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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클래스

약

있어 구별적인 특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동 클래스 내부의 분산은 작을수록, 타 클
클수록 일반적으로 분류문제를 풀기 쉽다. 본 논문에서는 각 클래스의 분산정보를 활용
특징 오차를 학습하는 컨볼루션 신경망을 제안하고, 이를 이미지 분류 문제에 적용하였
분포의 구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구별성 분별 오차를 출력 층의 오차 값에 더하여 컨

볼루션 신경망의 오차함수를 조정하였고, 역 전파 알고리즘에 대해 경사 하강 기법을 사용하여 학습하
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별성 특징오차를 이용한 학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NIST 데이터를 사
용하여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 인식 성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 론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 각 클래스들이 서로 구별적인
특징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이를 위해
같은 클래스의 이미지들은 크기나 위치의 변화에 강건
하게 잘 표현하면서도 다른 클래스들은 좀 더 구별적인
특징분포를 보이도록 전 처리하기 위해 SIFT, HOG와
같은 방법들이 고안되었다[1][2]. 하지만 최근 딥러닝
기술의 등장과 함께 컨볼루션 신경망이 이미지 분류 문
제에 사용되면서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인식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3][4]. 이는 이러한 인공 신경망 기반
분류기는 기존에 높은 구별적 특성을 갖는 특징들을 직
접 만들어서 분류하는 방법과 달리 각 이미지 클래스간
의 구별적인 특징을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만들어 내도
록 학습이 이루어 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러한 구별적인 특징을 갖는 것을 직접적으로 강제하
면 보다 더 좋은 분류 성능을 얻을 수 있다[5][6]. 또
한 기존의 인공 신경망 기반 분류 모델에서 학습시켜야
할 목적 함수를 L2-SVM 오차 함수로 사용하여 좀 더
높은 일반화와 인식 성능을 보인 사례도 있다[7][8].
본 논문에서는 구별적 특징을 갖도록 분류 모델에 동
클래스간 분산을 최소화 하는 오차 함수를 추가하여 모
델을 학습시켰다. 또한, 각 클래스의 군집화가 잘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를 분류하는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첫 번째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어 오던 Softmax
를 통한 분류이며 다른 하나는 K-Means을 이용한 분류
법이다. 이 둘을 사용하여 각각의 분류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MNIST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2절에서 구별적 특징을 컨볼루

션 신경망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구별적 특징 오차함수를
정의하며, 그 효과에 대해 시각화를 하였다. 3절에서는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분류를 수행할 때 분류의 방법
으로 기존에 사용되는 Softmax를 통한 방법과 K-means
를 통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4절에서 실제 실
험을 통해 구별적 특징을 강제하는 오차함수의 효과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2. 데이터의 구별적 특징 강화
이미지 인식 및 분류 문제에 있어서 각각의 클래스들
이 구별적인 특징을 갖는 것은 모델의 최종적인 인식
성능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각 클래스들의 구별성
은 특징 공간 속에서 동 클래스의 이미지들은 서로 뭉
쳐있으며, 타 클래스들과는 잘 떨어져 분포함을 의미한
다. 이러한 클래스간 구별성의 중요성은 Triplet-loss 또
는 Contrastive loss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강조되어 왔다
[9][10]. 이러한 연구들에서 활용된 구별성 오차 함수

그림 1. MNIST 데이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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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NIST의 시각화. 좌측은 Softmax만 사용하여 학습 하였고, 우측은 분산 오차와 같이 학습한 후의 데이터 분포이다

