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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 인공신경망 기반의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

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 장치에도 AI를 위한 전용 하

드웨어가 탑재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조 안에서 본 프로젝

트는 머신러닝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를 장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를 타깃으로 하여, 기기 내에서 사용자로 인해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신경망 기반의 학습을 진행하고 특정 개인에게 더욱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 선행적 프로젝트

이다. 위에 기술된 목적을 필기체 인식 영역에 적용하여, 현업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기존 HMM 방식의 필기체 인식 대신 사용자의

필기체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인공신경망 기반의 학습을 진행하였

다. Transfer learning과 같이 기존의 빅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된

망에 자신의 데이터를 더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낸 소량의 데이터만을 이용해 데이터 증식과정을 거쳐 학습을 진

행하고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방식을 실험하였다. 위와 같은 방

식으로 총 52종류의 알파벳은 200개 데이터를 사용하여 훈련 시

평균 약86%, 1000개 데이터를 사용하여 훈련 시 평균 약 98% 인

식률을 확인 하였으며 특징이 강하고 분산이 작은 데이터는 소량

만으로도 인공신경망 학습이 가능하고 성능 또한 활용 가능한 수

준임을 보았다. 또한 한글 필기체 인식 실험으로 어려운 문제의

경우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label의 종류와 training

data 구조를 변형 시켜 구성해 주는 것이 학습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주요어 : 인공 신경망, 특징적 데이터, 필기체 인식, 스마트 워치

학 번 : 2016-2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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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Introduction

1.1 Project Background

1.1.1 Mobile Neural Network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 인공신경망 기반의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 중 대부분은 비록 모바일 환경

에서 제공된다고 하여도 주요 연산은 해당 모바일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

되지 않고 연산능력이 매우 우수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연산을 수

행 한 후 그 결과를 리턴 받아 해당 모바일 기기에서 표시해주는 방식으

로 처리되고 있다. 인공신경망 기반의 처리는 연산량이 매우 많아 모바

일 기기 내에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

한 방식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모바일 디바이스 내에서

인공신경망 연산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적 노력

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접근의 초기단계로 볼 수 있는

애플의 아이폰7은 FPGA 칩 등을 내장하고 있어 이러한 칩들을 통해 일

부 머신러닝 연상을 스마트폰 내에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애플의 스마

트폰 및 태블릿에 그래픽 가속기를 공급한 기업으로 유명한 이매지네이

션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속화하는 일련의 연산 코어를 개발했다고

밝혔으며 애플도 아이폰 X에 적용된 A11칩이 ‘애플 신경 학습 엔진’ 이

라는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 전용 실리콘이 접목되어 있다고 밝힌바 있

다.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기린970 이라는 머신러닝 연산 칩을 공개하였

고 해당 칩을 내장한 스마트폰을 준비 중에 있으며 바이두와 텐센트 또

한 머신러닝 연산칩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모바일 프로세서를

구성하고 있는 ARM도 코어텍스75, 코어텍스 A55을 공개 했고 스마트폰

AP 업체인 퀄컴도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키트를 통해 자사 AP에서



- 2 -

AI를 처리하기 위한 플랫폼을 출시했으며 삼성전자도 새로운 flagship

모델에 AI 연산 칩 내장을 고려하고 있다. 더하여 구글은 모바일 기기용

으로 설계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버전인 텐서플로 라이트를 발표했다.

점차 AI를 이용한 서비스들과 이용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이라는 예측이 많은 반면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은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서버 비용, 네트워크 비용, 안정적이지 못한 네트워크 latency 등

단점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 내에서 머신러닝 연산을 직접

하기 위한 노력들과, 아직은 미개척지인 시장을 선점하고 플랫폼을 구축,

배포 하려는 많이 시도들이 있는 것이다. 국내 유수 기업들 또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빅테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을 축척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메이져 IT 기업들이 이미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을 선도 하고 있으며 그 기술력의 격차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겠

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 완성도 있는

상품화 수준까지는 미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으며 연구적 성향이 강한

기술들 또한 많다. 이에 A사의 강점인 하드웨어와 세계적인 마켓쉐어를

기반으로 이미 시장에서 동작하고 있는 기기들에서 수집된 사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활용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완성도 있게 제공 할 수 있다면 해당 기술은 인공지능 후발주자 기업에

게도 큰 이익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기조 안에서 본 프로젝트는 머신러닝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를

장착한 모바일 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타깃으로 하여, 기기 내에서

사용자로 인해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신경망 기반의 학습을 진

행하고 특정 개인에게 더욱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

된 선행적 프로젝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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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Personal Characteristic Data

최근 Big-data와 GPGPU와 같은 병렬처리 연산 기술의 발전과 더불

어 Neural Network를 통한 기계학습 방법에 급진적인 발전이 있었다.

기계 학습 능력이 놀랄 만큼 향상 되었고 도메인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던

해당 도메인의 복잡한 preprocessing들이 간소화 되었으며 End-to-End

방식의 인식과 예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까지 인공지

능을 활용한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집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general한 서비스를 추구해 왔다.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가 이미 완성된

하나의 모델을 통해 해석되고 그 결과물이 제공되는 형식으로, 이러한

서비스는 마치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소품종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한 서

비스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후 시장의 니즈에 따라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가 되었고 다품종 대량 생산까지 진행된 것처럼 앞으로 인공지

능 서비스 또한 모든 것을 하나의 모델에서 판단하고 예측하는 서비스에

더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특징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특화

된 모델과 이를 통한 서비스가 필요해 질 것이라 예측된다. 이것은 IoT

device의 확산과 더불어 Smart Home 또는 Smart Manufacturing 등 특

정 집단의 특정 패턴을 지니는 데이터, 즉 어떤 집단에서 생산된

variance가 낮고 특징이 강한 데이터의 활용에 주요한 해법이 될 것이

다.

