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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계학습 분야에서 이미지 인식 및 분류 문제는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ILSVRC)에서 딥러닝(Deep Learning)[1]

알고리즘 기반의 AlexNet[2]의 등장으로 크게 발전

했다. 2010년과 2011년 ILSVRC 대회는 각각 NEC-

UIUC[3]와 XRCE[4]팀이 수작업(Hand-Craft)을 통

해 제작한 분류기(Classifier)를 사용해 우승을 차지

하였다. 이 팀들의 Top-5 오류율은 각각 28.2%와 

25.8을 달성하였고, 2012년 Toronto 대학팀은 컨벌

루션층(Convolutional Layer) 5개와 완전연결층

(Fully-Connected Layer) 3개로 구성된 AlexNet을 

이용하여 Top-5 오류율 15.3%라는 괄목할만한 성능 

향상을 보였다. 이후 모든 팀이 컨벌루션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5]을 가지고 

대회에 참가하였다. 최근 ILSVRC 이미지 분류 과제

에서 인간의 오류율은 5.1%로 측정된 반면, 2015년 

대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의 152층을 가진 잔류 

네트워크(Residual Network, ResNet)[6]가 Top-5

오류율 3.5%를 달성하면서 일반적인 인간의 인식 능

력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CNN은 역할에 따라 크게 다운샘플링을 담당하는 

층과 분류를 담당하는 층으로 나눌 수 있다. 훈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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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분류 층뿐만 아니라 다운샘플링 층의 가중치

들도 모두 학습된다. 다운샘플링 층은 컨벌루션 계층

과 풀링 계층을 연달아 적층시킨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데 컨벌루션 계층은 컨벌루션 연산을 통해 이미

지를 변환하고, 풀링 계층은 이미지의 차원 축소 역

할을 한다. 분류 층으로는 대개 다 범주 분류기, Soft-

max 분류기가 사용된다.

CNN 역시 완벽한 분류 성능은 내지 못한다. CNN

의 성능이 저하되는 이유는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서인데, 학습 도중 나타나는 기울기 소실(Gradient

Vanishing)이나 오버피팅(Overfitting) 그리고 많은 

계산량등의 문제가 그 요인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CNN 연구

자들은 다양한 개선책들을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활성화 함수

(Activation Function)들이 등장하였으며 오버피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중치 초기화 및 매개변수 

갱신방법들과 같은 최적화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학

습 데이터에는 잡음이 섞여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모두 정답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가중치가 지

나치게 맞춰지면 자연스레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오버피팅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높은 하드웨어 사양을 요구하는 계산량 문

제는 고성능 GPU(Graphics Processing Unit)의 등

장으로 해결되었다. 하지만 어떤 알고리즘들을 조합

해서 사용해야 분류 정확도가 향상되는지, 참조할만

한 연구 사례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중치 초기화 및 매개변수 갱신 

방법에 따라 CNN의 분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학습에 사용될 네트워크 모델

은 Zagoruyko et al.[7]의 넓은 잔류 네트워크(Wide

Residual Network, WRN)를 변형시켜 사용하였고 

구동을 위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오픈 소스 Caffe

[8]를 이용하였다. caffe는 오픈 소스로 개발된 딥러

닝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c Berkeley)가 중심이 되어 현재까지 개발

되고 있다.

논문의 2장에서는 연구 된 가중치 초기화 및 매개

변수 갱신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였고 3장에

서는 학습 데이터 세트 및 실험 환경 구성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한 설

명을 기술하였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과

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관련연구

2.1 가중치 초기화

전통적으로 CNN은 표준편차(Standard Devia-

tion) 값을 이용한 정규분포로, 가중치를 초기화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울기 소실 

및 표현력 제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 종종 학습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중치의 적절한 분포를 찾고자 나온 방법이 ‘Xavier

초기화’[9]이다. Xavier 초기화는 Glorot et al.가 자신

의 이름을 따서 만든 초기화 방식으로 각 층의 정보,

즉 특징들을 넓게 분포시키는 균일 분포에 기반을 

둔 방법이다. Xavier 초기화에서는 앞 계층의 노드

(Node)가 n개일 때 표준편차를 




로 설정한다.

또한 제안한 초기화 방법은 시그모이드(Sigmoid),

쌍곡 탄젠트(Hyperbolic Tangent, TanH) 활성화 함

수에 최적화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딥러닝 알고리즘

의 표준으로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는 정규화 선형

유닛(Rectified Linear Unit, ReLU)[10] 함수이다.

