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최근에는 인공신경망의 발 으로 인해 이미지 인식

에 있어 많은 발 이 있었고 이를 한 필기체에 용

시킨 연구[1][2]들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한

필기체인식의 수 은 상당히 올라갔지만 아직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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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딥 러닝 기술의 등장으로 여러 나라의 필기체 인식은 높은 정확도 ( 국어 필기체 인식은 97.2%, 일본어

필기체 인식은 99.53%)를 보인다. 하지만 한 필기체는 한 의 특성으로 유사 자가 많은데 비해 문자의

데이터 수는 어 자 인식에 어려움이 있다. 하이 리드 러닝을 통한 한 필기체 인식에서는 lenet을

기반으로 하여 낮은 이어를 가진 모델을 사용하여 한 필기체 데이터베이스 PE92에서 96.34%의 정확도

를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 리드 러닝에서 사용하 던 데이터 확장 기법(data augmentation)이나

multitasking을 사용하지 않고도 GoogLenet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한 필기체 데이터에 합한 더 깊고

더 넓은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PE92 데이터베이스에서 98.64%의 정

확도를 얻었다.

■ 중심어 :∣한  필 체 식∣CNN∣GoogLenet∣PE92 터베 스∣

Abstract

The advent of deep learning technology has made rapid progress in handwritten letter

recognition in many languages. Handwritten Chinese recognition has improved to 97.2% accuracy

while handwritten Japanese recognition approached 99.53% percent accuracy. Hanguel

handwritten letters have many similar character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Hangeul, so it was

difficult to recognize the letters because the number of data was small. In the handwritten

Hanguel recognition using Hybrid Learning, it used a low layer model based on lenet and showed

96.34% accuracy in handwritten Hanguel database PE92. In this paper, 98.64% accuracy was

obtained by organizing deep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 in handwritten Hangeul

recognition. We designed a new network for handwritten Hangeul data based on GoogLenet

without using the data augmentation or the multitasking techniques used in Hybri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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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들( 국어[3], 일본어[4])의 정확도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 국어 필기체연구의경우에는 상당히 큰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한다.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CASIA-

OL HWDB1.1이며 클래스는 약 3,800개로 데이터는

110만개를보유하고 있다. 국어 데이터베이스의클래

스는 3800개로 매우 많지만 클래스별 데이터도 충분히

많아서 간단한 네트워크를 도입하 음에도 97.20%의

정확도를 얻었다. 일본 필기체의 데이터 셋은 ETL-1,8

(Electrotechnical Laboratory Character Database)를

사용하는데 이 데이터 셋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

째는 ETL-1 Katakana 데이터셋이고클래스는 51개, 데

이터의 수는 71,961개이다. 두 번째는 ETL-8 Hiragana

로 클래스 75개, 데이터의 수는 12,000개 이다. 마지막

으로 한자를 일본어에 맞도록 변형은 Kanji의 경우 클

래스는 878개, 데이터 수는 14만개 이다. 일본어 데이터

베이스는 클래스 개수가 으며 클래스간의 유사성이

매우 어서 99.53%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이 한 필기체 인식 련 논문[1][2]에서는 한

필기체 인식을 해 LeCun Yann의 CNN(Convolu-

tional Neural Network) 모델인 lenet[5]을 데이터에 맞

게 변형된 모델을 사용 하 다. [1]에서는 이미지의 개

수를 증가시키기 한 Elastic distortion[1]을 사용한다.

이는 이미지의 각 픽셀 값을 +1 는 –1 랜덤으로 이

동시켜 이미지 량을 늘리는 방법이다. 이러한 데이터

늘리기 작업을 통해 PE92 데이터 셋에서 92.92%의 정

확도를얻었으며, [2]의논문에서는 유사 클래스간의구

별을 하는 Multitasking 방법인 Hybrid learning[2] 을

용하 다. Hybrid learning은 필기체 데이터를 분류

하는 테스크와 10개의 유사클래스 간의 차이를 계산하

는 테스크를 더한 값을 오차 함수로 사용한다. 이 방법

을 통해 [2]논문에서는 PE92 데이터베이스에서 96.34%

정확도를 얻었다. [6]에서는 inception 모듈[7][8]을 사

용하 으나 체 구조가 충분히 깊지 않았고

inception 모듈을 네트워크 반에 치시켰으나 본 논

문에서는 convolution과 max_pool을 반에 치시켜

1차 특징을 뽑아낸 뒤 inception 모듈을 용하 다. 그

리고 [6]은 마지막에 2계층의 fully-connected 이어를

두었으나 이는 무 많은 라미터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마지막 분류를 한 하나의

