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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 인셉션 모듈(inception module) 기반의 컨볼루션 신경망(CNN)

을 한글 필기체 인식문제에 적용하였다. 깊은 구조를 갖는 신경망은 기하급수적으로 변수가 증가하는 문

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인셉션 모듈을 통해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 특히 깊은 신경망의 빠른 학습을 

위해 최근 발표된 Batch Normalization (BN) 기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모델을 구성

하면, 알파벳이나 숫자에 비해 복잡한 패턴을 보이며 클래스의 수가 매우 많은 한글 필기체를 효과적으

로 학습 및 인식할 수 있다. 520클래스, 260,000글자로 구성된 한글 필기체 이미지 DB에 대한 인식실험

을 수행한 결과, 인셉션 모듈 중심으로 구성한 컨볼루션 신경망은 비슷한 깊이의 전통적인 컨볼루션 신

경망에 필요한 변수의 34.4%정도만으로도 인식률이 1.5%향상됨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필기체인식에 관한 연구는 90년대부터 자동화된 우편

번호인식, 문서분류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필기체 인식 연구는 주로 과

거에는 글자를 구성하는 획의 특징을 추출하여 확률 그

래프기반의 모델[1]이나 SVM[2] 등과 같은 방법을 사

용하여 수행되어왔으며, 숫자 이미지 인식을 위해 얕은 

깊이의 컨볼루션 신경망이 사용되기도 하였다[3]. 반면,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의 등장과 함께 심층 컨볼루션 신

경망이나 순환 신경망 등이 필기체 인식에 사용되면서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큰 성능 향상을 이루어 냈다

[4][5][6].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을 offline 방식의 한글 

필기체 낱글자 인식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

글 필기체의 경우 복잡한 패턴을 가지며 클래스의 수도 

매우 많으므로 숫자나 알파벳보다 인식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한글 필기체 인식 문제에 깊은 구조

를 가지는 컨볼루션 신경망을 통해 인식 정확도를 높인 

사례가 보고되었다[7][8]. 하지만, 컨볼루션 신경망은 

데이터가 충분히 많을 경우 깊게 쌓을수록 일반적으로 

인식 성능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학습시켜

야 할 변수들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단점

도 존재한다.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변수공간의 확장은 

최근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변수 공

간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뛰어난 인식 성능

을 보인 인셉션 모듈의 도입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됨

을 볼 수 있었다[9]. 또한 Batch Normalization 기법을 활

용하면 학습 오류율의 빠른 수렴을 통해 학습을 좀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다[10].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셉

션 모듈을 사용하여 가벼우면서도 깊은 컨볼루션 신경

망을 구성하고 한글 필기체 낱글자 이미지 분류에 적용

한 결과를 보고한다. 실험 데이터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520가지 한글 낱글자에 대한 필기체 이미지를 사용하였

으며, 각 글자별 500장씩 총 260,000장의 이미지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실험을 통해 기존의 CNN방식보다 훨

씬 적은 변수공간의 크기로도 더 나은 인식 성능을 달

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인셉션 모듈을 이용한 깊은 신경망 

학습시킬 데이터가 충분히 많을 때 더욱 고수준의 특

징을 통한 높은 인식 성공률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

로 컨볼루션 층을 깊이 쌓는다. 하지만 깊은 층을 쌓음

으로써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과적합 

문제와 gradient vanishing, 그리고 변수공간의 기하급수적

인 증가를 들 수 있다. 이 중 앞의 두 문제는 각각 

 

그림 1. 한글 필기체 데이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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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out기법의 사용[11], 활성화 함수로 

ReLU( 𝑅𝑒𝐿𝑈(𝑥)  =  𝑚𝑎𝑥(𝑥, 0) )의 사용 등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의 경우 인셉션 모듈[9]을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 한 층의 

인셉션 모듈의 구조는 기존의 컨볼루션 층보다 좀 더 

복잡하지만 3x3, 5x5 마스크의 깊이를 1x1 마스크 필터

의 개수로 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러 층의 표현을 

한 층의 더 적은 변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다층 신경망 모델에서의 Batch Normalization 

Batch normalization 기법은 mini-batch 단위로 들어오는 

입력 데이터들과 그 데이터들이 각 층을 통과할 때 가

지는 분포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오류율에 대한 수

렴을 가속화 시키는 방법이다[10].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각 층의 입력 데이터 마다 분포가 일정하지 않은 현상

을 internal covariate shift라고 하며 각 특징 차원이 독립

적임을 가정하고 이를 줄임으로써 학습의 성능 수렴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Normalization 과정은 식 (1)(2)와 

같다: 

𝑥�̂�  ←  
𝑥𝑖 −  𝜇Β

√𝜎Β
2  +  𝜖

 (1) 

𝑦𝑖  ←  𝛾𝑥�̂� +  𝛽 ≡  𝐵𝑁𝛾,𝛽(𝑥𝑖) (2) 

수식 (1)에서 𝑥𝑖는 입력 값을 의미하고 𝜇Β와 𝜎Β
2는 각각 

mini-batch의 평균과 분산을 나타내며 𝜖은 수식의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넣어주는 작은 수이다. 