2015년 ReLU 함수에 특화된 초기화 방법이 등장

하였다. 이를 ‘He 초기화’[11]라고 하며 He 초기화에

서는 앞 계층의 노드가 n개일 때 표준편차를 




로 

설정한다. ReLU 함수는 음수 부분을 모두 0으로 처

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He 초기화에서는 이런 ReLU

함수의 음수 부분을 더 넓게 분포시키기 위해서 

Xavier 초기화 표준편차 값에 를 곱하여 사용한

다.

2.2 매개변수 갱신 방법

CNN에서 가중치는 매개변수의 기울기 값을 이용

하여 갱신된다. 매개변수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널

리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확률적 경사 하강법(Sto-

chastic Gradient Descent, SGD)[12]이 있는데 이는 

학습을 반복할 때 마다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SGD는 단순히 손실 함수

(Loss Function)의 기울기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

중치를 갱신하여 계산 방법이 간단하고 다른 매개변

수 갱신 방법과 비교했을 때 알고리즘 구현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측정 값(Measured Value)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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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Estimated Value)의 차가 크지 않을 때 국소 최저

치(Local Minima)에 갇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아직까지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이다.

적응적 기울기(Adaptive Gradient, AdaGrad)[13]

갱신 방법은 학습 상황에 따라 적응적인 학습률 조정 

작업을 거쳐 기울기를 찾는 방법으로 이전 기울기가 

누적된 벡터값을 갱신에 이용한다. 이 방법은 이전 

기울기 누적값이 크면, 기울기 이동 폭을 좁히고 누

적값이 작으면, 이동 폭을 넓힌다. 단, 갱신 과정에서 

이전 기울기와 현재 기울기가, 알고리즘 종료까지 같

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자칫 잘못되면 학습률이 0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훈련이 예기

치 못하게 종료될 수 있다.

적응적 델타 (Adaptive Delta, AdaDelta)[14] 갱신 

방법은 SGD 방법보다 계산 비용이 적게 들며 Ada

Grad의 훈련 중 학습 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를 개선시킨, 경사 하강법에 기반을 둔 기술이

다. 제곱된 기울기를 누적 하여 갱신하는 AdaGrad

방법이 비효율적 이였기 때문에 AdaDelta는 이 축적

을 제곱된 기울기의 지수함수형 붕괴(Exponential

Decay) 평균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 AdaDelta는 잡

음(Noise)이 많은 기울기 정보, 다양한 데이터세트 

및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 선택에서 강건

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학습률을 

수동으로 설정해야 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실효값 전파(Root Mean Square Propagation,

RMSProp)[15] 방법은 각 가중치를 제곱한 기울기의 

이동평균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RMS를 평균을 구하

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사용한다. AdaGrad 방법은 

학습 시 이전 기울기를 누적한 벡터값이 점점 커진다

는 특성이 있다. 이는 계산량이 많은 과제의 경우,

최적의 기울기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학습률이 0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RMSProp은 먼 과거 기울

기의 영향력을 지수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수이동평

균(Exponential Moving Average, EMA)이라는 기

법을 적용해 위 문제를 해결한다. RMSProp은 현재 

기울기 정보를 인접한 훈련 데이터와 공유하기 때문

에 미니 배치(Mini Batch) 방법에서 학습 능률이 높

다는 장점이 있다.

네스테로프 가속 기울기(Nesterov Accelerated

Gradient, NAG)[16] 갱신 방법은 네스테로프 모멘텀

(Nesterov Momentum, NM)이라고도 불리고, 모멘

텀[17] 기법을 기계 학습에 맞게 수정 및 개선한 경사 

하강법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이다. NAG는 현재 기

울기의 다음 이동 위치를 따라 이전의 속도만큼 이동

한 후에 구한 기울기 값을 갱신에 적용하는 방법이

다. 다시 말해 NAG는 경사 하강 중 특정 지점에서 

기존 모멘텀 공식을 이용해 속도를 구하고 이 속도를 

현재 위치에서의 이전 속도라 규정한 후 여기에 다시 

모멘텀 방식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NAG는 모멘텀보

다 기울기 갱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더욱 빠른 수렴을 보장한다.

