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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C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의 도래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속 프로세서들의 

개발과 복잡한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주변 장치들

의 발전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연산과 알고

리즘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인공신경

망은 이러한 기술의 진보를 힘입어 딥러닝이라는 진

보된 알고리즘으로 성장했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

고 있다. 딥러닝 기법 중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

고 분류하는데 사용된다[1]. CNN은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는 콘블루션 레이어로 구성된 특징 추출 부분

과 추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류하는 부분

으로 구성된다. 특징 추출 부분은 콘블루션 레이어를 

깊게 쌓아 학습할수록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대표

적인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어 학습 결과가 좋아진

다[2]. 하지만 네트워크의 깊이가 너무 깊어지면 기

울기(Gradient)가 너무 작아지거나 커지는 상황으로 

인해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울기 소실 및 

증폭(Vanishing/Exploding) 현상과 파라메터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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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의한 에러의 증가 문제로 성능이 저하된다[3,

4].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초기화 값의 적절한 

선택[5] 더 나은 최적화기법[6], 스킵 연결[7], 지식 

전달[8] 및 레이어 별 훈련[9]과 같은 더 깊은 신경망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술이 제안되었다.

ResNet(Residual Network)[10]은 잔차학습(Residual

Learning)을 도입하여 깊은 신경망에서도 기울기의 

영향을 줄여주어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네트워크의 깊이가 깊어지면 파라메터의 증

가로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1×1 콘블

루션 구조[11]를 도입한 병목구조(Bottleneck) 구조

를 적용하였다. ResNet의 잔차블록은 2개의 콘블루

션 레이어를 쌓아 구성되며 입력과 출력의 차이가 

최적이 되도록 학습하는 잔차학습의 개념과 입력을 

그대로 출력에 더하는 숏컷(Shortcut) 연결을 추가

하여 구성된다. 숏컷 연결은 오차 역전파시에 기울기

가 잘 흘러갈 수 있게 해주며 덧셈 연산의 추가만으

로도 구현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파라메터가 많이 필

요하지 않다. 그러나 숏컷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기

울기가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기 때문에 잔차블록 가

중치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며 훈련 중에는 아무것도 

학습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용한 특징을 추출하는 블

록이 거의 없거나 많은 블록이 최종 특징추출에 작은 

영향을 주는 정보를 거의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12].

따라서 잔차블록에서 더 많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의 레이어가 

너무 얇으면 이미지 분류성능이 좋지 않고 레이어가 

깊어지면 이미지 분류 성능이 개선되기도 하지만 과

적합이나 기술기 소실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적

절한 레이어에서 이미지 분류 성능 또한 만족할 만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숏컷 연결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이

미지의 특징을 더 잘 추출할 수 있도록 잔차블록 내 

기존 ResNet의 2개의 3×3 컨볼루션 층의 수를 늘려 

이미지 분류성능을 개선한 잔차블록과 이를 적용한 

병목구조 블록을 제안한다. 또한 변형된 잔차블록을 

적용하여 이미지 분류 성능을 개선한 34/50레이어의 

이미지 분류 모델을 제안하고 성능을 평가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는 기존방법인 ResNet에 대해 설명

하고 3장에서는 잔차블록의 변형 구조에 대해 기술

한다. 4장은 변형된 잔차블록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이미지 분류모델을, 5장에서는 제안모델

의 성능 평가를 기술하며 6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ResNet

ResNet은 2015년 ILSVRC에서 1위를 차지한 네

트워크로 CNN의 기울기 소실 및 증폭(Gradient

vanishing/exploding) 문제와 층이 깊어지면 파라메

터의 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과적합(Overfitting)

의 문제가 아니라도 에러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때 도입된 

것이 잔차학습(Residual learning)으로 기존 CNN의 

콘블루션 레이어의 파라메터는 출력 H(X)가 최적의 

출력이 되도록 학습되나 잔차학습은 입력과 출력

(H(X))의 차이(F(x))가 최적이 되도록 학습하는 구조

로서 CNN의 출력 H(x)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한다.

F(x)＝ H(x) - x (1)

H(x) = F(x) + x (2)

잔차 F(x)가 최적이 된다는 것은 F(x)이 0이 되는 

것이며 잔차를 학습한다는 의미에서 잔차학습이라 

하며 이와 같이 잔차를 학습하므로 잔차블록이라 한

다. Fig. 1은 기존의 CNN 네트워크와 잔차학습

(Residual learning)의 블록도이다.

