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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 임워크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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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and Analysis of Deep Learning Framework 

Yo-Seob Lee*ㆍPhil-Joo Moon** 

요 약

딥 러닝은 사람이 가르치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사람처럼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딥 러닝

은 세상을 이해하고 감지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가장 망받는 기술이 되고 있으며, 구 , 바이두, 페이

스북 등이 가장 앞서서 개발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딥 러닝을 구 하는 딥 러닝 임워크의 종류에 

해 논의하고, 딥 러닝 임워크의 상과 음성 인식 분야의 효율성에 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Deep learning i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at can teach people like themselves who need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has become of the 

most promising i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understand the world and detection technology, and Google, Baidu and Facebook is the most 

developed in advance.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kind of deep learning frameworks, compare and analyze the efficiency of the image and speech 

recognition field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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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기계 학습)은 인공지

능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로서, 알고리즘을 이

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 학습하며, 학습

한 내용을 기반으로 단이나 측을 한다[1]. 

딥 러닝은 머신 러닝의 한 분야로서, 뇌의 뉴런과 

유사한 정보 입력층 계층을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한

다. 굉장한 양의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에는 

어려웠지만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했으며, 재는 병렬연산에 최 화된 GPU를 사용

하여 딥 러닝 기술이 발 하게 되었다.

딥 러닝의 가장 요한 역할을 본다면 “학습에 의한 

측”이다. 사람의 경우, 학습을 해도 어느 시 부터는 

잊어버리지만 기계에 의해 학습되어 장된 것은 잊어

버릴 수가 없다. 학습한 것을 모두 기억한다면 조만간 

인간보다 더 한 인공지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

고 학습 시간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간보다 빠를 

것이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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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은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 인 

학습을 통해 효율 으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내기 

한 과정이다.

딥 러닝은 세상을 이해하고 감지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가장 망받는 기술이 되고 있으며, 구 , 

바이두, 페이스북 등이 가장 앞서서 개발을 하고 있으

며, GPU를 사용한 다양한 딥 러닝 연구들과 성과들이 

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심층 신경망의 정의와 종류에 해 

논의하고, 이 심층 신경망에서 동작하는 딥 러닝 

임워크들의 제공 기능들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원

하는 학습 상에 맞는 최 인 딥 러닝 임워크를 

선택하여 용하는데 유용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딥 러닝

딥 러닝(deep learning)은 머신 러닝의 한 분야로서, 

여러 비선형 변환기법들로 구성된 다  처리 계층을 

사용하여 높은 수 의 추상화, 즉, 다량의 데이터나 복

잡한 자료들 속에서 핵심 인 내용 는 기능을 요약

하는 작업을 하는 알고리즘의 집합이다[2].

어떠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를 컴퓨터가 알아 들을 

수 있는 형태( 를 들어 이미지의 경우는 픽셀정보를 

열벡터로 표 하는 등)로 표 하고 이를 학습에 용

하기 해 많은 연구(어떻게 하면 더 좋은 표 기법을 

만들고  어떻게 이것들을 학습할 모델을 만들지에 

한)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딥 러닝 아키텍처들

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다양한 딥 러닝 기법들이 컴

퓨터 비젼,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음성/신호처리 등의 

분야에 용되어 최첨단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딥 러닝 기술의 주요 응용분야들은 상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약물 성문  독성 단, 고객 심 

리 등이다.

Ⅲ. 심층 신경망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은 입력 

계층(input layer)과 출력 계층(output layer) 사이에 

복수개의 은닉 계층(hidden layer)들로 이 진 인공신

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이다. 

심층 신경망은 표  오류역  알고리즘으로 학습

될 수 있다. 이때, 가 치(weight)들은 (1)식을 이용한 

확률  경사 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scent)을 

통하여 갱신될 수 있다.

∆   ∆  




여기서, 는 학습률(learning rate)을 의미하며, 는 

비용함수(cost function)를 의미한다. 비용함수의 선택

은 학습의 형태(지도 학습, 자율 학습 (기계 학습), 강

화 학습 등)와 활성화함수(activation function)같은 요

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1).

심층 신경망은 합성곱 신경망, 순환 신경망, 제한 

볼츠만 머신, 심층 신뢰 신경망 등이 있다[2].

3.1 심층 신경망(DNN)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은 입력 

계층(input layer)과 출력 계층(output layer) 사이에 

복수개의 은닉 계층(hidden layer)들로 이 진 인공신

경망이다[2]. 심층 신경망은 일반 인 인공신경망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비선형 계(non-linear 

relationship)들을 모델링할 수 있다. 를 들어, 사물 

식별 모델을 한 심층 신경망 구조에서는 각 객체가 

이미지 기본 요소들의 계층  구성으로 표 될 수 있

다. 이때, 추가 계층들은 진 으로 모여진 하  계

층들의 특징들을 규합시킬 수 있다. 심층 신경망의 이

러한 특징은, 비슷하게 수행된 인공신경망에 비해 더 

은 수의 유닛(unit, node)들 만으로도 복잡한 데이

터를 모델링할 수 있게 해 다. 