적응적 모멘트 추정(Adaptive moment estima-

tion, Adam)[18] 방법은 모멘텀에 RMSProp을 추가

로 적용한 기술로 AdaGrad 방법처럼 이전의 기울기

는 누적시키되 그 방식으로 RMSProp의 EMA를 따

른다. Adam은 현재 새로운 기울기 정보의 영향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동 방향을 조정하는데 이는 

AdaGrad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다. Adam은 

적응적인 학습률 조정이 가능하며 SGD방법과 비교

했을 때 가중치 탐색 경로가 보다 효율적이다.

2.3 사용 된 CNN의 구조

ResNet[6]은 망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능 저

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름길 연결(Shortcut

Connection)을 도입하였다. 지름길 연결이란 Fig. 1

와 같이 입력 데이터를 컨벌루션 계층을 건너뛰어 

출력에 바로 더하는 구조를 말한다. Fig. 1에서는 입

력 를 연속한 두 컨벌루션 계층을 건너뛰어 출력에 

바로 연결한다. 이 지름길이 없었다면 두 컨벌루션 

계층의 출력이 가 되나, 지름길 연결로 인해 

가 된다. 이 식에서 를 잔류(Residual)라

고 하고 를 학습한다는 관점에서 잔류 학습

(Residual Learning)이라고 한다. 기존 CNN은 Fig.

1. 에 활성 함수를 적용하지만 ResNet은 지름길 

Fig. 1. Principle of residua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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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 된 를 더한 에 활성함수를 적용한

다. 지름길 연결은 층이 깊어져도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는 역전파(Backpropaga-

tion)때 지름길 연결이 기울기 소실을 막아주기 때문

이다.

기존 모델의 핵심 기술을 채용하면서 분류 성능을 

더 높이는 방법도 있다. 주로 해당 모델의 층을 더 

깊게 쌓거나 층 하나에 여러 노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훈련에 사용된 WRN은 ResNet에서 층의 

깊이를 줄이고 폭을 넓힌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 분류기의 출력을 ‘27’로 고정시키고 가중치 초

기화 방식을 ‘Xavier’ 그리고 He’ 방법으로 변형시켜

가며 사용하였다.

3. 곤충 학습 데이터베이스 및 실험 환경 구성

3.1 훈련 및 검증을 위한 곤충 데이터베이스 구성

실험데이터는 도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 클

래스를 대상으로 선정했고, ImageNet 데이터베이스

에서 27개를 선택하여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

들을 수집하여 데이터세트로 구성하였다. ImageNet

데이터베이스[19]는 워드넷(Wordnet)이라는 어휘 

의미망의 단어 계층 분류를 따르며 각 클래스마다 

수백, 수천 개의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 곤충 데이터

베이스의 이미지는 256 pixel, 세로 256 pixel의 크기

를 갖고 영상 내 곤충을 중심으로 크롭(Crop)되었다.

또한, 27종의 곤충 클래스 이미지는 각각 1,300장으

로 모두 동일하다. 본 논문에선 총합 35,100장의 이미

지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29,700장의 

이미지는 학습 데이터 세트로 5,400장의 이미지는 검

증 데이터 세트로 사용되었다.

3.2 실험 환경 구성

두 가지 가중치 초기화 방식(Xavier, He)과 여섯 

가지 매개변수 갱신 방법(SGD, AdaGrad, RMSProp,

AdaDelta, Nesterov, Adam)을 조합하여 총 12가지

의 실험 환경을 조성하였다. 표준편차가 1 또는 0.01

인 정규분포를 가중치 초깃값으로 사용하는 전통적

인 초기화 방식은 기울기 소실 또는 표현력 제한 문

제에 직면할 수 있어 본 논문의 실험 소재로 제외 

했다. 매개변수 갱신 방법들의 경우 학습률을 비롯해 

설정해야 되는 하이퍼파라미터 값들이 많은데 솔버

(Solver)의 하이퍼파라미터값 설정 대부분은 Caffe

에서 제안하는 디폴트 값[20]을 사용하였다 각 매개

변수 갱신 방법의 하이퍼파라미터 값은 다음과 같다.