[그림 1-1] 기존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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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입력 장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서버에서 학습된 망을

다운로드 한 후 입력 장치가 직접 연산하는 방식의 모델

위의 제안된 모델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연산을 분산하여 처리 할 수 있

게 함과 동시에 유저의 데이터를 이용해 해당 유저에게 더욱 특화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특정 분야에 대해서

는 사용자가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유리하다. 모바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은 1인이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

정용 IoT, 혹은 특정 집단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들 또한 소수의 인원

만 사용하게 되므로 해당 기기들에서 생산되거나 인식되는 데이터들은

규모는 작지만 분산이 작은 데이터이며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지속적으

로 생산되는 데이터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 이렇게 variance가 작은 데

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variance-bias trade off 문제에서 variance 보다

는 bias에 더 가중치를 두어 인식, 예측률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를 통

해 특정인의 생체 신호 분석을 통한 Health Care, 특정 반경의 공간 인

식을 통한 상황 통제 및 조절, 음성인식을 활용한 기기 조작, 활동 인식

및 예측을 통한 편의 제공, 소비전력 감소 등 실제 특정 환경에서 사용

될 경우 예측과 인식률을 높여 사용성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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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Handwriting Recognition

본 프로젝트에서는 개인의 필체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필기체 인식을

진행하였다. 필기체 인식은 사람이 직접 작성한 문자, 즉 작성자의 특징

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데이터를 인식하는 문제이다. Handwriting 데

이터는 작성자의 특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임과 동시에

빅 데이터를 활용한 Neural Network의 탁월한 분류 능력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위의 주제를 실험하기에 매우 좋은 샘플이 될 것이다. 필기체 인

식은 크게 Offline recognition과 Online recognition으로 나눌 수 있는데

Offline recognition은 이미 완성된 필기체 문자 이미지를 이용해 문자

코드로 변환해 주는 것이고 Online recognition은 사용자가 펜이나 손으

로 입력한 문자의 순차적인 위치 데이터의 흐름을 이용해서 문자 코드로

변환 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문자인식은 인식할 문자의 범위를 정하고

주어진 데이터를 전문적인 양식을 활용하여 전 처리 및 특징을 추출한

후에 분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최근 Neural Network의

큰 발전으로 bi-directional and multi dimensional Long short-term

memory(LSTM)[1][2] 기반의 인식기는 2009 ICDAR에서 아랍어, 프랑스

어, 페르시아어에 대해 해당 언어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우승을 하는

등 데이터만 주어진다면 인식할 문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특별히 다른

처리 과정 없이도 성공적인 필기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모바일 기기에서는 Keyboard(버튼 식 입력), Voice input,

Handwriting input 이렇게 세 가지 입력 도구만이 언어 형식의 정보를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기기에게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keyboard를 제외 하고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입력이 어렵기 때문에

language model을 사용하여 추론을 하는 등 부가적인 기법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인식률의 향상은 이루어졌지만 신조어나 독특한 은

어 또는 암호 같은 것들은 입력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handwriting input 에서도 language model을 제거한 순수한 인

식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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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cope of The Project

1.2.1 Handwriting Recognition on Smart Watch

많은 종류의 IoT/wearable 기기가 상품화 되었지만 그 중 가장 먼저

대중적인 제품이 된 Smart watch는 최근까지도 wearable device의 대표

적인 제품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교적 움직임이 큰 활동이나 운동 중

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과는 다른 편의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Smart watch의 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의도

를 구체적으로 기기에게 전달 할 수 있어야 하는데 Small screen device

에서는 작은 화면 때문에 다량의 버튼이 나열된 키보드 방식의 입력은

어려움이 있고 음성을 이용한 입력은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입력하고 있

는 것이 모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거부감과 제약이 크

다고 볼 수 있어 Handwriting 인식이 하나의 주요한 입력 방식으로 인

식되고 있다. 그러나 터치스크린을 통해 받는 모든 입력 방식은 입력 화

면이 작을수록 오입력률이 높아지게 된다. 필기체 인식의 경우 또한 태

블릿이나 패블릿 환경에 비해 인식률이 상당히 저하되며 이로 인해 실제

필기를 할 때 사용자에게 심한 피로감을 주게 된다. 또한 작은 화면에

입력할 때에는 필체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사용자는 독특하고 특

징적인 필체 때문에 특정 문자에 대해 인식이 실패하는 경험을 지속적으

로 하게 된다. 사용자는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해당 기능의 사용

을 더욱 꺼리게 되므로 실사용 인식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상품화 되어 있는 Smart watch의 Handwriting 기능 몇 사용성

은 모바일 환경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중 하나는 small

screen device이기 때문에 정보를 display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과 동

시에 입력 할 수 있는 공간도 작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한 글자 씩 입력하게 되고 그에 따른 예측 값이 동시에 display된다. 이

러한 제약은 오히려 문제를 character 단위의 인식으로 제한 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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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인식 측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력

공간이 작기 때문에 필체가 틀어지고 변형되며 사용자는 글자를 쓸 때

가능하면 획 수를 줄여 쓰려는 경향이 커지며 긴 문장 보다는 짧은 문장

또는 줄임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 같은 특성은 개인의

특징이 더욱 뚜렷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환경을 제공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 때문에 기존의 language model을 사

용하는 이점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순수한 문자 인식률을 높이는 것이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1.2.2 System Description and Goal

본 프로젝트는 개인의 특징적인 데이터 중 하나인 손글씨 데이터를 이

용하여 서버에서 개인의 데이터에 맞게 학습을 진행 한 후에 Neural

Network 연산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를 탑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로

컬 환경에서 필기체 인식을 진행하는 방식을 상정하여 진행되었다. 현업

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기존 HMM 방식의 필기체 인식 대신 소량의 개

인 필기체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여 인공신경망 기반의 학습을 진행하고

여러 종류의 신경망 모델을 실험하여 각 모델의 최적화된 hyper

parameter와 학습에 필요한 적정 데이터 사이즈를 산출해 보고, 각 모델

의 장단점과 trade-off를 고려하여 모델을 선택 후 해당 모델을 타깃 디

바이스에 다운로드 후 기기 내 연산을 통해 분산 처리 할 수 있는 [그림

1-2]와 같은 구조를 특정하여 진행되었다. 제안된 방식을 통해 모든 사

용자는 각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저마다 다른 모델을 통해 데이터를 인식

하고 예측 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모델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weight와 bias를 가지게 되어 해당 사용자에게 특화된 예측 값을 출력하

게 된다. 이러한 맞춤형 모델 또는 가중치들은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데

이터의 양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며 사용자의 데이터가 많이 수집 될수

록 그 예측치도 보다 정확하게 증가하게 된다. 즉 사용할수록 사용성은

더 높아지게 되며 그 효과는 자사 후속 모델에 그대로 이어 적용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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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긴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의 사용방식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따