잔차블록은 잔차블록의 입력 x가 콘블루션 레이

어 2개를 건너 출력 H(x)에 더해지는 숏컷 연결이 

추가된다. 숏컷 연결은 잔차블록의 입력 x가 출력에 

연결되므로 파라메터의 수에 영향이 없으며 덧셈을 

제외하면 연산량의 영향도 없다. 또한 SGD나 오차

역전파에 의한 학습도 가능하다. 그러나 숏컷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기울기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므

로 잔차  블록 가중치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며 훈련 

중에는 아무것도 학습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용한 특

(a) (b)

Fig. 1. Convolution layer and residual learning block. (a) 

CNN (b) residual learning block.



805변형된 잔차블록을 적용한 CNN

징을 추출하는 블록이 거의 없거나 많은 블록이 최종 

특징추출에 작은 영향을 주는 정보를 거의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

ResNet은 네트워크의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파라

메터의 수가 증가하고 학습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

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50층, 101층, 152층 네트워크

에 대해 Fig. 2(a)의 잔차블록 내 콘블루션 층 2개를 

Fig. 2(b)의 1×1, 3×3, 1×1의 3층으로 변형하였다.

1×1 콘블루션 층은 입력과 출력의 차원을 감소하고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 구조가 병목처럼 보인다 

하여 병목구조라 한다.

ResNet은 잔차블록과 병목구조를 도입하여 네트

워크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깊게 하였음에도 

빠른 속도로 이미지 분류에 성공하였으며 기울기 소

실 문제도 해결하였다. 224×224 크기로 7×7 크기의 

필터 64개를 적용하여 스트라이드(stride) 2로 처리

하며 ResNet은 몇 개의 잔차블록을 그룹화(ConvX)

하여 동일 그룹의 입력과 출력의 크기 및 필터의 개

수를 동일하게 하였다. 또한 층이 깊어지는 그룹은 

특징 맵의 크기를 1/2씩 줄이고 필터의 개수를 2배로 

늘려 처리 그룹마다 연산량을 동일하게 하였다. 또한 

연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첫 번째 콘블루션 층을 

제외하고는 맥스 풀링(max-pooling), 드랍아웃(drop-

out)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의 완전연결층(fully-

connected layer)만 사용하였다.

3. 컨블루션 레이어의 증가를 이용한 변형된 잔

차블록 및 병목블록 구조  

ResNet은 영상의 특징을 잔차블록의 그룹으로 구

성된 콘블루션 블록(ConvX)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이때 잔차블록의 숏컷 연결은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지만 잔차블록의 특징 추출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잔차블록의 특징 추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콘블루션 레이어가 

쌓일수록 이미지의 특징 추출 성능이 좋아지는 특성

을 이용하여 잔차블록 내 콘블루션 레이어를 쌓아 

이미지 분류성능을 개선한다. 먼저 잔차블록 내 콘블

루션 레이어를 쌓는 기본구조로 본 논문에서는 Fig.

2(a)의 ResNet 기본 구조로 콘블루션 레이어를 쌓아 

특징 추출 성능을 보이고 병목구조에 적용한다.

3.1 제안하는 잔차블록 구조 

Fig. 3은 본 논문의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하는 잔

차블록 구조를 보여준다. Fig. 3(a)는 기본구조로 잔

차블록은 3×3 콘블루션 필터를 m개 갖는 콘블루션 

층 개가 하나의 숏컷 연결로 구성되며 하나의 콘블

루션 그룹 내에 잔차블록은 개가 있다. Fig. 3(b)는 

병목구조에서의 구조로 잔차블록은 1×1 콘블루션 필

터 사이에 3×3 콘블루션 필터 m개로 구성되며 n=

4×m 이다.

3.2 잔차블록 및 병목블록을 이용한 모델 구성

잔차블록으로 구성된 콘블루션 그룹 외의 네트워

크 구조는 ResNet의 기본구조와 동일하게 구성하였

다. ResNet은 Fig. 4(a)의 구조로 구성되며 224×224

크기의 입력 영상을 Conv1 그룹에서 처리한다.

Conv1은 7×7 크기의 64개 필터가 특징을 추출하며 

(a)

(b)

Fig. 3. Proposed residual block structure. (a) stack ar-

chitecture (b) bottleneck architecture.

