_limit: 6814913823 locality { bus_id: 1 } incarnation: 14858485129082007400 physical_device_desc: "device: 0, name: GeForce GTX 1070, pci bus id: 0000:01:00.0" ] ��# How to check if Keras is using GPU?from keras import backend as KK.tensorflow_backend._get_available_gpus()�['/gpu:0'] ��출처: https://rfriend.tistory.com/425 CUDA 설치, CUDNN 설치, Anaconda 설치, 가상환경 생성 및 tensorflow-gpu 설치GPU 계산을 원하는 경우:1. Anaconda 설치�    - Python 3.7 version�    - Anaconda Prompt 실행�    - VirtualEnv 설치: pip install virtualenv�    - VirtualEnv 생성: conda create -n venv pip python=3.7�       -- VirtualEnv 진입: conda activate venv�       -- VirtualEnv 해제: conda deactivate� �2. CUDA 및 CuDNN 설치�     - 현재 기준 (2019.07.14) Tensorflow (>= ver 1.13)은 CUDA 10 만 지원�        -- (https://developer.nvidia.com/cuda-toolkit-archive)�     - CUDA 10 기준 CuDNN 설치�        -- (https://developer.nvidia.com/cudnn)�     - 설치 후 PATH 설정 (윈도우 커맨드 창에 입력)�        1) SET PATH=C:\Program Files\NVIDIA GPU Computing Toolkit\CUDA\v10.0\bin;%PATH%�        2) SET PATH=C:\Program Files\NVIDIA GPU Computing Toolkit\CUDA\v10.0\extras\CUPTI\libx64;%PATH%�        3) SET PATH=C:\Program Files\NVIDIA GPU Computing Toolkit\CUDA\v10.0\include;%PATH%        4) SET PATH=C:\tools\cuda\bin;%PATH% �        * 위 4) 의 경우 CuDNN 압축 푼 폴더를 해당 디렉토리에 복사 후 PATH 등록� �3. Tensorflow-gpu 설치�     - VirtualEnv 진입 상태에서,�     - pip install tensorflow-gpu� �4. Keras 설치�     - VirtualEnv 진입 상태에서,�     - pip install keras...# define the modelmodel = RandomForestClassifier(n_estimators=500, n_jobs=8)��# example of multi-core model training and hyperparameter tuningfrom time import timefrom sklearn.datasets import make_classificationfrom sklearn.model_selection import RepeatedStratifiedKFoldfrom sklearn.ensemble import RandomForestClassifierfrom sklearn.model_selection import GridSearchCV# define datasetX, y = make_classification(n_samples=1000, n_features=20, n_informative=15, n_redundant=5, random_state=3)# define the modelmodel = RandomForestClassifier(n_estimators=100, n_jobs=4)# define the evaluation procedurecv = RepeatedStratifiedKFold(n_splits=10, n_repeats=3, random_state=1)# define gridgrid = dict()grid['max_features'] = [1, 2, 3, 4, 5]# define grid searchsearch = GridSearchCV(model, grid, n_jobs=4, cv=cv)# record current timestart = time()# perform searchsearch.fit(X, y)# record current timeend = time()# report execution timeresult = end - startprint('%.3f seconds' % result)�import tensorflow as tf�from keras.applications import Xception�from keras.utils import multi_gpu_model�import numpy as np�num_samples = 1000�height = 224�width = 224�num_classes = 1000�# Instantiate the base model (or "template" model).�# We recommend doing this with under a CPU device scope,�# so that the model's weights are hosted on CPU memory.�# Otherwise they may end up hosted on a GPU, which would�# complicate weight sharing.�with tf.device('/cpu:0'):�       model = Xception(weights=None,input_shape=(height, width, 3),classes=num_classes)��# Replicates the model on 8 GPUs.�# This assumes that your machine has 8 available GPUs.�parallel_model = multi_gpu_model(model, gpus=8)�parallel_model.compile(loss='categorical_crossentropy',optimizer='rmsprop')��# Generate dummy data.�x = np.random.random((num_samples, height, width, 3))�y = np.random.random((num_samples, num_classes))��# This `fit` call will be distributed on 8 GPUs.�# Since the batch size is 256, each GPU will process 32 samples.�parallel_model.fit(x, y, epochs=20, batch_size=256)��# Save model via the template model (which shares the same weights):�model.save('my_model.h5’)config = tf.ConfigProto(device_count={"CPU": 8})�keras.backend.tensorflow_backend.set_session(tf.Session(config=config))�#   Creates a session with log_device_placement set to True.�sess = tf.Session(config=tf.ConfigProto(log_device_placement=True))�session_conf = tensorflow.ConfigProto(intra_op_parallelism_threads=8, inter_op_parallelism_threads=8)�tensorflow.set_random_seed(1)�sess = tensorflow.Session(graph=tensorflow.get_default_graph(), config=session_conf)�keras.backend.set_session(sess)�import tensorflow as tf�from keras.backend import tensorflow_backend as K�with tf.Session(config=tf.ConfigProto(intra_op_parallelism_threads=16)) as sess:   �       K.set_session(sess)   �       <Your Keras code>�from tensorflow.python.client import device_lib�print(device_lib.list_local_devices())�import keras.backend.tensorflow_backend as K�with K.tf.device('/gpu:0'):�    model = Sequential()�    model.add(Dense(512, input_dim=28*28, activation='relu'))�    model.add(Dense(256, activation='relu'))�    model.add(Dense(128, activation='relu'))�    model.add(Dense(32, activation='relu'))�    model.add(Dense(10, activation='softmax'))    model.compile(loss='categorical_crossentropy', optimizer='rmsprop', metrics=['accuracy'])�    h = model.fit(X_train, y_train_cat, batch_size=128*4, epochs=10, verbose=1, validation_split=0.3)�from keras.utils.training_utils import multi_gpu_model�model = cnn_model()�model = multi_gpu_model(model, gpus=4)�model.compile(loss='categorical_crossentropy', optimizer='adam', metrics=['accuracy'])�model.fit(train_x, train_y, validation_data=(test_x, test_y), nb_epoch=20, batch_size=32, verbose=1)��



Model representation (approach)

• Artificial neural network (connection)

• Genetic algorithm (evolution)

• Support vector machine (analogy)

• Bayes classifier (Bayesian)

• Decision tree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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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https://towardsdatascience.com/understanding-auc-roc-curve-68b2303cc9c5



Contemporary ML: a guide for practitioners 
in the physic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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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Xiv:1712.08523 == Phys. Plasmas 25, 080901 (2018).

dot product vs distance
Rotation and shift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Distance vs dot productRotation and shift



49

Activation functions

A. P. Engelbrecht, Computational Intelligence, 2nd ed., Wiley, 2007.

cf. radial basis function, kernel function



Backpropagation (1974, 1986)

50

mean-squared-error (MSE) or quadratic cost

categorical cross entropy

confusion matrix C is a N by N matrix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1974년 Werbos, 1986년 경부터 널리 알려짐. 출력단에서부터 가중치를 역방향 순차적으로 수정. 오차신호가 약해져서 학습의 방향성 소실. Xavier Initialization 혹은 Glorot Initialization라고도 불리는 초기화 방법은 이전 노드와 다음 노드의 개수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2010 ReLU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 시 Xavier 초기값 설정이 비효율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런 경우 사용하는 초기화 방법을 He initialization이라고 한다. 이 방법 또한 정규분포와 균등분포 두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2015KL divergence – If P(X) and Q(X) are two different probability distributions, then we can measure how different these two distributions are using KL divergence.



