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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드랍필터 기법을 인셉션 모듈 기반의 컨볼루션 신경망 (CNN)에 적용하여 한글 필기체
에 대한 인식을 수행하였다. 인셉션 모듈은 뛰어난 성능을 보이면서 동시에 CNN의 연산량을 획기적으
로 감소시킨 GoogLeNet의 핵심 모듈이다. 또한 드랍필터는 일반화 오류를 줄이기 위해 CNN의 마스크
필터에 적용되는 Regularization 기법의 일종으로 CNN의 마스크필터 자체를 임의의 확률로 드랍시키는
방법이다. 실험은 드랍필터가 적용된 인셉션 모듈 기반의 CNN을 사용하여 520클래스, 260,000글자로
구성된 한글 필기체 이미지 DB에 대한 인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모델이 드랍필터
를 적용하지 않은 기본적인 LeNet구조의 CNN에 비해 약 3배 적은 학습 변수로 3.275% 더 높은 인식
률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자동화된 우편번호 인식, 문서의 주제분류 등에서 필
기체 인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1990년대
부터 필기체 인식기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기 시작
하였다. 과거에는 주로 지지벡터 머신 (SVM)[1]이나 확
률 그래프 기반의 모델[2]이 필기체 인식에 주로 사용
되었다. 최근에는 컨볼루션 신경망(CNN)이 여러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임에 따라 이를 기반으
로 한 필기체 인식 연구 또한 수행되었다[3]. 한글 필
기체의 경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숫자나 영어 알파
벳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글자의 종
류 역시 2,000가지 이상으로 매우 많아서 과거에 사용
되었던 단순한 선형 모델들로는 높은 인식률을 달성하
기 어렵다. 따라서 CNN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사용하
여 한글 필기체를 인식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며, 관련된 연구 역시 수행된 바 있다[4].
필기체 인식이 응용되는 분야는 주로 스마트폰이나
태플릿 PC와 같이 자원이 제한된 환경이므로 인식기에
사용되는 모델을 디자인 할 때에는 인식률과 이용 자원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GoogLeNet은 최근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적은 파라미터로도 인상
적인 인식률을 보인 바 있다[5]. 이러한 장점을 사용하
여 GoogLeNet의 핵심 구성요소인 인셉션 모듈을 한글
필기체 인식 문제에 적용한 사례 역시 보고되었다[6].
하지만 딥 러닝 모델의 경우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쉽게
과 적합 (over fitting) 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낮은
일반화 오류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regularization 기법

을 적용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드랍아웃은 과 적합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주로 사
용되는 기법이다[7]. 드랍아웃은 일반적으로 완전 연결
된 (Fully-Connected) 다층 퍼셉트론 (Multi Layer
Perceptron)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각 은닉 층의 은닉 노
드들을 임의의 확률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노
드들 간의 co-adaptation을 완화시키고 앙상블 학습의 효
과를 얻을 수 있어 일반화 오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
다고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드랍아웃 기법을
CNN에 적합한 형태로 바꾼 spatial dropout 기법[8]의 일
종인 dropfilter기법을 인셉션 모듈에 적용하여 한글 필기
체에 대한 인식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드랍필터를 인셉
션 모듈에 적용하여 CNN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500클래스, 260,000글자로 구성된 한글 필기체 인식에
적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모델이 드랍필터가 적
용되지 않은 기본적인 LeNet[9] 구조의 CNN보다 약 3

그림 1. 한글 필기체 데이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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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eNet 구조의 한글인식기의 구조
# of
Layers
# of feature maps / stride
parameters

그림 2. 드랍아웃과 드랍필터 적용된 인셉션 모듈의 차이. 검
은색 부분은 드랍된 픽셀 값 혹은 채널을 의미한다.

배 적은 변수로도 3.275% 높은 인식률을 달성할 수 있
음을 관찰하였다.
2. 드랍아웃과 드랍필터
드랍아웃 기법은 MLP의 각 은닉 층에서 임의의 확률
로 각 노드의 값을 0으로 만드는 기법이다[7]. 이를 통
해 전체 네트워크는 학습 시 희소한 성질을 가지며 일
반화 오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Tompson 등은 드랍아웃을 CNN에 그대로 적용시킬 경우
과 적합 문제를 완화시키지 못한다고 하였다[8]. 이는
자연 이미지의 경우 인접 픽셀들 간에 연관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개의 픽셀 값을 드랍시키는 대신 인
접한 픽셀을 같이 드랍시키는 spatial dropout 기법을 제
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spatial dropout을 서브 네트워크
들의 앙상블 학습의 효과 측면에서 재해석하였다. 즉
CNN에서 핵심이 되는 학습 변수는 컨볼루션 마스크들
이므로 픽셀 값 각각이 아닌 각각의 마스크단위로 드랍
을 시켜야 서브 네트워크들의 앙상블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1)
(2)