(a) (b)

Fig. 2. Configuration of residual block. (a) 34-layer (b) 

bottleneck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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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드 2로 처리하여 잔차블록 그룹 Conv2 블록

으로 입력된다. Conv2의 입력부에서 스트라이드 2가 

적용된 3×3 맥스 풀링을 거쳐 다수의 잔차블록으로 

이루어진 Conv2 블록에서 특징이 추출된다. Conv2

∼Conv5 다수의 잔차블록을 출력의 크기 및 필터 개

수에 따라 그룹으로 묶은 처리 그룹이다. 특징 추출 

후  평균 풀링(Average pooling) 층과 완전연결층을 

거쳐 이미지를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영상의 

크기가 224×224인 경우보다 작은 경우를 처리할 경

우를 고려하여 224×224 이상의 이미지는 ResNet 기

본 구조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더 작은 크기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Fig. 4(b)와 같이 변형된 구조를 

설계하였다. 입력의 크기가 224×224 보다 작은 경우 

64×64 크기로 하여 처리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설선 

박스 부분이 변형된 부분이다. Fig. 4에서 ( )는 영상

의 크기이며 콘블루션 층의 필터의 개수 m은 Res

Net과 동일하게 Conv2는 64, Conv3는 128, Conv4는 

256, Conv5는 512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잔차블록 구성을 콘블루션 레이어

와 숏컷 연결로 구성한 단순구조(SS:Simple Struc-

ture)와 잔차블록이 병목구조(BS:Bottleneck Struc-

ture)로 이루어진 경우로 나누어 모델을 구성하였으

며 단순구조는 34 레이어와 50 레이어의 모델을 구성

하였고 병목구조는 50 레이어 모델을 구성하였다. 단

순구조의 경우 한 콘블루션 블록(ConvX) 내 콘블루

션 레이어가 동일한 개수가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였

다. 34 레이어의 경우 각 콘블루션 블록 내 콘블루션 

레이어가 8(× =12) 레이어, 50 레이어인 경우 12

(× =12) 레이어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전체 네트워

크 레이어의 수와 ResNet의 기본 처리 구조인 Fig.

4의 구조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ResNet에서 

50레이어에 병목구조를 도입한 것은 파라수의 증가

로 인한 속도저하 때문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단순구

조 구성은 잔차블록 내 콘블루션 레이어를 너무 많이 

쌓아 속도 저하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0

레이어로 제한하였고 제안방법을 병목구조에 적용

하였다. 병목구조인 경우는 1×1 콘블루션 층 사이에 

3×3 콘블루션 레이어를 반복적으로 쌓아 전체 네트

워크를 50 레이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Table 1은 

Fig. 2의 잔차블록 내 콘블루션 레이어의 수 와 콘블

루션 블록(ConvX) 내 잔차블록의 수 을 이용하여 

모델 구성을 정리한 표로 와 은 콘블루션 블록 

Conv2∼Conv5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3.3 실험 및 결과분석

제안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서버 환경 구성

은 Xeon Processor E5-2620 v4 8/16 2.10Ghz 20M,

우분투 리눅스 서버 16.01, GPU는 NVIDIA TITAN

V, 파이썬 3.6 텐서플로 1.8, Keras 2.2.4 환경에서 

실험하였다. 데이터 셋은 Caltech-101 데이터셋[13]

과 CIFAR-10 데이터 셋[14]를 사용하였다. 실험 환

경은 배치 사이즈 64, 옵티마이저는 Adam, 학습률은 

0.0001에서 시작해서 40에폭마다 10%씩 감소하도록 

하였으며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증식은 적용하지 

않았다.

Table 2은 각 모델의 전체 파라메터수와 1 에폭 

당 평균처리시간이다. 34 레이어 및 50 레이어 단순

구조의 경우 파라메터수가 동일하며 1에폭 처리시간

이 차이가 거의 없다. 병목구조이 경우도 모델별로 

(a) (b)

Fig. 4. Model configuration according to input size. (a) 

224×224 (b) 64×64.

Table 1. Proposed model structure

model
type

variable
SS BS

34 50 50

T1
 1 2 1

 8 6 4

T2
 2 3 2

 4 4 3

T3
 4 4 4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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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메터의 수는 증가하지만 1에폭당 처리시간에서

는 차이가 많지 않음을 볼 수 있다.

3.3.1 단순구조(SS)의 성능분석

Fig. 5는 에폭을 100으로 했을 때 데이터셋의 훈련

데이터와 검증데이터의 정확도 그래프이다.