라 제품의 동작 또한 함께 변화하며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에 따

른 lock-in 효과가 커져 다음번 모델을 구입할 때에도 자사 제품을 재

구매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작성 범위는 개인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인공신경망을

학습하고 인식률을 확인해 보는 것으로 Hardware 측면의 설계와 성능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모든 실험은 지원자 각 개인에게서 2만

개씩 한 세트로 수집한 필기체 데이터 총 20 세트 (총 40만 데이터)를

활용 하였고 Tensorflow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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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Alphabet recognition

2.1 Introduction

Alphabet은 인식은 대문자 26글자 소문자 26글자를 합하여 총 52개의

클래스를 가지는 문자형식으로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개인의 필체를 Neural Network 방식의 여러 모

델을 통해 인식하되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도록 가능한 작은 모델과 적은

데이터로 최대한의 인식률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smart watch에서 alphabet handwriting 인식률은 Language

Model 미사용 시 평균 85.57%로 측정 되었고 소문자만을 실험 했을 때

는 88.46%로 측정 되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그림과 같이 [r, n, v], [f,

s, p, t], [O, D], [y, x]등이 서로 오 인식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개

인의 필체마다 달라지는 결과로 필체 특징에 따라 오 인식 되는 세트 또

한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림 2-1] 오인식되는 글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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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률을 측정 할 때 C, K, O, P, S, V, W, X, Z와 같이 대/소문자의

모양이 동일한 경우는 오답에서 제외 하였다. small screen의 특성상 한

글자 씩 입력이 되기 때문에 주변 글자와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알파벳 종류만 정확하게 인식이 되면 사

용자가 shift 버튼을 통해 수동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language model을

적용하여 prediction 하는 등 부가적인 기능으로 대소문자 전환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입력은 대소문자로 자유롭게

입력을 받되 분류되는 class는 26자로 제한하였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인식률은 Language Model 또는 User Dictionary

사용하여 단어 단위의 예측을 동시에 진행 할 때 더욱 향상 되는데 이것

은 본 프로젝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언급하지 않았다. 본 프로젝트는

낱자의 순수한 인식률을 높이는 것이고 이 결과가 높아지면 Language

Model이나 User Dictionary는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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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NN-based Recognition

2.2.1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3]는 이미지 인식에 탁월한 성능

을 보인 인공신경망 구조로 convolution layer를 가지는 인공신경망을 통

칭하는데 대표적으로 Convolution, subsampling, normalization 과정을

다양하게 수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fully-connected layer를 적용하여 분

류를 진행한다.

[그림 2-2]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대표적인 구조도[4]

위의 그림은 CNN의 구조를 간략하게 도식화 한 것으로, 위의 기능들

을 마치 레고 블록과 같이 활용하여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convolution filter size, pooling method, stride size 같은 인자들도 셀 수

없이 많은 조합이 가능하므로 이론적으로 수없이 많은 종류의 CNN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성능을 내는 CNN 구조를 고안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망 설계를 위해서는 인간의 뇌 또는 인지적인 다양한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최근 까지 발표 된 좋은 성능을 내는 망들에

대한 연구와 응용과 함께 경험적인 부분을 통해서 좋은 설계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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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에는 아주 깊은 망을 학습할 수 있는 기법 또한

많이 연구되어 매우 깊고 다양한 구조의 CNN들이 고안되었고 그에 따

라 성능 또한 점점 좋아지고 있다.

2.2.2 Collected Data Description

해당 실험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는 Smart Watch에서 직접 수집하였

으며 5명의 지원자를 통해 각 2만개의 데이터, 총 10만개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smart watch를 직접 손목에 착용 하도록 하였고 지원자의 움직

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약 일주일에 걸쳐 일상생활 중에 글자를

작성 하였으므로 실제 제품을 사용 할 때와 매우 유사한 환경에서 생성

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림 2-3] CNN 기반의 학습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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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미지 데이터로 36 X 36 크기의 1 channel 데이터 이다.

완성된 이미지 데이터는 사용자가 중간에 오탈자를 인식하고 수정을 한

경우에도 최종 데이터 결과물에는 큰 차이가 없는 장점이 있으며

Convolution 연산을 통해 특징을 추출하는데 용이하다. 그러나 비교적

Raw Data의 크기가 크며 데이터가 대부분 0으로 채워져 있어 raw data

크기에 비해 정보량은 적은 편이다.

2.2.3 Data Proliferation

소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증식이 필요

하다. 본 실험에서는 글자마다 회전, 배율 및 비율 조정, 위치 조정을 통

해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생성하였다.

[그림 2-4] 데이터 증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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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보기에는 비슷한 데이터로 보이지만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완전

히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본 실험

에서는 선택된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data proliferation 이후 약 20~45%

의 인식률 향상을 보였다. 한 사람에게 수집된 데이터는 비교적 분산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필체의 특징을 왜곡시킬 수 있는 글자 왜곡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증식 시키지는 않았다. 회전, 배율 및 비율 조정, 위

치 조정을 조합해서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생산해 낼 수 있는데 본 실험

에서는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66배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 그 이상의 데이터 증식은 validation accuracy 향상에 큰 영향

을 미치지 못하였다.

2.2.4 Cross Validation and Model Selection

1인당 2만개의 데이터 셋을 수집하였는데 Training과 Validation에

1000개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19000개를 Test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훈련

과 검증에 데이터를 비교적 적게 할당한 이유는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1인이 어떤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 다량의 데이터

를 빠르게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단위의 훈련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하였다. 훈련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

록 인식률을 높이는 문제는 쉬워진다. 훈련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 훈

련 데이터에 노이즈가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깊고 방대한 망도

훈련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소위 Big data

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가능한 작은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상품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training data set과 test

data set의 비율을 정하였으며 test data set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프로

젝트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본 프로젝트 모델을 상품화 하여 사용할 경우 초기에는 개인의

데이터 수집량이 미미하여 training에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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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은 양의 test data set은 test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운에 맡기

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에는 test

accuracy를 알 수 없으므로 fine tune을 진행 할 수 없고 미리 정해 놓

은 평균적인 모델을 사용하고 적당한 epoch를 수행해 weight를 생성해

내야 한다. 실험을 위해 사용된 기본적인 모델은 아래와 같다.