3.2 합성곱 신경망(CNN)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은 최소한의 처리(preprocess)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다계층 퍼셉트론의 한 종류이다.  

convolution은 특정 시스템에 입력이 가해졌을 때 

시스템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해석하기 한 용도

로 사용된다. 상으로부터 특정 특징들을 추출할 때 

사용된다.

입력 상으로부터 convolution을 통해 feature 

1) 딥 러닝,https://ko.wikipedia.org/wiki/딥_러닝.



딥 러닝 임워크의 비교  분석

 117

map을 만든다. subsampling은 feature map의 크기를 

여주면서 local feature를 생성한다. 이 local feature

에 해 다시 convolution과 subsampling을 수행하여 

global feature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여러 번의 

convolution과 subsampling을 거치게 되면 feature 

map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체를 표하는 강한 특

징들만 남게 되고, 이 특징들은 fully connected 

network의 입력으로 제공되며, 학습을 통해 최 의 

인식결과를 얻게 된다.

3.3 순환 신경망(RNN)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은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유닛 사이의 연결이 Directed 

cycle을 구성하는 신경망을 말한다. RNN은 임의의 

입력을 처리하기 해 신경망 내부의 메모리를 활용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순환 신경망은 필기

체 인식과 같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 높은 인식률을 

나타낸다. RNN은 , 유 자, 손 씨, 음성 신호, 센

서가 감지한 데이타, 주가 등 배열의 형태를 갖는 데

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한다.

3.4 제한 볼츠만 머신(RBM)

제한 볼츠만 머신(Restricted Boltzmann Machine, 

RBM)은 볼츠만 머신에서, 층간 연결을 없앤 형태의 

모델이다. RBM은 차원 감소, 분류, 선형 회귀 분석, 

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특징값 학습

(feature learning)  주제 모델링(topic modelling)에 

사용할 수 있다. 층간 연결을 없애면, 머신은 가시 유

닛(Visible Unit)과 은닉 유닛(Hidden Unit)으로 이루

어진 무방향 이분 그래  형태의 모양이 된다. RBM

은 음성 인식 소 트웨어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3.5 심층 신뢰 신경망(DBN)

심층 신뢰 신경망(Deep Belief Network, DBN)이란 

기계학습에서 사용되는 그래  생성 모형(generative 

graphical model)으로, 딥 러닝에서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의 다 계층으로 이루어진 심층 신경망을 의

미한다. 계층 간에는 연결이 있지만 계층 내의 유닛 

간에는 연결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Ⅳ. 딥 러닝 임워크

딥 러닝 임워크들은 Caffe, CNTK, 

TensorFlow, Theano, Torch, MXnet, Chainer, Keras 

등이 있으며, 분석하려거나 측하려는 상에 따라 

그 상에 맞는 임워크를 선택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의 분류나 상 속의 특정 객체를 검출하는 부

분에서 CNN이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상 데이터를 

상으로 분석하거나 측하려는 경우에는 CNN을 지

원하는 임워크를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RNN은 학습이 진행되어도 과거 학습의 정보를 잃

지 않고 연속 인 정보의 흐름을 학습에 반  가능하

기 때문에 음성이나 언어 등 연속된 입력 데이터 분

석에 활용된다.

4.1 Caffe

Caffe는 Berkeley Vision and Learning Center에서 

개발되었으며, C++로 ConvNets를 구 하 다. As 

shown on its official page, Caffe는 하루에 AlexNet

에서 single NVIDIA K40 GPU로 6,000만개 이상의 

이미지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미지 분류를 한 툴킷

으로 사용할 수 있다[6].

Caffe는 코맨드 라인, 이선, MATLAB 인터페이

스로 cmdcaffe, pycaffe, matcaffe 등을 제공한다.

4.2 CNTK

CNTK(Computational Network Toolkit)는 마이크

로소 트사의 통합 딥 러닝 툴킷이다. 

CNTK는 CNN, RNN, LSTM 등의 최근 심층 신경

망 아키텍처등의 구조  구 을 허용한다. auto 

differentiation, 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 

backpropagation 등도 지원한다. 다  머신과 다  

GPU를 이용한 병렬화도 지원한다[7]. 