Fig. 5에서 T1∼T3의 training/validation 데이터 

셋이 Caltech-101 데이터 셋은 40에폭 근처에서,

CIFAR-10 데이터 셋은 80 에폭 근처에서 수렴함을 

알 수 있다.

Table 3은 에폭을 150으로 하였을 경우 테스트 셋

의 정확도(accuracy)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3의 결과는 단순구조의 경우 잔차블록 내 콘블

루션 레이어를 증가했을 때 성능이 증가함을 보여준

다.

3.3.2 병목구조의 성능분석

Fig. 6은 에폭을 100으로 했을 때 데이터 셋의 훈

Caltech-101 CIFAR-10

(a) (b)

(c) (d)

Fig. 5. Train/validation accuracy of caltech-101 and CIFAR-10 at epoch 100. (a) 34 layer(Caltech-101) (b) 34 lay-

er(CIFAR-10) (c) 50 layer(Caltech-101) (d) 50 layer(CIFAR-10).

Table 2. The number of parameters and processing time for each model type

Netwotk layer model type total parameter training parameter
processing time(sec)

Caltech-101 CIFAR-10

SS

34

T1 23,744,898 23,727,618 21 157

T2 23,744,898 23,727,618 20 156

T3 23,744,898 23,727,618 20 156

50

T1 36,297,858 36,272,898 26 211

T2 36,297,858 36,272,898 27 210

T3 36,297,858 36,272,898 26 209

BS 50

T1 25,891,586 25,837,698 34 77

T2 29,358,786 29,310,658 34 77

T3 32,825,986 32,783,618 33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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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데이터와 검증데이터의 정확도 그래프이다.

Fig. 6에서 Calteh-101와 CIFAR-10 데이터 셋의 

대부분이 T1∼T3의 훈련 데이터 및 검증 데이터의 

정확도가 40에폭 근처에서 수렴하나 Calteh-101은 

T1 모델의 검증데이터는 80에폭 근처에서, CIFAR-

10은 T3 모델의 검증 데이터 정확도가 80 에폭 근처

에서 수렴한다.

Table 4는 병목구조에 콘블루션 레이어를 다르게 

구성하였을 때의 테스트 셋의 정확도를 보여준다. 병

목구조에서도 단순구조와 동일하게 콘블루션 레이

어가 많을 경우 성능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Table 3와 Table 4 및 Fig. 6의 결과는 단순구조와 

병목구조 모두에서 잔차블록 내 콘블루션  레이어의 

수가 많은 경우가 이미지 분류 성능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4. 변형된 잔차블록을 이용한 CNN

4.1 변형된 잔차블록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네트워크 

얕은 레이어의 CNN은 이미지 분류성능이 저조하

며 깊은 레이어의 CNN은 기울기 소실문제나 과적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 본문에서는 적절한 수의 

레이어로 구성되면서 개선된 이미지 분류 성능을 보

이는 CNN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잔차블록에 

콘블루션 레이어를 연속적으로 쌓았을 때 4개의 콘

블루션 블록을 쌓은 경우가 단순구조와 병목구조 모

두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3.3절의 결과를 반영

하여 Fig. 4의 구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100 레이어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건

에 맞는 네트워크 구성 시 50 레이어가 넘어가면 처

리 속도의 문제로 인해 병목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응용에 따라 적용

할 수 있도록 약간 얇은 구조를 갖는 34 단순구조와 

좀 더 깊은 구조를 갖는 50 bottleneck 구조를 제안한

(a) (b)

Fig. 6. Train/validation accuracy of caltech-101 and CIFAR-10. (a) Caltech-101 (b) CIFAR-10.

Table 4. Performance of model type of bottleneck structure 

layer of network model type CIFAR10 Caltech-101

50
(bottleneck)

T1 63.46% 55.25%

T2 63.60% 56.30%

T3 66.28% 58.71%

Table 3. Performance of model type

layer of
network

model type CIFAR10 Caltech-101

34
T1 81.35% 54.83%

T2 81.86% 46.22%

T3 83.17% 51.10%

50
T1 81.51% 51.63%

T2 82.67% 54.93%

T3 83.75% 54.93%

Table 5. The number of l of convolution blocks

model

layer name

SS BS

34 50

conv2_x 1 1

conv3_x 2 2

conv4_x 3 3

conv5_x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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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각 콘블루션 블록의 잔차블록과 병목 블록

의 반복횟수(l)는 Table 6에 있다. Table 5의 conv2_

x∼conv5_x의 l의 수는 실험에 의해 최적의 값으로 

결정된 것이다.