[그림 2-5] 실험을 위해 사용된 CNN 구조의 기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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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환경이 테스트 환경 이므로 연산량이 터무니없이 큰 최신

very deep neural network 모델을 피해 layer1, layer2, layer3 3개의

convolution layer와 fully connected layer를 가지는 모델로 MNIST

data에 대해서는 약 99.44%의 인식률을 보이는 모델이다. 위의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weight-bias 초기 값, learning rate, epoch 횟수 등 여러

hyper parameter 결정은 물론 마지막 fully connected layer node의 개

수, convolution filter size 및 stride 종류, polling 방법 등 모델까지 변

경해가면서 cross-validation을 통해 최종 결정 할 수 있다.

훈련 데이터의 Resampling[5]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

명한 bootstrap 같은 경우는 중복을 허용하여 랜덤하게 resampling data

set을 생성하기 때문에 해당 도메인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교적 간

단하고 연산량도 적은 5 fold cross-validation을 사용하였다.

[그림 2-6] k-fold cross validation (k=5)

위의 그림은 k fold cross-validation을 간략히 도식화 한 것이다. 데이

터를 k 등분하여 1/K 부분을 training data set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

분을 validation data set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총 K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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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과 validation을 진행 할 수 있고 그 결과 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주로 전통적인 statistical learning 에 쓰였던

방법으로 데이터가 부족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최근에는 Big data기

반의 기계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Neural network 학습 시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본 프로젝트는 비교적 적은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

므로 해당 기법을 사용한다.

[그림 2-7] validation을 위해 기록 중인 여러 parameter에 대한 결과 값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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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리스트는 validation 과정 중 임의의 한 시점을 기록한 log로 순

서대로 설명하자면 마지막 fully connected layer node의 개수, random

seed, learning rate, dropout 의 keep prob rate, training epoch수, 증식

한 training data set의 개수, 다음으로는 cross validation을 진행한 후

평균 값 인 loss, train accuracy, test accuracy 순이다. 여러 parameter

와 모델을 실험 한 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한 모델을 선택하여 실제

training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test data set을 활용해 실체 test

accuracy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validation을 진행하여 본 실험에서 선택된 모델의 대략적인 스

펙으로는 initial random seed 1004, learning rate 0.0001, dropout rate

0.2, batch size 100, training epoch 수 350, last fully connected layer

node 800, convolution stride [1,1,1,1], add padding, pooling method

max pooling(stride [1,2,2,1]) 등이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brute force한

방법으로 모두 실험해 볼 수 없었으므로 제한된 경우의 수 만큼의 변수

를 두어 실험을 진행 하여 나온 결과 이므로 최상의 값은 아니나 여러

변수들을 사용하여 나온 결과 값이므로 본 프로젝트의 규모에서 적절한

값이 선택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2.2.5 Experiment

2.2.4절의 validation 과정을 통해 해당 모델을 결정한 후 test를 진행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1의 가장 아래서부터 5줄의 기록은 개

인의 데이터 각 각 200, 400, 600, 800, 1000 개를 사용하여 훈련을 시켰

을 때의 결과이고 그 윗줄부터는 각 데이터를 66배 증식시켜 트레이닝을

진행 시켰을 때의 테스트 결과 값이 나타나 있다. 해당 로그는 소수점

아래 일곱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여 표시했기 때문에 train accuracy가

1.0으로 표시된 경우 실제로 1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over

fitting을 의심해 보아야할 정도로 높은 수치임은 사실이나 test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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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원자1 에 대한 결과 값, 350 epoch 일 때의 측정값

또한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것은 본래의 데이터 자체가 분산이 작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13200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한

경우로 본래의 훈련 데이터 200개를 증식시킨 경우이다. 200개의 글자라

면 입력받은 글자의 종류가 총 52개이기 때문에 한 글자 당 평균 4글자

미만으로 할당이 된다. 즉 한 class당 3~4 개의 데이터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을 상회하는 수준의 성능을 보인다

는 것이다. 이 결과는 5명의 결과는 모두 다르지만 증식된 데이터를 기

준으로 2%이내의 오차범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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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5명의 인식률 중 최대값과 최소값

위의 표2-2는 위의 표2-1의 테스트 환경과 모든 조건이 동일한 환경

에서 5명의 데이터 셋을 비교하여 훈련 데이터 개수 별 가장 낮은 인식

률과 가장 높은 인식률을 기록한 것이다. 1000개의 데이터를 증식시켜

66000 데이터 셋으로 훈련시킨 경우 모든 지원자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고 높은 인식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이렇게 훈련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체, 즉 다른 지

원자의 test data set을 test 해 본 결과 13200 데이터 셋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인식률은 약 92%인 반면 타인의 필체에 대한 인식률은 약 80%

로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인식률을 보였다. 이것은 해당 network가 개인

의 특징적인 부분을 매우 잘 학습하였다고 해석 할 수 있겠다.

결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test data set을 가지고 더 실험을 진행해 보

았다. validation을 통해 정해진 epoch 수 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로 학

습을 시키며 인식률의 변화를 관찰해 보았는데 본 테스트 내에서 가장

높은 인식률을 보인 epoch 값은 validation을 통해 정한 epoch 값 보다

더 작거나 높은 횟수로 훈련을 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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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1000 epoch 기록한 정보를 test accuracy 기준으로 정렬

위의 리스트는 200개의 훈련 데이터 셋을 증식시켜 만든 13200개의 훈

련 데이터 셋에 대하여 1000 epoch 만큼 훈련을 시키면서 test data set

에 대한 인식률을 기록한 후 test accuracy가 높은 순으로 정렬 한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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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이다. cross validation을 통해 선택하였던 350번의 epoch 보다 적거나

많은 횟수를 학습하였을 때 test accuracy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

다. 이것은 확률 적으로 필연적인 결과이나 인식률 사이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validation을 진행하고 선택한 모델이

유효하고 의미 있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설명 할 수 있다.

[그림 2-9] mini batch accuracy graph

[그림 2-10] mini batch loss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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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그림 2-10의 mini batch 연산 시 기록한 accuracy와 loss를

보면 훈련이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00 epoch 미만에서는 흔들

리고 튀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나 200 epoch 이상에서는 그 빈도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스케일을 해서 살펴

보면 loss와 accuracy가 거의 같은 시점에 값이 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크기가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둘이 상당히 강한 상

관관계가 있지만 그 값이 비례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1] scaled mini batch accuracy graph

[그림 2-12] scaled mini batch loss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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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학습된 변수들에 대한 분

포를 아래와 같이 출력하였다.