CNTK는 Microsoft Azure의 가상 머신이나 Linux

의 Docker container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CNTK는 GPU 클러스터들에서 학습된 분산 신경

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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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License
Open 

source 
Platform Written in Supported Interface

Caffe

BSD 

2-Clause 

License

Yes

Ubuntu, Mac OS, AWS, 

unofficial Android port, 

Windows

C++, Python
C, C++, Python, MATLAB, 

Command line interface

CNTK MIT license Yes Windows, Linux C++ C++, Command line interface

TensorFlow Apache 2.0 Yes Linux, Mac OS C++, Python C++, Python

Theano BSD license Yes Cross-platform Python Python

Torch BSD license Yes
Linux, Android, Mac OS, 

iOS, Windows
C, Lua C, C++, Lua

MXnet Apache 2.0 Yes

Ubuntu, Mac OS, 

Windows, AWS, 

Android, iOS, JavaScript

C++, Python, 

Julia, Matlab, 

Go, R, Scala

Python, R, C++, Julia

Chainer MIT license Yes
Linux, Mac OS, 

Windows
Python Python

Keras MIT license Yes
Linux, Mac OS, 

Windows
Python Python

표 1. 딥 러닝 임워크의 랫폼, 인터페이스 비교
Table 1. The comparison of platform, interface of deep learning frameworks

4.3 TensorFlow

TensorFlow는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인공신경

망 모델을 쉽게 생성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를 제공한다. 머신러닝 연구자는 텐서 로우를 통해 

인공신경망 모델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자세한 하드웨

어 조작에 신경쓸 필요 없이 인공신경망 모델 구조에

만 집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최 화된 모델을 생성하는데만 집 할 수 있

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8].

 

4.4 Theano

Theano는 다차원 배열(numpy.ndarray)의 수학식을 

효율 으로 정의, 최 화, 평가하는 즉, 수식  행렬 

연산을 쉽게 만들어주는 이썬 라이 러리로서, 

Multi-GPU, CuDNN v5를 지원한다[9].

Theano 기반 에 올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Keras, Pylearn2, Lasagne, Blocks 같은 라이 러리들 

이 있다.

4.5 Torch

Torch는 Lua로 작성되었으며, NYU, Facebook AI 

lab, Google DeepMind에서 사용되었다. 

Torch는 GPU를 먼  사용한 머신 러닝 알고리즘

을 지원하는 임워크로서, 쉽고 빠른 스크립  언

어 LuaJIT와 C/CUDA 구  덕분에 사용하기 쉽고 

효율 이다2).

4.6 MXnet

MXnet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 화하기 해 심

볼릭 로그래 과 명령형 로그래 의 혼합된 형태

를 허용하도록 효율성과 유연성을 해 설계된 딥 러

닝 임워크이다3). 

2) Torch, http://torch.ch/.

3) MXnet, https://github.com/dmlc/mxnet.



딥 러닝 임워크의 비교  분석

 119

Name
Has pretrained 

models
cuDNN 

Recurrent

nets

Convolutional

nets
RBM/DBNs

Caffe Yes v5 Yes Yes No

CNTK No v5.1 Yes Yes No

TensorFlow Yes v5.1 Yes Yes No

Theano
Through Lasagne's 

model zoo
v5 Yes Yes Yes

Torch Yes v5 Yes Yes Yes

MXnet Yes v3 Yes Yes Yes

Chainer
Through Caffe's 

model zoo
v4 Yes Yes Yes

Keras Yes

depends on the version of 

TensorFlow and Theano 

installed with Keras

Yes Yes Yes

표 2. 딥 러닝 임워크의 선행학습모델, cuDNN, 지원하는 심층신경망 비교
Table 2. The comparison of pretrained model, cuDNN, supported DNN of deep learning frameworks

4.7 Chainer

Chainer는 define-by-run 원칙에 의해 설계된 딥 

러닝 임워크로서, forward 함수만 정의해주면  

네트워크 구조가 자동으로 정해진다. Chainer는 임의

의 제어 흐름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행시 네트워크

를 수정할 수 있다[10].

4.8 Keras

Keras는 Python으로 작성된 작고, 고도의 모듈화

된 신경망 라이 러리이다. Keras는 TensorFlow 

는 Theano 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빠른 실험을 활

성화하는데 을 두고 개발되었다4).

Ⅴ. 딥 러닝 임워크의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재 많이 사용 인 딥 러닝 임워

크들(Caffe, CNTK, TensorFlow, Theano, Torch, 

MXnet, Chainer, Keras)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

다5)6). 각 임워크에서 사용 인 라이센스, 오 소

4) Keras, https://keras.io/.

스 여부, 지원 랫폼, 구  언어, 인터페이스, 선행학

습 모델, CuDNN 사용여부, 지원하는 심층신경망 등을 

비교 분석하 다. 표 1은 딥 러닝 임워크의 랫폼

과 인터페이스 등을 비교한 내용이다.

부분의 임워크들이 이선과 C++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orch의 경

우는 Lua를, MXnet의 경우에는 Julia를 사용하고 있

다. Caffe는 코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이선 인터페이

스, MATLAB 인터페이스로 cmdcaffe, pycaffe, 

matcaffe 등을 제공하고 있다.