4.2 실험결과 및 분석

제안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서버 환경 구

성과 프로그래밍 환경은 3.3절과 동일하며 배치 사이

즈 64, 옵티마이저는 Adam, 학습률은 0.0001에서 시

작해서 40에폭마다 10%씩 감소하도록 하였다. 제안 

방법의 모델은 Table 5의 3개의 모델을 구성하여 

ResNet 모델, DenseNet 모델[15], 제안방법의 결과

를 비교한다. 데이터 셋은 CIFAR10과 Caltech-101

을 사용했으며 데이터 전처리로 입력 영상에서 평균

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어 정규화 하고 데이터 증식

을 적용했다.

Table 6은 CIFAR10 데이터 셋을 기존방법과 제

안방법으로 테스트한 결과로 제안방법인 단순구조 

34 레이어(Proposed-SS34)와 병목구조 50 레이어

(Proposed-BS50) 모두 ResNet 110 레이어와 Dense

Net(k=12)인 스택 구조 40레이어 보다 좋은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DenseNet (k=12)의 100레이어 병목

구조보다는 낮은 성능을 보인다.

Table 7은 Caltech-101 데이터 셋을 기존방법과 

제안방법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준다. 제안방법 

단순구조 34 레이어(Proposed-SS34)와 병목구조 50

레이어(Proposed-BS50)는 ResNet50 레이어와 Dense

Net40 레이어 보다 좋은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DenseNet121 레이어 보다는 낮은 성능을 보인다.

Table 6과 Table 7의 결과에서 DensetNet의 100

레이어 이상의 깊은 레이어의 결과에 비해 제안방법

의 성능은 약간 저조하나 레이어가 유사한 Dense

Net40보다 개선된 성능을 보인 것은 제안방법의 성

능이 이미지 분류 성능을 개선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네트워크의 레이어가 깊지 않은 34 레이어와 50 레이

어인 경우임에도 탁월한 이미지 분류성능을 보여준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논문의 단순구조 34 레이어

와 병목구조 50 레이어가 이미지 분류 성능을 개선함

을 보여준다.

5. 결  론

본 논문은 CNN의 대표적인 방법인 ResNet의 잔

차블록 내 콘블루션 레이어의 수를 변형하여 구성한 

이미지 분류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방법은 ResNet의 

잔차블록과 병목구조로 이주어진 네트워크 중 34/50

레이어의 구조를 변형하였다. 먼저 콘블루션 레이어

와 숏컷 연결로 이루어진 34/50 레이어에서 콘블루

션 레이어의 수를 증가시켜 Caltech-101과 CIFAR10

의 데이터 셋에 대해 이미지 분류 성능을 비교하였

다. 또한 이미지 분류성능이 가장 좋은 4개의 콘블루

션 레이어를 쌓는 방법을 적용하여 34 레이어 단순구

조와 50 레이어 병목구조의 이미지 분류 모델을 구성

Table 6. Performance of methods (CIFAR10)

Method Depth Param Error Rate(%)

ResNet[10]

32 0.46M 7.51

44 0.66M 7.17

56 0.85M 6.97

110 1.7M 6.43

DenseNet(k=12)[15] 40 1M 5.24

DenseNet-BC(k=12)[15] 100 0.8M 4.51

Proposed-SS34 34 23.7M 4.95

Proposed-BS50 50 32.8M 5.12

Table 7. Performance of methods (Caltech-101)

Method Depth Error Rate(%)

ResNet
34 11.32

50 9.18

DenseNet
40 8.65

121 7.33

Proposed-SS34 34 7.93

Proposed-BS50 50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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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기존의 방법과 이미지 분류 성능을 비교하였

다. 제안한 34 레이어 단순구조와 50 레이어 병목구

조는 CIFAR10 과 Caltech 101 데이터 셋에 대해 

ResNet 110 이하 모델과 DenseNet-40 모델에 대해

서도 개선된 이미지 분류 성능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잔차블럭 내 콘블루션 레이어 수를 변형하여 

레이어가 50 이하인 모델로서 이미지 분류 성능을 

개선한 모델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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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딥 러닝 네트워크,
클라우드 솔루션

송 특 섭

2001년 2월 연세대학교 수학과 

(이학박사)
2006년 2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

학과(공학박사)
2006년 3월∼현재 목원대학교 융

합컴퓨터미디어학부 교수

관심분야 : 웹환경 어노테이션, 딥러닝, 센서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