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 같은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의
적절한 조합을 직접 찾아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동 클래스 간의 내부 분산을
계산하여 그 분산이 최소가 되도록 학습시키는 것이다.
또한 mini-batch 학습을 위하여 각각 클래스들의 평균에
대하여 이동평균을 구해가면서 학습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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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Softmax 값들에 대해 정답 레이블과의 Cross
entropy loss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학습이 종료 된 후 인식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입력 이
미지에 대하여 출력 층의 Softmax값들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을 예측된 레이블로 정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
현하면 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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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즉 k번째 출력 노드의 값이 제일 큰 경우 이를 k번째
클래스 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분류 문제에서 일반적으로는
Softmax기법이 많이 사용 된다. 하지만 그림 2의 우측처
럼 데이터가 분포해 있을 경우 가중치와 특징 값의 선
형 조합을 통한 분류 보다는 K-means를 사용 했을 경우
가 더 적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때의
인식은 현재까지 계산된 각 클래스의 평균 𝑥𝑥�𝑘𝑘 를 이용하
여 입력 값이 가장 가까운 k를 찾아 분류를 수행하면
된다. 이는 수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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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1)에서 ℒ𝑠𝑠 은 Softmax의 Cross-entropy loss를 의미하
며, ℒ𝑣𝑣𝑣𝑣 는 각 클래스의 분산에 대한 loss를 의미하며,
클래스
𝑥𝑥𝑖𝑖𝑖𝑖 는 클래스 k에 속한 i번째 특징 값이고, 𝑥𝑥�는
𝑘𝑘
k에 속한 특징 값들의 평균이다. 따라서 수식 (1)의 최
종적인 오류함수 ℒ을 경사 하강 기법을 통해 학습 시켜
야 한다. 이때 mini-batch 학습을 위해 ℒ 𝑣𝑣𝑣𝑣 에 사용될 𝑥𝑥�𝑘𝑘
값에 대한 이동평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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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4)에서 𝑥𝑥𝑖𝑖 는 현재 입력에 대한 분류기 모델의 마
지막 층 출력 값을 나타낸다.
표 1. 분산 오차의 효과를 시각화 하기 위한

(2)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

Conv1
Poo1

# of feature
maps / stride
3x3x32 / 1
2x2x32 / 2

Conv2

3x3x64 / 1

Pool2
Conv3

2x2x64 / 2
5x5x128 / 1

Pool3

2x2x128 / 2

Conv4

3x3x256 / 1

Pool4

4x4x256 / 1

FC1

256x2

FC2

2x10

수식 (2)에서 α 는 이동 평균의 decay값을 의미한다. 그
림 2에서 Softmax만을 사용하여 학습시킨 것과 제안한
방법대로 분산 오차를 포함시켜 학습한 후의 데이터 분
포를 시각화 하였다. 이를 위해 최종 출력 층 전의 노드
수를 2개로 정하였으며, 노드 각각의 출력 값을 각각 x
축, y축 값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컨볼루션 신경
망의 전체적인 구조는 표 1과 같다.

Layers

3. Softmax와 K-Means를 통한 분류 기법
일반적으로 인공 신경망을 통한 물체 분류 문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Softmax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 입력 이미지에 대해 모델을 통과해서 나오는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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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 실험 결과 구별성을 강제한 오차함수로 학습
시킨 후 K-means를 사용한 방법이 기존의 Cross entropy
Loss로 학습시키고 Softmax를 이용하여 분류를 수행하는
방법보다 인식 성능이 비교적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로는 분류가 비교적 더 어려운 CIFAT-10이나
CIFAR-100 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효과를 검증 해
볼 예정이며, 고차원 공간에서 발생하는 유클리디안 거
리의 부 정확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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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_K-Means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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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식실험 결과

4. 실 험
실험은 분류기를 학습할 시 Cross entropy loss만을 사용
하여 학습만 모델과 Cross entropy loss와 본 논문에서 제
안한 분산 오차를 같이 사용하여 학습한 모델에 대하여
MNIST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모
델에 대하여 인식수행 시 분류 알고리즘은 Softmax와
K-means를 각각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총 0부터 9까지 총 10가지의 클래스로 나뉘며 학습용으
로 40,000개의 숫자, 인식 실험 용으로 10,000개의 숫
자를 사용하였다. 또한 학습 시 mini-batch방식으로 학습
을 수행하였고 mini-batch의 크기는 200으로 하였으며
모델의 구조는 표 1에서 제시한 모델에서 FC1층의 가중
치의 크기만 256x128로 바꾸어서 실험하였다. 별도로
두 모델 각각 FC1층에서 0.5확률로 Drop-out 기법을 사
용하였으며, Adam optimizer를 통하여 경사하강을 수행하
였다. 실험 시 사용한 변수는 이동평균의 decay값으로
0.6을 사용하였고, Adam optimizer의 learning rate는 0.003,
𝛽𝛽1 , 𝛽𝛽2 , 𝜀𝜀은 각각 0.9, 0.999, 1e-08을 사용하였다. 각 클
래스의 분산 정보인 ℒ𝑣𝑣𝑣𝑣 값은 실험적으로 FC1층에 대해
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에 따
라 K-means를 통한 분류는 FC1의 출력 값에 대해서 수
행하였다. 실험 결과 30번의 epoch 동안 분산 정보를
활용한 모델은 최고 99.46%의 성능을 보였고, Softmax
만 이용한 모델의 경우 99.23%의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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