수식 (2)에서 𝛾와 𝛽는 학습시켜야 할 변수이다. 테스트 

시에는 데이터의 mini-batch에 종속적이지 않게 하기 위

해 batch별 평균과 분산을 가중치와 함께 고려한 moving 

average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미분 가능한 loss 함수 ℓ 

이 정해졌을 때 batch normalization이 들어간 층의 오류 

역전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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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  험 

같은 깊이의 기존 CNN과 인셉션 모듈을 적용한 CNN 

모델 간의 성능 비교 실험을 구성하여 보고한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총 260,000자의 한글 필기체 낱글자 

이미지(60*60 픽셀)로 글자당 500개, 총 520 클래스로 

표 2. 인셉션 모듈 기반의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한 한글인식기의 구조 

Layers Output 1x1 
3x3 

reduce 
3x3 

5x5 

reduce 
5x5 

Pool 

proj 

# of 

parameters 

Incep1 30x30x56 1x16 1x24+24 9x24x16 1x8+8 25x8x8 1x16 5,152 

Incep2 15x15x120 1x56x32 1x56x32+32 9x32x32 1x56x8+8 25x8x24 1x56x32 19,880 

Incep3 8x8x224 1x120x32 1x120x32+32 9x32x64 1x120x16+16 25x16x64 1x120x64 61,360 

Incep4 1x1x256 1x224x64 1x224x48+48 9x48x64 1x224x24+24 25x24x64 1x224x64 110,920 

FC1 256*192 - - - - - - 49,152 

FC2 192*520 - - - - - - 99,840 

Total - - - - - - - 346,304 

 

 

그림 2. 인셉션 모듈의 구조 

Previous 
layer

Conv
1x1 + 1(s)

Conv
1x1 + 1(s)

Conv
1x1 + 1(s)

MaxPool
3x3 + 1(s)

Conv
3x3 + 1(s)

Conv
5x5 + 1(s)

Conv
1x1 + 1(s)

Filter 
concat

표 1. 기존의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한 한글인식기의 구조 

Layers 
# of feature 

maps / stride 

# of 

parameters 

Conv1 5x5x32 / 1 832 

Poo1 2x2x32 / 2 - 

Conv2 5x5x64 / 1 51,264 

Pool2 2x2x64 / 2 - 

Conv3 4x4x128 / 1 131,200 

Pool3 2x2x128 / 2 - 

Conv4 4x4x256 / 1 524,544 

Pool4 2x2x256 / 1 - 

FC1 256x384 98,688 

FC2 384x520 200,200 

Total - 1,00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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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7]에서 적용한 SERI95a DB와 동일한 

클래스 구성) 학습 셋과 테스트 셋의 비율은 4:1로 구성

하였다. 학습 시 mini-batch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하였

고 mini-batch의 크기는 200으로 하였다. 실험에서 인

셉션 모듈을 사용한 컨볼루션 신경망은 각 인셉션 모듈 

이후 2x2, 2stride max pooling연산을 수행하였다. 또한 

batch normalization은 각 인셉션 모듈의 filter concatenation

이전 4종류의 특징 맵에 대해 각각 수행하였다. 각 모

델의 FC2층은 softmax층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델의 loss 

함수로는 multiclass log loss함수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기존의 컨볼루션 신경망은 100번째 epoch 시점에서 

92.6%의 인식성능을 보였으며, 인셉션 모듈 기반의 컨

볼루션 신경망은 같은 층의 기존 컨볼루션 신경망을 구

성하는 데 필요한 변수의 34.4%정도의 변수만을 사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높은 94.1%의 인식 성능을 보

였다. 또한 batch normalization 기법을 사용한 경우 그렇

지 않았을 때보다 인식성능의 향상속도가 매우 가속화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보다 깊은 컨볼루션 신경망을 통해 한

글 필기체 낱글자에 대한 인식을 수행하였다. 컨볼루션 

신경망을 깊이 쌓음에 따라 발생하는 변수공간의 증가

는 인셉션 모듈을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하였으며 batch 

normalization 기법을 통해 학습 오류율의 수렴을 가속화 

시켰다. 그 결과 기존의 컨볼루션 신경망에 비해 인셉션 

모듈을 활용한 컨볼루션 신경망이 훨씬 적은 수의 변수

를 사용하면서도 더 나은 인식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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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존의 CNN과 인셉션 모듈에 기반한  

CNN의 인식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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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글 필기체 인식 결과 

Setting # of epoch Accuracy 
Maximum 

Accuracy 

CNN  

with BN 
100 92.6% 92.7% 

Inception 

module  

with BN 
100 94.1% 94.3% 

Inception 

module 

without BN 
100 90.7%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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