⨂

Conv1

5x5x64 + 64 / 1

1,664

Poo1

2x2 / 2

-

Conv2

5x5x64x128 + 128 / 1

204,948

Pool2

2x2 / 2

-

Conv3

4x4x128x256 + 256 / 1

524,544

Pool3

2x2 / 2

-

Conv4

4x4x256x512 + 512 / 1

2,098,664

Pool4

2x2 / 1

-

FC1

512x384 + 384

196,992

FC2

384x520 + 520

200,200

Total

-

3,226,012

마스크의 크기는 마스크 필터
의 갯수와 동일하다.
와
,
은 각각 층의 바이어스, 입력 특징 맵,
출력 특징 맵을 의미하며
⋅ 은 비 선형 활성화 함수를
의미한다. 또한, ∗ 과 ⨂ 은 각각 컨볼루션 연산과
element-wise 곱셈을 의미한다. 이후 이를 인셉션 모듈에
적용하면 그림 2와 같으며, 그림 2에서는 또한 드랍아
웃과 드랍필터에 차이에 대해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CNN에서 드랍된 마스크 필터로 컨볼루션을 수행하
면 출력 특징 맵에서 드랍된 마스크 필터에 대응되는
채널 자체가 통째로 드랍되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게 되
므로 그림 2에서 비교의 편의상 채널이 드랍된 형태로
표현 되었다.
3. 실 험
실험은 우선 드랍필터가 CNN에 적용되었을 때 기존
의 드랍아웃보다 우수함을 검증하기 위해 이미지 분류
문제를 수행하였다. 검증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10개
클래스, 60,000장의 자연 이미지로 구성된 CIFAR-10
[10]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델은 표 1과 같다.
표 3에서 No Drop은 드랍아웃이나 드랍필터를 적용시키

Model

수식에서
∈ 0,1 는 베르누이 분포로부터 임의의 확
률 p 로 추출된 드랍아웃 마스크를 나타내며 드랍아웃

표 3. 드랍필터의 효과 검증
Accuracy %
Training
Validation

No Drop

99.892

Dropout
Dropfilter

Test

80.38

80.15

91.073

77.6

76.54

98.86

85.32

84.52

표 2. 인셉션 모듈 기반의 CNN을 사용한 한글인식기의 구조

Layers

Output

Incep1
Incep2
Incep3
Incep4
FC1
FC2

30x30x112
15x15x240
8x8x448
1x1x512
512x384+384

-

Total

1x1

3x3 reduce

3x3

5x5 reduce

5x5

1x32

1x48+48

1x112x64

1x112x64+64

1x240x64
1x448x128

Pool proj

parameters

9x48x32

1x16+16

9x64x64

1x56x8+8

25x16x16

1x32

20,416

25x16x48

1x112x64

79,440

1x240x64+64

9x64x128

1x448x96+96

9x96x128

1x240x32+32

25x32x128

1x120x128

245,343

1x448x48+48

25x48x128

1x448x128

443,536

-

-

-

-

-

196,992

384x520+520

-

-

-

-

-

-

200,200

-

-

-

-

-

-

-

1,1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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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et 구조의 CNN보다 3.275% 높은 인식률을 보였으
며, 이때 사용된 학습 변수의 수 역시 3배정도 적게 사
용 되었다. 하지만 드랍필터가 매우 깊은 모델의 모든
은닉 층에 적용 될 경우 학습이 매우 느려지거나 심지
어는 학습이 안 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임의의
확률로 선택되는 서브 네트워크의 조합수가 너무 많아
학습이 어려워 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추후 드랍필터를 깊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할 것이다. 또한, 좀 더 실용적인 응용을 위해 하나의
모델로 일본어, 중국어 등과 같은 다양한 언어를 분류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추후 연구해 볼 예정이다.
감사의 글

그림 3. 드랍필터를 적용한 LeNet과 인셉션 모듈 기반 CN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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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모델을 의미하며, Dropout, Dropfilter은 각각 드랍
아웃과 드랍필터가 적용된 모델을 의미한다. 검증실험
결과 드랍아웃은 모델의 인식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
은 반면 드랍필터는 기본 모델보다 인식률이 테스트 셋
기준 4.37%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후 드랍필터를 인
셉션 모듈에 적용한 뒤 한글 필기체에 대한 인식을 수
행하였다. 한글 필기체 인식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520
클래스, 260,000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은 드랍필터
와 인셉션 모듈의 효과를 보기 위해 각각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과 적용 한 모델로 나누어 실험하였으며, 실험
에 사용된 모델의 구조는 표 1과 표 2에 나타나 있다.
실험 결과에 대한 학습 곡선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에서 NDF와 DF는 각각 드랍필터가 적용되지 않은 것과
적용된 것을 의미하며 Tr과 Te는 각각 학습 셋과 테스
트 셋에 대한 성능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 LeNet과 인셉
션 모듈 기반의 CNN 모두에서 드랍필터를 적용하였을
때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각각, 2.1%, 1.086%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또한, 학습 셋과 테스트 셋의 인식률
차이에 해당하는 일반화 오류 역시 드랍필터가 적용되
면 더 낮아짐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모델
이 드랍필터를 적용하지 않은 기본적인 LeNet 기반의
CNN에 비해 3배 적은 학습 변수들로 3.275% 높은 인
식률을 달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는 표 4에 정
리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드랍필터를 인셉션 모듈에 적용하여 이
를 기반으로 한 CNN을 통해 한글 필기체인식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모델이 기존의

Model

표 4. 한글 필기체 인식 결과
Accuracy %
Training (a)
Test (b)

위한 실환경 휴먼케어 로봇 기술 개발]과 정보통신·방송 기술
개발 사업[2015-0-00310-SW스타랩, 웨어러블센서기반 실생
활 학습 자율지능 인지에이전트 SW]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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