fully-connected 이어만 사용하며 신 inception

이어의 개수를 늘렸다. [6]에서는 낮은 이어와 이미지

에 바로 inception 모듈을 용시켰고 SERI95a 데이터

베이스에서 [1][2]보다 낮은 94.3%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최근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깊은 CNN의 사용으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한 필기

체 인식을 해 inception 모듈[7][8]을 사용한 좀 더 깊

은 CNN을 구성하여 98.64%의 정확도를 얻었다. 2장에

서는 한 의구조, 3장에서는본 연구의 한 필기체 인

식 모델의 구성과 사용된 기술들, 4장에서는 학습률의

변화 방식에 따른정확도, 5장에서는 실험결과, 6장에서

는 결론을 기술한다.

Ⅱ. 한 조  한  필 체 터

한 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켜 하나의 완성형 자

를 만들고 자에 코드를 부여하는완성형 인코딩을 사

용한다. 한 자에는크게 3가지 음 로나뉘며각각

  표 1. PE92(left)  SERI95a(right) 터베 스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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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며 성에는 모음이 들어가게 된다. 각 자리에 들

어 갈수있는 자는 [그림 1]과 같으며 종성은없을 수

도 있으므로 성(19) × 성(21) × 종성(27+1)을 계산

하면 총 11,172개의 자를 표 가능하다.

어의 경우알 벳을 기반으로 하여 256개의 코드로

표 이 가능하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 수가 많아

ASCII 코드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새로운 인

코딩 방식이 필요하 는데 이 에는 많이 사용되는

2350개의 자만을 모아 EUC-KR 인코딩 방식을 사용

하 다. 그러나 최근에는 CP949나 유니코드인 UTF-8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며 이는 11,172개의 자를 모두

지원한다.

한 필기체 데이터베이스는 PE92와 SERI95a 그리

고 자정보연구센터에서 보유한 213만개의 필기체 데

이터가 있다. PE92는 자주 사용되는 2350개의 클래스

와 각 클래스 당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SERI95a는 PE92보다 은 520개의 클래스와 클래스

당 1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자정보연구센터

에서 보유한 필기체 데이터는 9개의 세트가 존재하며

각 세트마다 서로다른 클래스와데이터 수를 보유하고

있다. [표 1]은 두 데이터베이스에서 첫 번째 이미지부

터 순서 로 뽑아낸 샘 이며, PE92의 클래스의 수가

SERI95a보다 많아 더 다양한 문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좀 더 다양한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PE9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Ⅲ. 한  필 체 식에 사용   

딥 러닝 기법의 하나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사용할 때, 데이터가 고 클래스가 많을

수록 깊이가 낮은 네트워크에서는 학습이 잘 되지 않아

낮은정확도를보인다. 이에, GoogLenet[7][8], Resnet[9]

등의 깊은 네트워크가 개발되어 이미지 인식에 우수한

성능을 보 다. 본 논문에서는 GoogLenet을 한 필기

체 인식에 맞도록 개선하 다.

GoogLenet은 주로 사람이나 자동차와 같이 큰 이미

지를 분류하는 네트워크로 299×299의 그리드와 색을

표 하기 한 3(RGB)개의 채 을 사용한다. 그러나

한 필기체데이터베이스는평균 그리드가 60×60이고,

흑백이미지인 1채 데이터이므로 기존 네트워크를 그

로 사용하면 한 필기체 이미지의 그리드나 채 에

합하지 않으며 이 차이로 인해 네트워크에 무의미한

차원이 추가되고 이는네트워크를무겁게 하여자원의

낭비를 발생시켰다. 이에 다음과 같이 GoogLenet을 개

선하 다.