[그림 2-13] distribution of input data

위의 그래프는 input data에 대한 분포이다. input data는 0과 0xff로

이루어진 1 channel image 데이터 이다. 0이 압도적으로 많고 255 주변

으로 조금 형성되어 있다. 참고로 데이터는 0과 255만으로 이루어져 있

으나 프로그램에서 그래프를 그리기위해 data를 옮길 때 실수 형식으로

변환하고 연산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생겨서 송곳과 같은 일자

그래프가 그려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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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CNN Layer1 weights

[그림 2-15] CNN Layer2 weights



- 26 -

[그림 2-16] CNN Layer3 weights

[그림 2-17] CNN Layer4 weights



- 27 -

[그림 2-18] CNN Layer4 bias

[그림 2-19] CNN Layer5 w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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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CNN Layer5 bias

[그림 2-21]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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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의 변수들은 모두 초기 값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따라 무작위

값을 할당한 변수들이다. 모든 변수들의 분포가 초기 값과 다르게 변화

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이 이동하거나 분산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모든 레이어가 학습에 잘 활용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모델이 잘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5번째 layer의 bias 같은 경우

에는 초반에 크게 변하고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1번째 layer 의

weight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크게 변화 하므로 첫 번째 convolution

layer가 자유도가 높고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전반

적인 특징으로 대부분의 그래프가 특정 모양으로 수렴해 가고 있는 모습

을 보이는데 그 모습이 마지막 epoch까지도 관찰 되었으므로 learning

rate를 낮추고 더 학습을 시켜 보면 더 학습이 진행 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인다고도 해석 할 수 있겠다.

2.2.5 Concluding Remarks

본 실험에서는 개인의 필체를 개인 데이터만으로 학습하고 예측해 보

았다. 매우 깊은 구조의 모델이 아닌 비교적 작은 망을 통해 한 class당

3~4개의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데이터 증식과정을 거쳐 학습을 진행하면

상당히 높은 인식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바일에서도 빠른

inference 연산이 가능한 수준의 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실효성 또

한 확인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분산이 작고 특징적인 데이터는 비교적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고 예측률 또한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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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NN-based Recognition

2.3.1 Recurrent Neural Network

RNN(Recurrent Neural Network)[6]는 전통적인 신경망이 수행 할 수

없었던 이전 사건에 대한 추론 과정이 포함 되어 있는 신경망 구조라고

할 수 있겠다. 사람이 매 순간마다 생각을 새로 시작하지 않고 과거의

정보를 활용해 연속적으로 사고한 후에 판단하듯이 RNN 또한 이전의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고안 되었다.

[그림 2-22] RNN의 구조[7]

RNN은 loop가 존재하는 신경망 구조로 loop를 풀어보면 위의 그림과

같이 결국 사슬과 같은 구조를 갖는 네트워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구조 덕분에 어떤 순차적인 데이터 처리에 용이하며 지난 몇 년 동

안 음성인식, 번역, 언어 모델링, 이미지 캡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놀

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기본적인 RNN 구조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장기 의존성 문제, 즉 입력이 길어짐에 따라 오래된 과거의 정보를 연결

하지 못하는 문제를 LSTM(Long Short Term Memory)[8] 네트워크가

해결함에 따라 더욱 다양한 문제에 적용되었고 대단히 잘 동작하여 현재

널리 사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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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LSTM의 구조[7]

LSTM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LSTM의 핵심

은 위의 그림에서 블록 상단을 가로지르는 수평선인 cell state 라는 것

인데 cell state는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와 같이 체인 전체를 따라 똑바

로 진행된다. cell state에 정보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게 해주는

gate라는 구조가 새로 들어온 정보들을 선별하고 변형하여 선택적으로

다음 cell state에 전달 할 수 있게 해준다. LSTM은 cell state를 보호하

고 제어하기 위해 세 개의 게이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sigmoid 게이

트는 cell state에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결정하고 제

거하는데 도움을 주며 두 번째 sigmoid와 tanh층은 새로운 가치 있는

정보를 결정하고 업데이트 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게이트

를 지난 정보와의 연산을 통해 cell state를 업데이트 하고 마지막 게이

트를 통해 출력할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비교적 복잡한 구조 덕

분에 장기 의존성 문제에 강한 순차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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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Collected Data Description

RNN 구조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자

가 입력한 stroke를 순차적으로 저장한 데이터 이다. 0에서 360 사이의

좌표 값을 x, y 쌍으로 가지는 형식이다.

[그림 2-24] RNN 기반의 학습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 예시

위의 그림은 수집된 점들의 좌표 정보를 이용해 점을 찍었을 때 나타

나는 이미지이다. 좌표 값들의 순차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특징은 이미지 데이터와 비교해 비교적 정보량이 많으나 data의 크기는

오히려 작다는 것이다. 또한 한 글자를 표현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가변

적이며 사용자가 입력 중 글자를 수정했을 때 본래 정상적인 데이터와의

정보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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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Model Description

실험에 사용한 RNN 모델은 아래 그림과 같다. 256층의 hidden layer

를 갖는 LSTM cell을 하나 사용하였고 CNN 실험 때와 동일한 방법으

로 cross validation을 진행하여 적당한 parameter들을 선택하였다.

[그림 2-25] RNN 기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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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periment

[표2-3] 지원자1 에 대한 결과 값, 900 epoch 일 때의 측정값

900 epoch의 훈련 후 test 결과는 위의 표와 같다. 가장 아래서부터 5

줄의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 각 각 200, 400, 600, 800, 1000 개를 사용하

여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의 결과이고 그 윗줄부터는 각 데이터를 68배

데이터를 증식시켜 트레이닝을 진행 시켰을 때의 테스트 결과 값이 나타

나 있다. CNN 기반의 모델로 학습시켰을 때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training epoch 수가 많아 졌고 학습 시간

또한 현저하게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RNN 기반 모델은 CNN 기반 모델

에 비해 더 깊은 망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학습 및 연산 속도가 느리

다. 연산 및 예측 속도가 중요한 산업에 사용 될 경우는 예측률과 예측

속도 사이의 trade-off를 잘 고려하여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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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Concluding Remarks

RNN 기반의 모델로도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roke 데이터가 아닌 CNN에서 사용한 이미지 데이터를 위에서부터 분

할하여 32pixel 씩 묶어 RNN의 훈련 데이터 셋으로 사용하여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파벳 분류라는 문제 자체가

비교적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image 데이터나 stroke 데이터 중

어떤 종류의 feature를 training data set으로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 하여

도 적합이 잘 되는 것이라고도 보아도 되겠다.

