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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층신경망(Multi-layer neural network)은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을 모방하여 구현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인 인공신경망 구조의 일종으로 함수 추론, 패턴 인식, 클러스터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다층신경망은 입력 층과 출력 층 사이에 하나 이상의 은닉 층을 가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입력 데이터와 목표 출력으로 이루어진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지도학습 기반의 

학습 모델이다. 이러한 다층신경망은 미리 정해진 규칙을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에 대한 신경망의 

출력 값과 목표 출력 사이의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한다[1].

다층신경망은 비선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학습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근사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원본 데이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연산하기 때문에 많은 학습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학습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과 과적합 

문제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층신경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라는 새로운 신경망 구조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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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1990년대에 제안된 신경망 구조로 지도학습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학습 모델이다. CNN은 convolution 층, pooling 

층, fully-connected 층의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2]. 그 중 

convolution 층과 pooling 층은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고 fully-connected 층은 앞에서 추출된 특징을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CNN의 처리과정에는 다른 알고리즘과 달리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가 내부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직접 연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데이터의 특징을 이용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국부적 

특징추출 및 분류에 좋은 성능을 보이고 dropout 기법을 이용하면 

과적합 문제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3, 4].

CNN의 구조를 결정할 때에는 커널의 크기와 stride, 채널의 수 

등의 hyperparameter를 정해야한다. 이러한 파라미터들은 CNN

의 전체적인 구조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학습 시간, 정확도 등의 

성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적합 문제에 빠지지 않고 

기대했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hyperparameter에 대한 최적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hyperparameter를 

최적화하는 규칙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hyperparameter를 

결정할 때 많은 부분을 경험이나 설계자의 직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CNN 구조를 살펴보면 

LeNet-5 구조에서는 모든 커널의 크기를 5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지만 

Alexnet은 커널의 크기를 11, 5, 3으로 설정하였고 ZFNet은 커널의 

크기를 7, 5, 3으로 설계자의 직관에 따라 hyperparameter를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2, 5, 6].

본 논문에서는 Parameter-Setting-Free Harmony Search(PSF-H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CNN의 특징 추출 단계의 hyperparameter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에서는 CNN 각 층의 구조를 고정한 

뒤 커널 필터의 크기와 채널의 수를 변수로 설정하였고, PSF-H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된 변수로 CNN을 학습시킨 뒤 정확도를 

기준으로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2. 배경 및 관련 연구

2.1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은 다층신경망의 한 종류로 패턴 인식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 이미지,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분류, 인식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다층신경망은 입력 층, 은닉 층, 출력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본 데이터에 대하여 바로 

연산하여 출력을 계산하는 반면, CNN은 원본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와 추출한 특징을 분류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원본 데이터에 대하여 바로 연산하지 않고 원본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한 뒤 연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7, 8]. 

일반적으로 CNN은 입력 층, convolution 층, pooling 층, fully-

connected 층, 출력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convolution 층과 

pooling 층은 원본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고 fully-

connected 층은 특징을 분류하는 분류기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다층신경망은 모든 노드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습시킬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지만 CNN은 특징을 추출할 때 convolution 

연산과 pooling 연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출되는 특징의 크기가 

원본 데이터에 비하여 작고 가중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학습시킬 

파라미터의 개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은 CNN의 일종인 

LeNet-5 구조이다[2].

 그림 1. CNN 구조의 예시
Fig. 1. Example of CNN structure

그림 1의 C1, C3, C5는 convolution 층으로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5×5크기의 커널 필터를 사용하여 convolution 연산을 

하고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 S2, 

S4층은 pooling 층으로 일반적으로 max pooling 방법을 이용하여 

차원을 축소시킨다. convolution과 pooling을 여러 번 반복하여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며 데이터 추출이 끝나는 층 뒤에 분류기를 

위치하여 CNN 구조를 완성한다. F6층은 일반적인 다층신경망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fully-connected 층으로 특징 추출 

단계에서 추출된 특징을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2.2 Harmony Search Algorithm

Harmony search(HS) 알고리즘은 음악의 즉흥 연주에서 

연주자들이 최적의 화음을 찾아내기 위하여 더 좋은 하모니를 

찾는 방법을 모방한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다. HS 알고리즘은 

무작위하게 생성된 변수가 저장되는 공간인 하모니 메모리에 

변수를 생성하고 업데이트 하는 방법으로 최적의 해를 찾는다. HS 

알고리즘에서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무작위로 변수를 생성하는 

랜덤선택, 하모니 메모리의 변수를 사용하는 기억 회상, 하모니 

메모리의 변수를 가져와 변형하는 피치 조정이 있다. HS알고리즘은 

초기 하모니 메모리를 생성하고 새로운 해를 생성하여 기존의 

해와 성능 비교를 통하여 하모니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최적화를 진행한다. HS 알고리즘은 조기 수렴 안정성, 지역 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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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우수하다고 알려져있다. HS 알고리즘의 순서도는 그림 2와 

같다[9, 10, 11, 12].