그림 2. (a) 본 inception 듈과 (b) Factorization 하여 연산량  줄   

그림 1. 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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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net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보조 분류기로 간 단에 배치되며 이

미지 분류를 돕는역할을 하지만추가로 필요한 이어

에 비해 높은 성능은 보여주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제

거하 다.

GoogLenet의
stem 역

수정된 모델

convolution(7×7/2) convolution(5×5/1)

max_pool(3×3/2)

convolution(3×3/1) max_pool(3×3/2)

max_pool(3×3/2)

표 2. GoogLenet stem 역 수정표

GoogLenet의 두 번째 부분은 stem 역이라 하는데,

이는 [표 2]의 왼쪽 열과 같다. GoogLenet에서 stem

역을 둔 이유는, 이미지 인식을 할 때 세 번째 부분인

inception 모듈을 바로 용하면 클래스 간 분류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stem 역에서 convolution과

max_pool를 두어 특징 맵(feature map) 을 생성한다.

이때 7×7 convolution의 큰 필터를 사용하여 그리드를

이는데, 60×60 그리드를 가진 한 필기체 데이터베

이스의 경우에는 7×7 convolution의 큰 필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표 2]의 오른쪽 열과 같이 개선하 다.

GoogLenet의 세 번째 부분은 inception 모듈로 [그림

2(a)]와 같다. 이 모듈은 1×1, 3×3, 5×5 3개의 필터를 사

용하여 데이터의 인 정보들을 모은다. 이 게 얻은

특징 맵(feature map)들을 합친 뒤 다음 이어의 입력

으로 달한다. 이러한 작업은 inception모듈에서 동일

하게 수행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조합의 특징들을 얻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의 조합을 통

해 [가:갸][뭣:뭿]와같은 유사 클래스사이의 분류 성능

이 하나의 3×3 필터를 사용해네트워크를쌓는 것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 max_pool 한 병렬 으로

inception 모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기존

convolution, max_pool 구조의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convolution 이어를 병렬

로만 구성하여 합치게되면 각 이어의 부피가늘어나

기 때문에 3×3과 5×5필터 앞에 1×1 필터를 붙임으로써

채 의 크기를 조 한다. max_pool의 경우에는 채 을

컨트롤 하는 특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max_pool을

한 뒤 1×1 필터를 붙여 채 사이즈를 조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라미터의 수를 이기 하여 네트워크

5×5필터를 두 개의 3×3 필터로 변형한 factorization

inception[8] 모듈을 사용하여 라미터를 30%를

다. 이 모듈에서 입력되는 채 의 개수와 출력되는 채

의 개수를 바꾸어 가며 채 의 크기를 변형하고

pooling을 통하여 이미지의 그리드 사이즈를 바꾸어 주

며 최 의 값을 찾았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한 필기

type filter size/stride
input
size

output
size

branch
1×1/filter

branch
3×3/filter

branch
5×5/filter

avg_pool
3×3/filter

convolution 5×5/1 60×60×1 56×56×64

max_pool 3×3/2 56×56×64 28×28×64

inception_(a) 28×28×64 28×28×128 32 24/32 32/48/48 16

inception_(b) 28×28×128 28×28×256 64 48/64 64/96/96 32

max_pool 3×3/2 24×24×256 14×14×256

inception_(b) 14×14×256 14×14×256 64 48/64 64/96/96 32

inception_(b) 14×14×256 14×14×256 64 48/64 64/96/96 32

inception_(b) 14×14×256 14×14×256 64 48/64 64/96/96 32

inception_(b) 14×14×256 14×14×256 64 48/64 64/96/96 32

inception_(c) 14×14×256 14×14×512 128 96/128 128/192/192 64

max_pool 3×3/2 14×14×512 7×7×512

inception_(c) 7×7×512 7×7×512 128 96/128 128/192/192 64

inception_(c) 7×7×512 7×7×512 128 96/128 128/192/192 64

average_pool 7×7/1 7×7×512 1×1×512

dropout(0.4)

fully connected 512(flatten) 2350

표 3. 한  필 체 식  해 사용   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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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인식을 한 깊은 신경망 모델의 자세한 내용은 [표

3]와 같다.

