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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ep learning methods have been effectively used to provide great improvement in 

various research fields such as machine learning, image processing and computer 

vision.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deep learning methods in image processing is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artificial neural 

network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do not use the predefined kernels, but 

instead they learn data specific kernels. This property makes them to be used as 

feature extractors as well.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quality of CNN features for 

traditional texture feature extraction methods.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e 

superiority of the CNN features. Additionally, the recognition process and result of a 

pioneering CNN on MNIST database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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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경망은 인간 두뇌의 신경 회로의 구조를 모

방 한 모델로써 문자 인식을 비롯한 물체 검출 방

법으로 많이 응용되어 왔다. 이러한 신경망 연구

는 1940년대부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

지 여러 차례 연구 패러다임으로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1980년에 신경망의 학습 방법중에 오차역

전파 방법 [1]이 그 중 하나였으며 퍼셉트론의 출

력과 교사 신호로부터 오차를 구하고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학습기법이다. 특히, Deep Learning의 

특징량의 학습이 식별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지를 CNN을 이용한 학습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NN의 회선과 풀링에 의해 자

동 생성된 특징량이 미세한 기하변화에 대하여 어

느 정도 불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신경망의 학습방법으

로 사용된 랜덤 학습을 적용하여 CNN이 기하변

화에 대한 불변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

고 랜덤 학습을 적용함으로써 자동 생성되는 특징 

변화를 관찰하였고 그에 대한 실험결과를 제시하

였다[2]. 

2. CNN

2.1 시스템 구성

CNN은 다층 퍼셉트론의 하나로 중간층에서 회

선과 풀링 작업을 여러번 반복하고, 특징량을 자

동으로 취득하는 신경망이다. CNN은 Hinton과 

Srivastava의 연구의 근간을 두고 있는데[3], 그 

연구에서 Hinton은 Fig. 1 (a)와 같이 고양이의 

초기 시각 피질에 특정 기울기를 가진 선에 선택

적으로 반응하는 단순 세포와   특정 기울기를 가진 

선을 이동시켜도 반응하는 복잡한 세포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 후, Fukushima 연구팀은 Fig. 1 (b)

와 같은 수학적 모델이 되는 Neocognitron라는 

시각 패턴 인식에 대한 계층적 신경 회로 모델을 

발표했다 [4].

Neocognitron는 동일한 결합 가중치를 가진 

유닛을 병렬로 나열하고, 출력을 상위 계층으로 

통합하는 풀링을 수행하는 기하학적 변화에 대한 

불변성을 실현하고 있지만, CNN은 Neocognitron

에 오차 역 전파 법을 이용한 경사하강 최적화 기

법을 도입한 방법이다.

(a) Cells responding to specific information

(b) Neocognitron

Fig. 1 Technology underlying CNN

2.2 특징추출과 식별

특징 추출부에서는 중간 계층의 회선과 풀링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특징량을 자동으로 생성한



랜덤 변환에 대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특징 추출 517

다. 이 절에서는 CNN의 특징 추출부에서 처리되

는 회선과 풀링의 처리방법을 제시한다[5][6]. 

 회선 처리

CNN의 회선처리는 가중치 필터과 입력 이미지 

또는 가중치 필터와 특징맵에서 내적을 취하고, 

라스타스캔(Rater scan)을 통해 반복 회선을 실시

하여 특징맵을 구할 수 있다. 

가중치 필터는 오차역전파에 의한 경사 하강 

최적화법에 의해 학습된다. 회선 처리에서 이미지

와 가중치 필터의 크기를 각각  × × 

할 때 출력되는 특징 맵의 크기, ′  ′는 식 

(1)과 같다.

′  

′ 
(1)

 풀링 처리

풀링은 입력되는 특징맵의 작은 영역에서 값을 

출력하고 새로운 특징 맵으로 변환하는 작업으로

써 여러 개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꺼내서 모

아 놓는 것을 뜻한다. 풀링을 하는 목적으로는 우

선 풀링 유닛 수를 줄이기 위해 조정하는 매개 변

수를 줄일 수있다. 그리고 작은 영역에서 응답 값

을 출력하기 위해 기하학적 변화 등에 대한 불변

성을 획득 할 수있다. CNN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은 맥스 풀링이다. 맥스 풀링은 Fig. 2와 같이

있는 작은 영역 P의 값, 에서 최대값을 선택하

는 풀링이다. 맥스 풀링의 출력, ′은 식 (2)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작은 영역 P의 위

치를 나타낸다.

                ∈
max  (2)

맥스 풀링 회선 층의 출력과 인접한 2×2의 유

닛의 최대값을 선택하기 위해 출력되는 특징맵의 

크기는 식 (3)과 같이 결정된다. 

      

′ 

′ 
(3)

 식별부

CNN의 식별부에서는 기존의 다층 퍼셉트론과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으며 특징 추출부에서 생성

된 특징 맵을 입력하고 식별을 수행한다. Fig. 2

에 식별의 프로세서를 나타내었다. 특징 추출부 

회선과 풀링처리에 의해 자동 생성된 특징맵을 식

별부 Full-Connect 층 단위로 입력한다. 이때, 마

지막으로 생성된 특징맵과 Full-Connect 층 단위

의 층간 가중치는 전체와 결합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다층 퍼셉트론과 같이 출력 계층의 유닛에 

응답 값을 입력하고 식별을 수행하게 된다.