그림 2. HS 알고리즘의 순서도
Fig. 2. Flow chart of HS algorithm

기억 회상을 사용할 확률(Harmony Memory Considering Rate, 

HMCR)과 피치 조정을 사용할 확률(Pitch Adjusting Rate, PAR)은 

변수를 생성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적의 해를 찾는 성능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HS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HMCR과 PAR을 

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PSF-HS 알고리즘은 HMCR과 PAR

을 자동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념이다. 일반적인 HS 

알고리즘은 HMCR과 PAR을 고정한 뒤 최적화를 진행하지만 PSF-

HS 알고리즘은 초기 HMCR과 PAR을 바탕으로 구성된 하모니 

메모리를 분석한 다음 기억 회상과 피치 조정을 사용한 횟수를 

하모니 메모리의 크기(Harmony Memory Size, HMS)로 나눠 HMCR

과 PAR을 업데이트하며 최적화를 진행한다. 식 (1)과 식 (2)는 각 PSF-

HS 알고리즘에서 HMCR과 PAR을 업데이트하는 식을 나타낸다[13].

  (1)

  (2)

3. PSF-HS 알고리즘을 이용한 CNN의 

hyperparameter 결정 방법

CNN의 convolution 연산을 할 때 커널의 크기와 stride는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연산을 하는 픽셀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징 계산에 영향을 주고 convolution 연산을 하고 

난 바로 다음 층에 생성되는 feature map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식 

(3)은 feature map의 크기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3)

식 (3)에서 f는 feature map의 크기를 나타내고 i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이다. 그리고 k는 커널의 크기이고 s는 stride를 나타낸다. 

채널의 수는 feature map의 깊이이므로 커널의 크기, stride, 

채널의 수 등의 hyperparameter는 각 층에서의 학습시킬 파라미터의 

개수를 결정하고 특징을 추출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NN은 특징 추출 단계에서 특징을 추출한 뒤 특징을 분류하는 

분류기이기 때문에 hyperparameter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CNN의 특징 추출 단계에서의 hyperparameter들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PSF-HS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의 순서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안하는 방법의 순서도
Fig. 3. Flow chart of proposed method

CNN의 특징 추출 단계에서의 적절한 hyperparameter를 구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CNN의 각 층에서 어떤 

연산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하고 hyperparameter를 변수로 설정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랜덤 선택 방법으로 변수를 생성하여 CNN을 

학습시키고 초기 하모니 메모리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때, 하모니 

메모리는 각 변수들과 변수들을 이용하여 학습한 CNN의 정확도로 

구성한다. 초기 하모니 메모리를 구성한 뒤에는 일정 반복 동안 

설정해준 초기 HMCR과 PAR에 따라 랜덤 선택, 기억 회상, 피치 

조정을 이용하여 변수를 생성한 뒤 CNN을 학습시킨다. 다음으로 

새로운 변수로 생성한 CNN 구조를 하모니 메모리에 CNN 구조 중 

가장 정확도가 낮은 구조와 비교하여 정확도가 더 높은 CNN 구조를 

하모니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하모니 메모리를 업데이트 

한다. 일정 반복이 지나면 종료조건을 만족할 때 까지 식 (1)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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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를 이용하여 HMCR과 PAR을 업데이트 하며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고 하모니 메모리에 있는 CNN 구조 중 가장 낮은 정확도가 

낮은 구조와 새로운 변수를 이용하여 만든 CNN 구조의 정확도를 

비교하여 하모니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hyperparameter

를 최적화 한다.

4. 시뮬레이션 방법과 결과

실험에서는 PSF-H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CNN의 특징 추출 

단계의 커널의 크기와 채널의 수가 CNN의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LeNet-5구조를 참고하여 전체적인 CNN의 층 

구조를 고정하였다. 다음으로 convolution 연산을 위한 커널의 

크기를 변수 k1, k2, k3으로 설정하였고 각 층의 차원인 채널의 수를 

변수 c1, c2로 설정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CNN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실험에서 사용한 CNN의 구조
Fig. 4. CNN structure in experiment

실험에서 사용한 CNN의 입력 데이터의 크기는 32×32×1

로 설정하였다. 입력 데이터에 k1×k1 크기의 커널을 이용한 

convolution 연산을 통하여 C1 층을 생성하였고 C1층에 2×2 max 

pooling을 이용하여 P2 층을 생성하였다. C1 층과 P2 층의 채널의 

수는 변수 c1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P2층에 k2×k2 크기의 

커널을 이용한 convolution 연산을 통하여 C3 층을 생성하였고 C3

층에 2×2 max pooling을 이용하여 P4 층을 생성하였다. P4에서 

C5로 넘어갈 때에는 C5 층이 1×1×150 크기의 벡터로 생성되도록 

k3를 생성하였다. fully-connected 층인 F6는 1×1×150 크기로 

고정하였고 10개의 클래스로 분류되도록 출력 층을 설정하였다. 