본 실험을 통해 어떤 사용자의 특징적인 데이터를 사용해 그에 더 적

합한 모델이나 parameter를 선택하고 학습을 진행하면 고유한 weight

값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학습된 망은 해당 사용자에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식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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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Korean Syllable recognition

3.1 Introduction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있는 조합형 문자로 초성에 ㄱㄴ

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ㄲㄸㅃㅆㅉ 19자, 중성에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21자, 종성에 ㄱㄴㄷㄹ

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ㄲ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ㅄ ㅆ 27자 이렇

게 모두 67자가 서로 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이루게 된다. 위의 낱자를

이용해 조합 할 수 있는 글자의 수는 받침 없는 글자 399자(19x21), 받

침 있는 글자 10773자(399x27)로 총 11172자의 한글 음절을 만들 수 있

다. 이것은 유니 코드에 적용된 한글의 코드 형식과 정확히 일치 한다.

이렇게 매우 많은 종류의 글자의 개수는 한글 인식을 어렵게 만드는 요

인 중 하나이며 그 구조 또한 알파벳 보다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글

필기체 인식 문제는 아직도 다른 언어에 비해서 높은 인식률을 얻지 못

한 비교적 어려운 문제이다. 한글 인식문제를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한글 필기체 인식 연구[9] 중에 구글의 인셉션 모듈 기반으로 한 인식률

이 95.848%로 높은 편인데 이것은 총 260,000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520

class 만으로 한정시켜 분류한 결과이다. 국립국어원 ‘현대 국어 사용빈

도2’[10]에 따르면 약 2000여개의 음절이 주로 사용되고 해당 음절들이

총 음절 사용률의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최근 118만개의

데이터 셋을 활용해 2350 class를 분류한 RNN 기반의 한글 필기체 인식

연구[11]가 진행 되었으며 highest accuracy가 86.2%를 기록하였다. 그러

나 해당 2350개의 class는 국립국어원의 주요 2000여개 음절로 이루어

진 것은 아니고 한글 완성형 코드로 표준어조차 다 표현할 수 없는 단점

을 가진 데이터 셋이라는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또한 2005년의 자료로 상당히 오래된 근거 자료이며 해당 작업은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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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출간된 서적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사

용중인 음절 사용 빈도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업에서 사용 중인 솔루션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음절의 개

수를 고려하여 HMM과 SVM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을 이용해 필기체를

분류하는데 비교적 실험적인 인식률은 높은 편이나 입력 불가능한 음절

의 종류가 많고 사용자의 필체에 따라 인식률이 크게 달라진다. 신조어,

은어, 줄임말 등을 쓰는 경우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본 실험에서는 개인의 필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글 필기체 인식을 실

험해 보았다. 한글 음절의 경우 알파벳 보다 입력하는 stroke의 횟수가

월등히 많고 음절 자체의 종류 또한 매우 많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많

은 어려움이 있다. 한사람에게서 1만 여개의 음절을 모두 여러 세트로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미래에도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음절을 그대로 인식하는 방법은 개인 필체 데이터를 이용한

인식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때문에 음절의 낱자를 인식하

여 조합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다. 비록 이러한 학습 방식이 최근 deep learning이 추구하는

End-to-End 방식은 아니라 feature engineering이나 후처리가 필요하지

만 낱자를 인식하여 조합하는 방식은 각 낱자의 인식률만 보장된다면 한

글의 총 음절 1만 여개의 class를 모두 분류 할 수 있게 해주므로 기존

의 분류 방법보다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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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NN-based Recognition

3.2.1 Object Detection

최근 구글이 Tensorlflow를 통해 Object detection API를 공개 하였다.

사실 API 라기 보다는 이미 학습된 망과 더불어 object detection 기능

이 들어 있는 full source를 공개하였고 그에 더하여 자신이 class를 더

추가하여 인식 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림 3-1] tensorflow의 object detection API를 이용해 분류한 사진

해당 API는 여러 CNN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SSD

(Single Shot Multibox Detector) with MobileNet, SSD with Inception

V2, R-FCN (Region-Based Fully Convolutional Network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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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net 101, Faster RCNN with Resnet 101, Faster RCNN with

Inception Resnet v2 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델 또한 등록할

수 있다. 그림 3-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아주 작고 디테일한 오브

젝트는 잡아내지 못하더라도 비교적 쓸만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습할 이미지

데이터 셋과 함께 수작업으로 label과 이미지 내에서 인식해야 할 object

의 경계를 나타내주는 좌표 [ymin, xmin. ymax, xmax] 데이터를 작성

해서 함께 넣어 주어야 한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본 실험은 개인의 필체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모든 사용자 마다 이러한

방식으로 training data set을 만들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

단하여 위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training data set으로 낱자를

독립적이게 수집하여 음절 데이터에서 수작업으로 오브젝트의 경계를 구

분해 주어야 하는 작업을 피하였다. 그리고 해당 낱자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하여 음절 단위로 수집된 test data set으로 인식률을 측정하는 방식

을 사용하였다.

3.2.2 Data Description

해당 실험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 또한 Smart Watch에서 직접 수집하

였으며 낱자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 총 24

class를 2만 데이터 씩 수집 하였다. 위의 그림과 같은 이미지 데이터로

36 X 36 크기의 1 channel 데이터 이다. 이전 실험과 마찬가지로 1천개

의 data set만 training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test에 사용하였고 훈련

데이터 셋을 글자마다 회전, 배율 및 비율 조정, 위치 조정을 통해 데이

터를 증식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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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NN 기반의 한글 인식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 예시

3.2.3 Experiment

한글 낱자에 관해서만 훈련을 진행한 신경망의 테스트 인식률은 아래

와 같이 98%를 달성하였다. 이렇게 훈련된 망을 이용하여 실제 test

data set인 음절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보았다. 필기체의 경우

초, 중, 종성이 분리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object를

선별할 후에 인식을 시키는 방법은 인식률이 너무 떨어졌고 아래 그림

3-3과 같이 인식할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분할하여 50% 이상의 인식률

을 보이는 object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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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object detection 예시