Fig. 2 Example of a Multi Layer Perceptron

3. 실험환경

CNN을 이용해서 자동 생성된 특징량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CNN의 특징량의 시각화와 CNN

의 기하학적 변환에 따른 불변성에 대해서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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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두 실험을 위한 영상 데이터는 MNIST 

Dataset을 사용하였고 CNN의 매개 변수로 실험

하였다. 

3.1 실험설정

실험을 위한 입력 영상은 필기체 인식 실험에

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MNIST 데이터세트의 특

정 영역에서 잘라낸 필기체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7][8]. 

Fig. 3 Experimental MNIST dataset

그림 3은 실험을 위해 사용된 MNIST 데이터 

세트의 샘플이다. MNIST 데이터세트는 숫자 0에

서 9까지의 필기체 이미지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집합이다. 학습 샘플에는 5,000개 검증 샘플은 

1,000장, 평가 샘플은 1,000장을 각각 사용하였

다. 이때 이미지 크기는 30×30픽셀로 설정하였다. 

3.2 학습 매개 변수

실험에서 적용한 CNN 가중치 필터의 크기는 

5×5이고 첫 번째 층은 4(6)장, 두 번째 층은 12 

장 이용하였다. 풀링은 2×2의 작은 영역에서 최

대 값을 출력하는 맥스 풀링을 사용하였고, 식별

부 Full-Connect 층의 단위 수는 500개 사용있

다. 학습 계수는 0.1로 설정하고 미니배치 크기는 

10개 또는 20개 미니배치 학습을 실시하게 된다. 

학습 오차의 계산은 교차 엔트로피 오차 함수를 

이용하고 출력 레이어 단위의 활성화 함수는 소프

트 맥스 함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각 실험의 비교

실험에서 사용한 다층 퍼셉트론은 중산층이 첫 번

째 층에서 유닛수가 1000 개의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하였다. 학습 계수와 배치 크기는 CNN과 동

일하게 0.1과 10로 각각 설정하였다. epoch 수는 

300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4. 실험결과

4.1 실험 개요

CNN의 형상 변화에 대한 불변성의 실험에 대

해 말한다. 식별 샘플에 평행 이동, 회전, 크기 변

화의 형상 변화를주고 식별 정밀도가 어떻게 변화

하는가를 관찰하였다. 이때 CNN이 어떤 특징맵을 

생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풀링 처리에 의해 불

변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식별 정

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기존의 다층 퍼셉트론을 이

용하여 마찬가지로 기하학적 변화를 실시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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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을 입력하여 식별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실험에 의해 CNN이 특징량을 자동 생성하여 

불변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또한 

신경망의 기존 학습 방법인 무작위 학습을 CNN

에 도입함으로써 CNN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특징

량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를 실험한다. 랜덤 

학습은 신경망의 학습 샘플에 임의성을 갖게하고 

학습하여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입

력하는 학습 예제는 그림 4와 같이 무작위로 평

행 이동, 회전의 형상 변화를 주고 학습을 진행하

였다. 랜덤 학습이 없는 실험 결과와 랜덤 학습이 

있는 실험 결과를 각각 비교하고 각 형상 변화에 

대한 성능 향상 결과를 관찰하였다. 

4.2 실험 결과

CNN으로 학습한 입력 영상에 대하여 평행이동

과 회전 변화를 시켰을 때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수행 한 기하학적 변화에 대한 요약

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평행 이동에서의 

“-”는 왼쪽 방향, “+”는 올바른 방향으로 회전시

킨 것을 나타낸다.

구분 기하학적 변화 값

수평이동(픽셀) -10∼+10

회전(o) 0, 30

표 1. 식별 샘플에 대한 기하학적 변화

먼저 각각의 기하학적 변화를 주었을 때의 식

별률에 대한 결과를 그림 5(a)∼(c)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CNN의 형상 변화에 대한 불변성을 비

교하기 위해 다층 퍼셉트론 (MLP)과 CNN(Support 

Vector Machine) 이용한 실험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5(a)∼(c)에서와 같이 다층 퍼셉트론 방법보

다 CNN 쪽이 기하학적 변화에 대한 강건성이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별 샘플에 대한 기하학적 변화를 시켰을 때

의 특징 맵을 그림 5로 표시하였다. 그림 5(a)는 

수평축 이동량(픽셀량) 대비 수평이동에 따른 오식

별율이 40%정도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b)는 수평축 회전각 대비 회전에 대한 오

식별율이 15% 정도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 결과에서 1층째의 풀링 처리 결과는 미세

한 변화를 흡수하고 2 층째의 풀링 처리는 1층째

에서 흡수 할 수 없었던 변화를 흡수하여 강건성

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 translation

(b)　rotation

Fig. 4 Example of an sample data with geometric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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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rror rate due to translation

(b) Error rate due to rotation

Fig. 5 Change in misclassification rate due to 

geometric chang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객체 인식을 

위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대한 이

론적 배경과 강건성에 대한 실험적 근거를 제시하

였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숫자 데이터에 대한 이동과 회전에 대한 특징추출

과 강건성을 실험적 결과로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MLP와 비교하여 

성능의 우위를 보여주였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대상으로 특징량의 학습이 식별에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특징량의 자동 생성 과정을 

조사하고 자동 생성된 특징량의 효과를 제시하였

다. 실험 결과 자동 생성된 특징량은 학습에 의해 

식별에 유효한 특징량에 변화하고 자동 생성된 특

징량은 기하학적 변화에 강건성을 이동과 회전에 

대한 오차율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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