[그림 3]은 [표 3]을 그림으로 표 한 것으로 한 필

기체 네트워크의 체 구성도이다. 한 필기체 데이터

는 평균 으로 60×60의 그리드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네트워크에 입력받기 해서는 고정된 이미지 그리드

가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이미지 데이터를 평균 사이

즈인 60×60으로 고정시키기 하여 선형보간법을 통해

이미지 처리를 한다. 그 다음 CNN의 가장 기본 인

형태인 convolution, max_pool을 사용하는데 이 사이에

학습률의 증가를 통한 빠른 학습과 이로 인해 생기는

미분 값 발산(exploding gradient problem)과 미분 값

소멸 문제(vanishing gradient problem)를 막기 하여

batch_normalization을 넣고 비선형 이미지를 분류하기

한 활성화 함수인 ReLU[10]를 넣는다. 즉 체 구

조는 [convolution, batch_normalization, ReLU, max_

pool]이다. 그 다음, 앞서 기술한 개선된 inception 모듈

을 용하는데 이 모듈에서는 기본 으로는 같은 채

을 유지한다. 그리고 max_pool 이 에 inception 모듈

이 치하게 되면 pooling 으로 인한 정보의 소실을 완

화하기 하여 pooling 이어의 채 수를 2배로 늘려

다. inception 모듈의 연산을 통해 7×7 그리드의 512

개의 채 이 만들어 지며 7×7의 데이터의 평균을 구한

뒤 fully connected를 통해 분류 할 수 있도록 1×1×512

의 노드로 변형한다. 그리고 2350의 fully connected를

통해 분류를 하게 된다.

성능을 측정하기 해 이 연구[1]에서는 MSE

(Mean Square Error)[11]를 사용하며 오차 함수는


 









 (1)

와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X는 모델을 통한 측 값, Y

는 실제 정답이다. MSE는 측 값과 실제 값의 L2

distance를 오류 값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MSE 형태의

오차 함수는 일반 으로 미분 시 기울기 값이 0에 가까

운 값이나와 수렴이느려지는단 이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CE(Cross Entropy)[12]를 사용하며


 



log
 (2)

와 같다. X는 모델을 통한 측 값이고, Y는 실제 정답

이며 log(X)가 무한 로 발산하는 것을 막기 해 라

는 아주 작은 값을 더해 다.

Ⅳ. 학습률  변  방식에 른 정 도

본 논문에서 다양한 학습률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

다. Adam optimizer[13]를 사용 시 일반 으로 학습률

을 0.001로 잡고 학습을 하지만 학습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느시 에서 학습을 하여도시험 정확도가 제자

리걸음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고정된 학습률은 세

가 길어질수록 고정되어 loss 그래 에 해 최 의

치를 찾기어려워지기때문인데 이를해결하기 해

무 작은 학습률을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오류 값이

지역 최소 오류값(local optimization)에 수렴하여 모델

의 체 최소 오류 값(global optimization)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최 의 학습률을 찾기 해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았다. 테스트를 해 학습률을 2개 고정

그림 3. 한  필 체 식  한 전체 네트워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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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값과 3가지 천천히 감소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학

습률은 Adam optimizer에서 주로 사용되는 0.001과

0.0001두개의 고정 값에 해 아래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감소시켜 나가며 트 이닝을 한다.

첫 번째 방법은 학습률을 매 트 이닝 마다 지수 비

율로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수식은

exp
 exp







log
log

 


 (3)

를 사용하고 t는 총 트 이닝 횟수, c는 재 트 이닝

횟수, lr1은 기 학습률, lr2는마지막 학습률이다. 이러

한 방식의 학습률감소는 지수형태를 가지며 반에는

넓은 폭으로 학습률을 감소시키고 학습이 진행 될수록

그 폭이 작아진다. 두 번째 방법은 선형으로 학습률을

감소시킨다. 각 세 마다 반 학습률과 마지막 학습률

에 맞추어 일정하게 값을 인다. 수식은







(4)

와 같다. 마지막 방법은 처음 30세 동안은 0.001,

30~60세 동안은 0.0005, 그리고 나머지 세 는 0.0001

로 하는 방법(앞으로 이를 cliff drop 방법이라 부른다)

을 사용하여 총 5가지 방법에 하여 학습을하 고 결

과는 [표 4]와 같다.