Caffe, Teano, Torch 등은 BSD 라이센스를 사용하

고 있으며, CNTK, Chainer, Keras는 MIT 라이센스를, 

TensorFlow, MXnet은 Apache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다.

MIT 라이센스는 GPL과 달리 카피 트는 아니

며, 오  소스 여부에 계없이 재사용을 인정하고 있

5) “Deep Learning Frameworks”, 
https://developer.nvidia.com/deep-learning-frameworks.

6) “DL4J vs. Torch vs. Theano vs. Caffe vs. TensorFlow”, 
https://deeplearning4j.org/ compare –dl4j-torch7-py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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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SD 라이센스의 경우 해당 소 트웨어는 아무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한 것을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

다. Apache 2.0 라이센스는 구나 해당 소 트웨어

에서 생된 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으며 작권을 

양도, 송할 수 있다. 아 치 라이센스, 버  2.0을 

포함시켜야 하며 아 치 소 트웨어 재단에 개발된 

소 트웨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 야 한다[11].

부분의 임워크들이 MacOS와 Linux, 

Windows 등을 지원하고 있다. Torch와 MXnet이 안

드로이드와 iOS를 지원하고 있으며, Theano는 다른 

환경의 운 체제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크로스 랫

폼을 지원하고 있다.

표 2는 딥 러닝 임워크의 선행학습모델과 

cuDNN 그리고 지원하는 심층신경망을 비교  분석

한 내용이다.

CNTK를 제외한 부분의 임워크들은 미리 학

습된 모델을 지원하고 있으며 Theano는 Lasagne의 

zoo 모델을 통해서, Chainer는 Caffe의 zoo 모델을 통

해서 지원하고 있다.

부분의 임워크들은 cuDNN을 지원하고 있으

며, Keras는 Keras가 설치된 TensorFlow와 Theano의 

버 에 따라 종속 인 것을 알 수 있다. 

NVIDIA의 CuDNN은 높은 수 의 머신 러닝 

임워크로 통합되도록 설계된 심층 신경망 리미티

들의 GPU 가속화 라이 러리로서, cuDNN의 최 화

된 루틴은 딥 러닝 개발자들이 튜닝 단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디자인과 훈련에 

집 할 수 있도록 돕는다[13].

부분의 임워크들이 CNN, RNN, RBM, DBN

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 분류나 상속의 객체 

검출, 음성, 언어 데이터의 분석이나 측에 효율 으

로 활용할 수 있다. Caffe, CNTK, TensorFlow 만이 

RBM, DBN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표 3은 CNN 아키텍처인 AlexNet을 기반으로 딥 러

닝 임워크들을 테스트한 결과를 나타낸다. CNN의 

경우에는 cuDNN을 이용한 TensorFlow가 가장 빠른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7). 

표 4는 간단한 RNN 구 을 통해 딥 러닝 임워

7) Convnet Benchmarks, 
https://github.com /soumith/convnet-benchmarks.

크들을 테스트한 결과를 나타낸다. RNN의 경우에는 

Theano가 가장 빠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

다8).

Library Class
Time

(ms)

forward 

(ms)

backward 

(ms)

Tensor

Flow
conv2d 81 26 55

Chainer
Convolution

2D
177 42 136

Caffe
Convolution

-Layer
324 121 203

Torch-7
Spatia-lCon

volutionMM
342 132 210

표 3. 딥 러닝 임워크들의 convnet 벤치마크
Table 3. The convnet benchmarks of deep learning 

frameworks

Library
Compile 

(s)

Train 

(ms)

Forward 

(ms)

Theano 4.31 104.6 30.9

Torch 0.05 259.93 103.06

TensorFlow 1.64 278.4 111.5

표 4. 딥 러닝 임워크들의 RNN 벤치마크
Table 4. The RNN benchmarks of deep learning 

frameworks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재 많이 사용 인 딥 러닝 임

워크들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 다. 

부분의 임워크들이 오 소스를 제공하고 있

지만, BSD 라이센스, MIT 라이센스,  Apache 라이센

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여

야 할 것이다. 

한, MacOS, Linux, Windows, 안드로이드, iOS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개발 랫폼에 따라 하게 사

용할 수 있다.

8) RNN Benchmarks, 
https://github.com/ glample/rnn-bench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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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임워크들은 한 cuDNN을 지원하고 

있다. 버 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CuDNN을 통해 딥 

러닝 개발자들이 튜닝 단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디자인과 훈련에 집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미지나 비디오,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최 인 CNN의 경우에는 TensorFlow가, 필기체 인식, 

자연어 처리에 최 인 RNN의 경우에는 Theano가 가

장 효율 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원하는 학습 상에 맞는 최 인 딥 러

닝 임워크를 선택하여 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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