활성함수로는 softmax를 사용하였다. 식 (4)는 softmax 함수를 

나타낸다.

  (4)

식 (5)에서 는 j번째 노드의 출력이고 이는 확률로 나타난다. 

는 j번째 노드의 입력을 나타낸다.

하모니 메모리의 크기는 20으로 설정했고 랜덤선택 방법으로 

하모니 메모리의 초기 변수 k1, k2, k3, c1, c2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초기 변수와 mnist 학습 데이터 50,000장을 이용하여 CNN

을 학습시켰고 mnist 테스트 데이터 10,000장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구하였다[14]. 정확도는 정확하게 분류된 테스트 데이터의 개수를 

전체 테스트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어서 구하였다. k1, k2, k3, c1, c2, 

정확도로 초기 하모니 메모리를 구성하였다.

PSF-H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변수를 생성할 때 k1의 크기는 

32보다 작은 홀수로 생성되도록 설정하였다. k2의 범위는 입력 

이미지에 P2의 크기보다 작아야하기 때문에 식 (5)범위의 홀수로 

설정하였다.

  (5)

그리고 C5 layer가 1×1×150 크기의 벡터로 생성되도록 k3를 

생성하였다. 식 (6)은 C5 층을 1×1 크기로 생성하기 위한 k3의 값을 

나타낸다.

  (6)

채널의 수 c1, c2는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범위에서 생성되도록 

설정하였다. 초기 하모니 메모리를 생성한 뒤에는 PSF-HS를 

이용하여 하모니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500번 반복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Intel Core i7-4790K CPU @ 4.0 GHz, 8 GB 

RAM memory, NVIDIA GeForce GTX 970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Kubuntu 14.04.4 LT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PC를 사용하였다. 

vcnn double-bladed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코드를 구현하였고 

MATLAB R2015b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15]. 표 1은 

초기에 생성된 하모니 메모리이다.

초기 하모니 메모리의 각 변수를 이용하여 CNN의 구조를 생성한 

뒤 정확도를 확인해본 결과 20개의 CNN은 97.47%-99.00%의 

정확도로 mnist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초기 하모니 메모리를 구성할 때 생성된 변수들은 일정 값에 

수렴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 하모니 메모리를 생성하고 난 뒤에 하모니 메모리의 

크기의 3배인 60번 반복할 동안은 HMCR=0.5, PAR=0.5로 설정하여 

기본적인 HS 알고리즘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종료조건을 

만족할 때 까지 PSF-HS 알고리즘을 진행하였다. 종료조건은 변수를 

500번 업데이트하는 것 또는 정확도가 99.5% 이상인 구조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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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변수를 500번 업데이트하고 

시뮬레이션이 종료되었다. 표 2는 업데이트된 하모니 메모리를 

나타낸다.

표 2. 업데이트된 하모니 메모리
Table 2.  Updated HM

PSF-HS를 이용하여 HM을 500번 업데이트한 결과 99.11%-

99.28%의 정확도로 모든 CNN구조가 초기에 생성된 20개의 CNN 

구조보다 더 정확하게 mnist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CNN 구조에서 커널의 

크기가 k1=9, k2=5, k3=4의 값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채널의 수도 c1은 대부분 40 근처의 범위에서 생성되었고 c2

는 60 근처의 범위에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업데이트 된 

하모니 메모리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구조는 k1=9, k2=5, 

k3=4, k1=25, k2=60일 경우였고 99.28%의 정확도로 mnist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는 제안하는 

방법으로 구한 CNN 구조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CNN 

구조이다.

그림 5. 제안하는 방법으로 구한 CNN 구조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CNN 구조

Fig. 5. The one which has the highest accuracy among the structure of 
CNN obtained by the proposed method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PSF-HS를 이용하여 CNN의 특징 추출 단계에서의 

적절한 커널의 크기와 채널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최적화하고자하는 hyperparameter를 변수로 설정한 뒤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업데이트 과정을 거치면 변수들이 일정 범위 내로 

수렴하려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mnist 데이터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게 분류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stride까지 포함한 hyperparameter가 CNN의 분류 정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더 큰 CNN 

구조에 stride까지 변수로 설정한 뒤 CNN의 특징 추출 단계에서의 

hyperparameter를 결정하는 방법과 CNN 층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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