SGD는 초기 학습률(Base Learning Rate)=‘0.001’,

가중치 감쇠(Weight Decay)=‘0.0005’, 모멘텀(Mo-

mentum)=‘0.9’, 감마(Gamma)=‘0.0001’, 파워(Power)=

‘0.75’, 학습률 방침(Learning Rate Policy)=“Inverse”

로 설정하였고 AdaGrad는 초기 학습률=‘0.01’, 가중

치 감쇠=‘0.0005’, 학습률 방침=“Fixed”로 설정하였

다. RMSProp은 초기 학습률=‘0.01’, 가중치 감쇠=

‘0.0005’, 감마=‘0.94’, 평균 손실(Average Loss)=‘1,000’,

델타(Delta)=‘1.0’, 실효값 감쇠(RMS Decay)=‘0.9’,

학습률 방침=“Step”, 보폭 크기(Step Size)=‘10,000’

로 설정하였고 AdaDelta는 초기 학습률=‘1.0’, 가중

치 감쇠=‘0.0005’, 모멘텀=‘0.99’, 델타=‘1*e-8’, 학습

률 방침=“Fixed”로 설정하였다. NAG는 초기 학습률

=‘0.01’, 가중치 감쇠=‘0.0005’, 모멘텀=‘0.9’, 감마=

‘0.94’, 평균 손실=‘1,000’, 학습률 방침=“Step”, 보폭 

크기=‘10,000’로 설정하였고 Adam은 초기 학습률=

‘0.001’, 모멘텀=‘0.9’, 모멘텀2=‘0.99’, 학습률 방침=

“Fixed”로 설정하였다.

4. 실험 결과

실험에서 사용된 하드웨어 사양은 다음과 같다.

CPU는 인텔 코어i7 7세대 카비레이크 7700K를 사용

했고 그래픽 카드는 3840개의 CUDA 프로세서와 

12GB의 메모리를 지원하는 NVIDIA TITAN Xp를 

사용하였다. 램은 삼성 DDR4 32GB를 사용하였으며 

SSD는 삼성전자 850 Pro 512GB를 사용하였다. 학습

을 실행하는 최대 반복(Max Iteration) 횟수는 50,000

회로 지정하였으며 솔버 및 네트워크 파라미터 설정

은 앞서 언급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검증 데이터 세

트를 사용하여 출력되는 Top-k Accuracy와 각 갱신 

방법들의 학습 수렴속도 분석 및 오버피팅 발생 유무

를 통해 조합된 방법들의 성능을 평가한다. 표 1은 

Xavier 초기화 방식을 기준으로 각 갱신방법의 Top-

k Accuracy와 Softmax Loss Rate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의 6가지 매개변수 갱신 방법 중에서는 

SGD가 Top-1 Accuracy 82.53%로 가장 높은 정확

도를 보여주었다. AdaGrad는 73.01%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고 SGD와 9.52%의 성능 차이를 보였

다. 테스트 손실률의 경우는 NAG가 0.64%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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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으며 SGD와 0.06%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아

울러 SGD의 Top-5 오류율은 3.15%로 2015년 

ILSVRC 우승팀보다 0.35%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

다. Fig. 2는 위 6가지 갱신 방법들의 초기 훈련 반복 

횟수 10,000회까지 Top-1 Accuracy 및 학습 수렴 

속도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Fig. 2에서 SGD와 NAG는 다른 갱신 방법들보다 

학습 수렴 속도가 빠르며 훈련 반복 횟수 10,000회를 

기준으로 SGD가 NAG보다 0.39% 더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정확도를 기록한 AdaGrad는 

34.72%로 1위인 SGD와 37.22%의 차이를 보였다.

RMSProp과 AdaDelta는 훈련 반복 횟수 2,000회까

지 학습 수렴 속도가 0.88% 차이로 비슷하지만 이후 

10,000회까지 5%이상의 정확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Adam은 훈련 반복 횟수 2,000회에서 22.03% 정확도

로 4위인 RMSProp과 17.34%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

후에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진 못했다. 실험 결과,

Xavier 초기화에서 SGD와 NAG는 초기 학습 수렴 

속도가 다른 갱신 방법들보다 빨랐고 정확도 역시 

높았다. 결과적으로 SGD가 훈련 반복 횟수 10,000회

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지만 NAG

와 그 차이가 미미하므로, 어떤 방법이 더 우수한 방

법인지 쉽사리 순위를 매기긴 어렵다고 판단된다.