그러나 아래 그림 3-4와 같이 낱자가 정확히 나누어지는 음절은 잘

인식 하였으나 아래 그림 3-5와 같이 이미지의 자소 분리가 어려운 경

우는 인식률이 높지 않았다. 특히 중성이 초성을 감싸는 모양의 음절인

경우 더 인식률이 좋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3-4] 음절을 올바르게 인식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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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음절 인식이 잘못된 예시

3.2.4 Including Remarks

다른 보조적인 수단 없이 위의 알고리즘으로만 실험을 진행한 경우 음

절을 이루는 모든 낱자에 대한 인식이 완벽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

체적인 인식률은 50%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낱자를

찾는 알고리즘을 개선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여지는 많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실제 인식을 진행할 때 neural network 연산을 여

러 번 해야 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현격하게 많아지며 컴퓨팅 파워

나 소모 전류 또한 매우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어 해당 실험의 인식률 개

선은 추후 과제로 남기고 다음 실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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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NN-based Recognition

3.3.1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전통적인 RNN 구조의 신경망은 의미적으로 독립적인 완전한 개체의

입력에 대해 해석하여 정해진 형식에 출력을 내도록 고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함축적이고 연결성이 있는 입력에 대해서는 전처리를

통해 적절히 정의된 의미 단위로 입력 값을 잘라준 후 RNN 신경망에

넣어주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CTC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12]라고 할 수 있겠다. CTC 기법은 연속된 입

력에 대해서 순차적인 labeling을 위해 고안된 RNN의 출력 층 이다. 예

를 들면 연속된 비디오 영상의 frame을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그에 해당

하는 caption이 출력되어 나올 수도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림 3-6] CTC 작동 예시

CTC는 time step에 따른 입력이 망을 통해 해석되어 출력되면 그 출

력 값을 각각의 label 또는 blank label이 될 확률로 계산하고 해당 label

의 결과가 연속적으로 같은 값이 나오면 하나의 label로 묶어 학습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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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 target labeling sequence가 될 확률을 최대로 높이는 작업을 진행

한다. 그러므로 CTC를 활용한 RNN 망의 입력은 target sequence의 길

이 보다는 길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진다.

3.3.2 Data Description

[그림 3-7] RNN기반의 한글 인식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 예시

해당 실험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 또한 Smart Watch에서 직접 수집하

였으며 그림과 같이 stroke 정보를 국립국어원 자료를 기반으로 총 2000

개의 음절을 선별하여 1인당 1만개의 데이터 셋을 수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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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Model Description

[그림 3-8] 한글 인식을 위한 RNN 기반 모델 그래프

RNN에서 나온 결과 값을 CTC loss function을 통해 cost를 계산하였

고 CTC beam search decoder를 사용하여 labeling을 진행해 보았다.

RNN의 hidden layer는 256, RNN layer는 4층을 사용하였으며 dropout

wrapper를 사용하여 drop out 효과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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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lable_base = ord('가‘) #0xAC00

chosung_base = ord('ㄱ‘) #0x1100

junsung_base = ord('ㅏ‘) #0x1161

jongsung_base = ord(‘ㄱ’) #0x11A7

function ( arg ) :

arg -= sylable_base

초성 = jonsung_base + arg % num_jongsung

arg = int(arg / num_jongsung)

중성 = jungsung_base + arg % num_jungsung

arg = int(arg / num_jungsung)

종성 = chosung_base + arg

3.3.4 Experiment

해당 실험을 위해 먼저 시도해본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input

data에 대해서는 data를 x, y좌표 쌍으로 묶은 후 stacking 하여 input으

로 넣어 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x, y 값의 변화량을 각각 묶어 보기도

하고 좌표와 변화량을 모두 넣어 주어 보기도 하는 등 시도를 해보았다.

또한 실제 수집한 label은 한글 음절의 unicode 값인데 훈련 시 사용

할 label 또한 몇 가지 방법으로 변경해 보았다. 실제로는 초, 중, 종성을

분류할 class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키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낱자를

class로 정의해 사용해 보기도 하고 아주 간단한 천지인 방식과 유사하

게 class를 변경해 보기도 하였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쉽게 초, 중, 종

성 분리가 가능하며 초, 중, 종성 분리 후 원하는 종류의 lookup table을

만들어서 class 변경이 가능하다.

[그림 3-9] 한글 자소 분리를 위한 pseudo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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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개의 데이터 셋 중에서 2000개를 training data로 사용하고 나머지

를 test data로 활용하였다. 수집한 음절의 종류가 2000개 이므로 훈련데

이터로 글자별 1자가 할당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시도해

본 방법으로는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델이 training data

조차도 적합 시키지 못하였다.

[그림 3-10] mini batch CTC loss

[그림 3-11] mini batch label erro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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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점과 다음 점사이의 직선거리를 계산하여

적당한 threshold 이하의 점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다.

2. 그룹 내 모든 점을 이은 하나의 궤적의 길이가

정해진 max length를 넘어가면 max length 길이만큼

가능한 수로 등분 하여 다시 그룹을 나눈다.

3. 그룹 내 점들을 이어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이러한 방식으로 한 음절 당 여러 장의 이미지를 생성한다.

4. 망을 학습시키며 좋은 성능을 내는 threshold 값과

max length 값을 정한다.

Input data가 지니고 있는 정보가 모호하고 변동성이 심해 네트워크가

훈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CTC loss가 낮아지지 않았는데

모델이 해당 data의 특징을 파악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위의 RNN 방식의 실험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성과가 좋지 못하여

input data를 변형하여 훈련 시켜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마치 video에

캡션을 붙이듯이 여러 장의 이미지를 통해 음절을 예측하는 방식을 실험

해 보았다. stroke를 적당히 나누어서 그 나누어진 점들끼리는 서로 이

어 주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여러 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RNN 구조의 네트워크에 넣어 훈련 시켜 보았다. 이미지를 생

성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2] 훈련시킬 이미지 생성을 위한 절차

데이터 수집 시 touch down, touch up 이벤트 수집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stroke의 시작점과 끝점의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고 위의

절차대로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image data set을

training data로 사용하여 36x36 크기의 pixel data들을 RNN의 input으

로 넣어 주었다. 훈련 시 batch size는 32로 하였는데 해당 batch의 data

중 가장 이미지를 많이 포함한 data를 기준으로 하여 이미지의 개수가

부족한 데이터는 모든 값이 0인 black 이미지로 padding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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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그림 3-12 절차를 거쳐 생성된 이미지 예시 ‘였’

class의 종류는 ㄱㄲㄴㄷㄸㄹㅁㅂㅃㅅㅆㅇㅈㅉㅊㅋㅌㅍㅎㅏㅐㅑㅒㅓㅔ

ㅕㅖㅗㅛㅜㅠㅡㅣ 총 33 가지로 분류 하였다. 총, 중, 종성 총 68 class로

분류 하였을 때 보다 33가지로 분류 하는 것이 더 인식률이 높았다.