log-likelihood as a cost function J  that can be minimized using gradient 
d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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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ization strength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We can see that the cost approaches 0 (plain blue line) if we correctly predict that a sample belongs to class 1. Similarly, we can see on the y axis that the cost also approaches 0 if we correctly predict y = 0 (dashed line). However, if the prediction is wrong, the cost goes towards infinity. The moral is that we penalize wrong predictions with an increasingly larger cost.Via the regularization parameter lambda, we can then control how well we fit the training data while keeping the weights small. By increasing the value of  lambda, we increase the regularization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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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Engelbrecht, Computational Intelligence, 2nd ed., Wile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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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Engelbrecht, Computational Intelligence, 2nd ed., Wile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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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a single neuron

A. P. Engelbrecht, Computational Intelligence, 2nd ed., Wile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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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Gupta, L. Jin, N. Homma, Static and Dynamic Neural Networks, Wiley, 2003.



Backwar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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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Gupta, L. Jin, N. Homma, Static and Dynamic Neural Networks, Wiley, 2003.



Feedforward Neur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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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hidden, and output layers

A. P. Engelbrecht, Computational Intelligence, 2nd ed., Wiley, 2007.



Backpropagation (1974, 1986)

58Given a desired output response vector {dj}

Error function, loss function, objective function

The simplest solution is to use other activation functions, such as ReLU, which doesn’t cause a small derivative.
Residual networks are another solution, as they provide residual connections straight to earlier layers.
Finally, batch normalization layers can also resolve the issue.

Cf. Weight initialization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https://en.wikipedia.org/wiki/Vanishing_gradient_problem In ML, the vanishing gradient problem is a difficulty found in train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with gradient-based learning methods and backpropagation. Back-propagation allowed researchers to train supervised deep artificial neural networks from scratch, initially with little success. Rectifiers such as ReLU suffer less from the vanishing gradient problem, because they only saturate in one dir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Residual_neural_networkLong short-term memoryThe simplest solution is to use other activation functions, such as ReLU, which doesn’t cause a small derivative. Residual networks are another solution, as they provide residual connections straight to earlier layers. Finally, batch normalization layers can also resolve th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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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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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wikipedia.org/wiki/Residual_neural_network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A residual neural network (ResNet) is an ANN of a kind that builds on constructs known from pyramidal cells in the cerebral cortex. Residual neural networks do this by utilizing skip connections, or shortcuts to jump over some layers. Typical ResNet models are implemented with double- or triple- layer skips that contain nonlinearities (ReLU) and batch normalization in between. One motivation for skipping over layers is to avoid the problem of vanishing gradients, by reusing activations from a previous layer until the adjacent layer learns its weights. 



Backpropagation (1974, 1986)

• Vanishing gradient problem

• ReLU(REctified Linear Unit)

• Weights initilization

61Given a desired output response vector {dj}

‘uniform’, ‘normal’

‘relu’, ‘linear’, ‘sigmoid’, ‘softmax’

Error function, loss function, objective function

relu—relu—relu---relu--…..,--softmax

relu—relu—relu---relu--…..,--sigmoid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def softmax(x):    e_x = np.exp(x - np.max(x))    return e_x / e_x.sum()Binary case: sigmoid3종 이상의 분류에 사용: Softmax 



Let’s examine how a network several layers deep transforms an image of a digit in order to
recognize what digit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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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IST (Modifie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atabase)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The MNIST database (Modifie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atabase) is a large database of handwritten digits that is commonly used for training various image processing systems. The MNIST database contains 60,000 training images and 10,000 testing images.MNIST 데이터베이스 (Modifie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atabase)는 손으로 쓴 숫자들로 이루어진 대형 데이터베이스이며, 다양한 화상 처리 시스템을 트레이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또한 기계 학습 분야의 트레이닝 및 테스트에 널리 사용된다. MNIST 데이터베이스는 60,000개의 트레이닝 이미지와 10,000개의 테스트 이미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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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wikipedia.org/wiki/MNIST_database

This is a table of some of the ML methods used on the database and their error rates, by type of classifier: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The MNIST database (Modifie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atabase) is a large database of handwritten digits that is commonly used for training various image processing systems. The MNIST database contains 60,000 training images and 10,000 testing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