AdaDelta와 RMSProp 역시 그래프의 기울기가 비교

적 가파르기 때문에 학습 수렴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으나, 위 두 방법과 정확도 차이가 있다. 아래 

Fig. 3는 위 6가지 갱신 방법들의 훈련 반복 횟수 

50,000회까지 Softmax Loss Rate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Fig. 3에서 NAG는 훈련 반복 횟수 10,000회를 기

준으로 0.93%의 가장 낮은 테스트 손실률을 보였다.

SGD가 0.94%의 두 번째로 낮은 테스트 손실률을 기

록하였지만 NAG와 0.01% 차이 밖에 나지 않기 때문

에 사실,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훈련 반복 횟수 

10,000회에서 가장 높은 손실률을 보여준 AdaGrad

는 2.18%로 NAG와 1.25%의 차이를 기록했다. RMS

Prop과 AdaDelta는 각각 1.27%, 1.03%의 손실률을 

보여주었고 Adam은 1.82%의 손실률을 보여주었다.

SGD는 최대 반복 횟수 50,000회를 기준으로 Ada

Table 1. Top-k accuracy and softmax loss rate of each weight update method based on the xavier initialization

Xavier Initialization

Weight Update Top-1 Accuracy[%] Top-5 Accuracy[%] Softmax Loss Rate[%]

SGD 82.53 96.85% 0.70

AdaGrad 73.01 93.68% 0.96

RMSProp 76.01 94.72% 0.92

AdaDelta 79.94 96.03% 0.69

NAG 81.92 96.66% 0.64

Adam 73.70 94.05% 0.91

Fig. 2. Convergence speed and top-1 accuracy com-

parison of parameter update method based on 

the xavier initialization.

Fig. 3. Softmax loss rate comparison of parameter up-

date method based on the xavier init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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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보다 0.01% 낮은 성능을 보였고 전체 3위를 차

지했다. 결과적으로 훈련이 종료 된 시점에서는 NAG

가 0.64%의 가장 낮은 손실률을 기록했고 AdaDelta

가 그 뒤를 따랐다. Table 2는 He 초기화 방식을 기준

으로 각 갱신방법의 Top-k Accuracy와 Softmax

Loss Rate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의 6가지 갱신 방법 중에서는 NAG가 82.09

%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AdaGrad는 

73.46%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고 NAG와 8.63%

의 성능 차이를 보였다. 테스트 손실률의 경우도 NAG

가 0.64%로 가장 낮았으며 AdaDelta와 0.04%의 근

소한 차이를 보였다. NAG의 Top-5 오류율은 3.77%

로 2015년 ILSVRC 우승팀보다 0.27%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Fig. 4은 위 6가지 갱신 방법들의 초기 훈

련 반복 횟수 10,000회까지 Top-1 Accuracy 및 학습 

수렴 속도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Fig. 2와 마찬가지로 SGD와 NAG는 다른 갱신 방

법들보다 학습 수렴 속도가 빨랐고, 훈련 반복 횟수 

10,000회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NAG가 SGD보다 

0.67% 더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정확도

를 기록한 AdaGrad는 37.38%로 1위인 NAG와 33.06

%의 차이를 보였다. RMSProp과 AdaDelta는 훈련 

반복 횟수 2,000회까지 학습 수렴 속도가 0.68% 차이

로 비슷하지만 이후 10,000회까지 8%이상의 정확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Adam은 훈련 반복 횟수 2,000회

에서 22.83% 정확도로 4위인 RMSProp과 14.28%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후에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진 못

했다. 실험 결과, He 초기화에서 NAG와 SGD는 초

기 학습 수렴 속도가 다른 갱신 방법들보다 빨랐고 

정확도 역시 높았다. 결과적으로 NAG가 훈련 반복 

횟수 10,000회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

주었지만 SGD와 그 차이가 미미하므로 어떤 방법이 

더 우수한 방법인지 쉽사리 순위를 매기긴 어렵다고 

판단된다. AdaDelta는 훈련 반복 횟수 4,000회까지 

위 두 방법과 약 3% 정도의 정확도 차이를 보이지만 

반복 횟수 10,000회에 달았을 때 69.09% 정확도를 

달성하며 1.6%이상의 차이를 좁혔다. 추가적으로 

He 초기화에서 AdaDelta와 RMSProp의 구간 별 정

확도는 Xavier 초기화를 사용했었을 때보다 낮았다.