또한 dropout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training data set에 대해 빠

르게 over fitting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RNN layer 마다

dropout wrapper를 두고 0.5%의 dropout rate를 적용하였다.

[그림 3-14] training mini batch label error rate (greedy decoder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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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는 training label error rate 으로 20% 정도로 측정되었는데

accuracy로 바꾸어 보면 약 80%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training시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training시에는 ctc_greedy

decoder를 사용하여 label을 decoding 하였기 때문에 조금 높게 측정되

었고 ctc_beam_search_decoder를 사용하여 테스트 시 10% 미만으로 측

정되어 accuracy는 약 91%로 확인 되었다.

[그림 3-15] test mini batch label error rate (greedy decoder 사용)

[그림 3-16] test mini batch ctc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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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_beam_search_decoder를 사용하여 측정한 highest test accuracy는

72.6% 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한글 필기체 관련 최근 연구가 보여준 결

과 2350 종류의 음절에 대해 500개 샘플로 구성된 데이터를 학습한 망의

highest test accuracy가 86.2% 라는 것을 고려하면, 각 음절에 대해 1개

샘플로 이루어진 총 2000개의 적은 데이터 셋 만으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는 것과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모든 종류의 음절을 인식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3-17] prediction 예시

3.3.5 Including Remarks

본 실험에서는 개인의 한글 음절 필체를 개인 데이터만으로 학습하고

예측해 보았다. 한 음절 당 1개 정도의 비교적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유

효한 feature를 찾아 적절하게 데이터를 변형하고 증식과정을 거쳐 학습

을 진행하면 학습이 가능하고 72%의 낱자 인식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였다. 한글 필기체 인식과 같이 비교적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분산

이 작고 특징적인 데이터는 비교적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실험에 이어 가공된 이미지 데이터를 활

용해 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구조를 적용해 보는 방

법[13], RNN 구조에 batch normalization을 적용해 보는 방법[14], input

sequence에 대해 또 다른 feature를 추출해 망에 적용 시켜보는 방법,

seq2seq 구조를 이용해 보는 방법[15] 등이 유의미한 실험이 될 것이다.



- 52 -

제 4 장 Conclusion

본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인공신경망을 학습하

고 인식률을 확인해 보았다. 기존의 transfer learning과 같은 방법은 기

존의 빅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된 망에 자신의 데이터를 더하는 방식이었

다면 본 프로젝트에서는 소량의 데이터를 증식과정을 거쳐 학습을 진행

하고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험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실험하였을 때 알파벳 인식에 있어서 1000개의 data 기반으로 학습 시

평균 98%의 인식률을 보였고 200개의 data 기반으로 학습 시 평균 86%

의 인식률을 확인하였다. 200개의 data 기반으로 학습하였을 경우 알파

벳 한 글자 당 4개 이하의 data만으로 학습한 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개개인의 인식률이 현재 사용 중인 솔루션의 Language Model을 제외한

순수 알파벳 인식률인 85% 보다 향상되었음을 확인 하였으며 특징이 강

하고 분산이 작은 데이터는 소량만으로도 인공신경망 학습이 가능하고

성능 또한 활용 가능한 수준임을 보았다. 또한 한글 필기체 인식 실험에

서는 어려운 문제의 경우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변형 시

켜 training data를 구성해 주는 것이 학습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을 확인 하였다. Label을 ㄱㄲㄴㄷㄸㄹㅁㅂㅃㅅㅆㅇㅈㅉㅊㅋㅌㅍㅎㅏㅐ

ㅑㅒㅓㅔㅕㅖㅗㅛㅜㅠㅡㅣ 총 33 가지로 재구성 하고 input sequence를

분배해 여러 장의 이미지 set으로 변환한 후 RNN-CTC 구조를 이용하

여 음절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RNN-CTC 구조의 망

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제한된 class만 분류할 수 있었던 단점을

극복하고 한글 음절의 모든 조합을 인식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제안된 모델을 글자 당 1개의 데이터 수준인 총 2000개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결과 최고 인식률은 약 72%로 측정되었다. 개인 필체를 이

용한 한글 인식에 대한 연구는 향후 RNN 구조에 batch normalization을

적용해 보는 방법, CRNN 구조를 적용해 보는 방법, input sequence에

대해 또 다른 feature를 추출해 망에 적용 시켜보는 방법, rcnn 또는

seq2seq 구조를 이용해 보는 방법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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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sonal Characteristic Data

Driven Machine Learning

차 장혁(Janghyuk Cha)

학과 및 전공(영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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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services and applications based on artificial neural

networks are rapidly increasing in mobile environment, and dedicated

hardware for AI is also being installed in mobile devices. In this

global trend, the project targets wearable devices equipped with

dedicated hardware for machine learning. It is a proactive project that

has been carried out to provide more tailored services to each

individuals. The purpose described above was applied to the

handwriting recognition area. The learning based on artificial neural

network was performed using the data created by the only one user

in the device. Instead of handwriting recognition of the existing

HMM method, which was mainly used in the field of work, artificial

neural network based learning was performed using only handwriting

data of the user. In this work, we study the method of selecting

optimal model by learning data through a process of data proliferation

instead of adding data to learned network by using existing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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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transfer learning. We confirmed that the recognition rate and

usability of each individual are improved than the existing ones. We

have found that artificial neural network learning is possible with

only a small amount of data with a strong characteristic and small

variance, and that the performance can be utilized for

commercialization. In the case of the alphabet including upper and

lower case letters, the recognition rate was 98% when training using

1000 data set and the average recognition rate of 86% was obtained

when training using 200 data set. When learning with 200 data bases,

less than 4 pieces of data are learned per alphabet letter. In the case

of difficult problem, it is confirmed through the Korean handwriting

recognition that restructuring of training data and type of label is a

great help to learning.

keywords : Neural network, characteristic data, handwriting

recognition, smart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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