학습률 설정 방법 정확도
fixed_0.001 98.41%

fixed_0.0001 98.08%

hybrid model’s equation 98.60%

linearly reduction equation 98.63%

cliff drop 98.64%

표 4. 학습률 변  방식에 른 정 도

Ⅴ.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이 논문 [1][2]에서 사용된 PE92 한

필기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2350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클래스 당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며 총

235,000개의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학습은 총 100 세

동안 진행 되었으며 배치사이즈로는 128로 설정하여

약 183,500 번의 학습을 진행하 다. 학습 데이터와 시

험 데이터의비율은 이 논문과의비교를 해동일하

게 9:1로 나 어 진행하 다. 네트워크가 무거워 짐에

따라 미분 값 소멸 문제와 학습 속도 하의 문제가 있

었고 이는 batch normalization[14]을 사용함으로 약간

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델이 세 당 4

분이 걸렸던 것에 비하면 약 4배정도인 15분이 소요되

었다. 학습률은 4장에서와 같이 실험을 해본 결과 학습

률을 일정 세 마다 격하게 떨어뜨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았으며 학습률을 고정 하는 방식에 비해

0.001보다 0.21% 향상되었고 0.0001보다는 0.56%향상

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드웨어는 그래픽 카드로

GTX 1080ti, CPU로는 intel i7-7700를 사용하 으며 소

트웨어로는 python3.5, Ubuntu 16.04.1 그리고

Tensorflow gpu(1.3.0)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논문[1][2]의 elastic distortion, hybrid

learning을 제외한 순수 네트워크만의 성능만을 비교하

으며 [1][2]에서 사용된 네트워크를 Hybrid_model이

라 표기한다. 네트워크의 성능은 평균 오차률(Cross

Entropy loss), 그리고 모델을 통해 나온 가정 값과 실

그림 4. 전 과 제안   (a) loss그래프  (b) accuracy 그래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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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답과의 정확도(accuracy)을 사용해 비교한다. [그

림 4(a)]는 본 논문의 개발 된 네트워크와 Hybrid_

model의 오차율(loss) 그리고 [그림 4(b)]는 정확도를

비교한 그래 이고 본 논문에서 개발된 네트워크를 사

용 시 기존 논문[1][2]에서의 96.34%의 정확도보다

2.3% 높은 98.64%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깊은

네트워크의 사용함으로 한 필기체 분류에 있어서 더

높은 정확도를 얻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Ⅵ. 결

우리는 기존 논문에서 사용되었던 데이터 확장 기법

(data augmentation)이나 multitasking을 사용하지 않

는깊은네트워크의구축과다양한학습률을변화시키며

실험하 고인 데이터들의연 정보를모으는개선된

inception 모듈을사용하여정확도를향상시킨한 필기

체 인식 네트워크를 개발하 다. 라미터 수를 이기

하여 기존 5×5 필터를 두 개의 3×3필터로 표 한

factorization을 사용하 다. 그리고 1×1 convolution을

각 convolution 앞에 치시킴으로 학습의 안 성과 깊

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 다. 각 convolution 이어

사이의 미분값 소멸(vanishing gradient problem) 상

을 이고 빠른 학습을 해 batch normalization

dropout[15]을 용하여 모델 구성을 하 고학습 시기

존 논문[1][2]에 사용된 모델과 비교를 해 한 필기

체 PE9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하 다. 새로운 모델의

도입을 통해 기존 논문[1][2]보다 높은 98.64%의 정확

도를 얻을 수 있었다. 실생활에서도 좀 더 잘 동작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해서는 먼 더 많고다양한 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자들을 인

식할수 있도록CNN에 한 다양한 연구 한 계속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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