따라서 AdaDelta와 RMSProp 갱신 방법은 Xavier 초

기화에 더 최적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Fig. 5는 위 

6가지 갱신 방법들의 훈련 반복 횟수 50,000회까지 

Softmax Loss Rate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Fig. 3과 마찬가지로 NAG가 훈련 반복 횟수 

10,000회를 기준으로 1%의 가장 낮은 테스트 손실률

을 보였다. SGD가 1.01%의 두 번째로 낮은 테스트 

손실률을 기록하였지만 NAG와 0.01% 차이 밖에 나

지 않기 때문에 사실,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훈

련 반복 횟수 10,000회에서 가장 높은 손실률을 보여

준 AdaGrad는 2.09%로 NAG와 1.09%의 차이를 기

록했다. RMSProp과 AdaDelta는 각각 1.42%, 1.03%

Table 2. Top-k accuracy and softmax loss rate of each weight update method based on the he initialization

He Initialization

Weight Update Top-1 Accuracy[%] Top-5 Accuracy[%] Softmax Loss Rate[%]

SGD 81.12 95.87% 0.74

AdaGrad 73.46 93.13% 0.96

RMSProp 73.66 94.25% 0.99

AdaDelta 80.05 95.55% 0.70

NAG 82.09 96.22% 0.66

Adam 73.88 93.42% 0.91

Fig. 4. Convergence speed and top-1 accuracy com-

parison of parameter update method based on 

the he init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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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실률을 보여주었고 Adam은 1.73%의 손실률을 

보여주었다. SGD는 훈련 반복 횟수 40,000회와 

50,000회 모두 AdaDelta, NAG 보다 높은 손실률을 

기록하며 전체 3위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훈련 반

복 횟수 40,000회에서 NAG가 0.66%의 가장 낮은 손

실률을 기록했고 AdaDelta가 그 뒤를 따랐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NN의 분류 성능을 개선하고자 

수학의 최적화 원리를 토대로 설계된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들을 조합하고 실험하였다. 가중치 초기화 

방법으로 Xavier 초기화, He 초기화 방법을 사용하

였고 매개변수 갱신 방법으로 SGD, AdaGrad, RMS

Prop, AdaDelta, NAG, Adam 방법을 사용하였다. 27

종의 소규모 곤충 데이터세트를 WRN이라는 CNN

모델을 사용해 학습 시켰을 때, 12가지 실험에서 

Xavier-SGD 방법이 82.53%의 정확도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He-NAG 방법은 82.09%의 정확

도로 두 번째로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성

능을 보여준 방법은 73.46%의 He-AdaGrad 방법이

었다. 가중치 초기화 방법을 기준으로 결과를 분석하

고 판단했을 때 Xavier-SGD 방법이 가장 우수하지

만 He-NAG 방법과 0.44%의 근소한 차이를 보임으

로써 두 방법 간 성능 차이는 크지 않다 볼 수 있다.

Fig. 3과 Fig. 5의 실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손실률의 

성능 저하 위험은 Xavier 방법을 사용했을 때 더 적

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매개변수 갱신 방법의 

경우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SGD 방법이 가중치 초

기화 방법과 관계없이 우월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SGD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발되었던 진보된 

기법, AdaGrad 방법은 12가지 조합에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본 논문의 실험 결과에 국

한하여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 현재 특유

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CNN 모델들이 발표

되고 있는데 인셉션 모듈(Inception Module)을 사용

하는 GoogLeNet[21]이나 레이어간 밀도 높은 연결

을 선택하는 DenseNet[22]을 예로 들었을 때, 해당 

신경망들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이 모두 상이하다. 그

렇기 때문에 같은 실험 조건에서 학습을 진행했을 

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동일한 

CNN 모델을 사용하여도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유

형이 어떤 성격을 띠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곤충이 아닌 얼굴이나 문자 또는 

사람이나 미생물 등 분류 대상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

는 경우 최적화 구성 역시 그에 맞게 달라질 수 있다

는 얘기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해결해야 할 과제

유형의 최적인 조합은 아직까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

는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발표되는 깊은 

컨벌루션 신경망(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CNN)[23]들은 다양한 규제 기법들이 내

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 학습 알고리즘들이 비교적 

여러 상황에 잘 작동한다.

실험에 사용된 방법들은 솔버의 하이퍼파라미터 

값 조정을 통해 더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 빠른 학습 알고리즘

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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