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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대 및 중세 시대의 일본 문자에 대한 데이터세트인 Kuzushiji-MNIST와 Kuzushiji-49를 정확하

게 분류하기 위한 딥러닝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안한다. 최신의 합성곱 신경망 네트워크들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를 선별하고,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Kuzushiji-MNIST와 Kuzushiji-49 데이터세트를 분류하기 위한 학습 

횟수를 선정한다. 또한 Mixup과 Random Erase 등의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높은 정확도를 갖도록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 결과를 살펴보면 MNIST에 대해서는 99.75%, K-MNIST에 대해서는 99.07%, 그리고 K-49에 대해서는 97.56%
의 정확도를 보임으로써 제안한 학습 방법이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은 딥러닝 기반의 기술

을 통해 동아시아와 서양의 역사, 문학, 그리고 문화를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좋은 연구 기반을 제공할 것으

로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deep learning training method for accurately classifying Kuzushiji-MNIST and Kuzushiji-49 
datasets for ancient and medieval Japanese characters. We analyze the lates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networks 
through experiments to select the most suitable network, and then use the networks to select the number of training to 
classify Kuzushiji-MNIST and Kuzushiji-49 datasets. In addition, the training is conducted with high accuracy by applying 
learning methods such as Mixup and Random Erase. As a result of the training,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method can 
be shown to be high by 99.75% for MNIST, 99.07% for Kuzushiji-MNIST, and 97.56% for Kuzushiji-49. Through this 
deep learning-based technology, it is thought to provide a good research base for various researchers who study East 
Asian and Western history, literature,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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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인공지능은 심층 신경망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학습시키고 활용하는 것을 딥러닝(deep 
learning)이라 한다.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면 

딥러닝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다. 인공

지능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다양한데, 본 논문에서는 가

장 널리 사용되는 지도학습법을 사용한다. 지도학습은 

인공지능에게 문제와 정답(데이터세트)을 알려주어 스

스로 문제로부터 정답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만드

는 것(훈련)이다. 좋은 문제와 정답(데이터세트)이 많으

면 많을수록(빅데이터) 스스로 문제를 푸는 능력은 향

상될 수 있다.
딥러닝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일례

로 최근 2018년에 일본, 캐나다 및 미국의 연구자들은 

공동연구로 그림 1과 같은 Kuzushiji-MNIST(K-MNIST) 
및 Kuzushiji-49(K-49)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

다. Kuzushiji 문자는 약 1,000여 년 동안 사용해 왔음에

도 불구하고 현대 일본에서는 독해의 곤란과 관련 전문

가의 부재 등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대부분

의 일본인들은 필기체로 작성된 약 150년 이전의 

Kuzushiji 서적들을 읽지 못하는 실정이다. 데이터베이

스에 대한 연구의 착수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촉

발되었다[1].
한국의 문자가 아님에도 일본의 고대 및 중세 문자가 

중요한 이유는 고대 및 중세 일본이 서양의 문물을 먼저 

다양하고 빈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 문자로 작성된 

다양한 문헌에 동아시아와 서양의 역사 및 문화를 설명

하고 있는 정보를 다수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문서들은 우리에게 과거를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우리는 이전 시대의 세상을 엿볼 수 있도록 해주

고, 우리 자신의 문화, 규범, 그리고 우리에게 반영된 가

치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868년의 메이지 유신을 통해 문화의 

현대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의 개혁을 시도하여 필기 및 

인쇄 시스템에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일본어 현

대화로 인해 공식 학교 교과 과정에서 필기체인 Kuzushiji 
스크립트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게 되었다. Kuzushiji는 

1000년 이상 사용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날 대부분

의 사람들은 150년 전에 쓰이거나 출판된 문헌들을 해

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2][3]. 

상기와 같은 역사적 배경 하, 중세 문자에 대한 연구

와 함께 그 문자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은 딥러닝의 특성을 숙지하고 본 연구에 적용할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는 합성곱 심층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형태의 딥러닝 기

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Fig. 1 Example of Kuzushiji-MNIST database

2012년 AlexNet[4]이 도입된 이후 CNN은 이미지 분

류의 지배적인 접근 방식이 되었다. 그 이후로 VGG[5], 
NiN[6], Inception[7][8], ResNet[9], DenseNet[10] 및 

NASNet[11]을 포함하여 다양한 새로운 네트워크가 제

안되었고 이와 함께 정확도도 꾸준한 개선 추세를 보였

다. 본 논문에서는 K-MNIST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 방

법을 적용함으로써 모델 정확도는 향상시키지만 계산 

복잡도는 거의 변경하지 않는 학습 방법에 대해 제안하

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체로 모델의 선택을 포함

하여 학습률을 조정하거나, 전처리 기법을 적용하는 것

과 같은 일종의 “트릭”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

한 조정을 통해서 학습의 정확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딥러닝의 특성 중의 하나이다[12]. 
본 논문에서는 서장에 이어 2장에서는 K-MNIST와 

주로 사용될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한 학습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4장에서 실험 결

과 및 비교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

론을 맺는다.

Ⅱ. CNN 기반의 딥러닝

2.1. Kuzushiji-MNIST의 소개

K-MNIST 데이터 세트는 NIJL(National Institute of 
Japanese Literature, 국립 일본 문학원)에서 만들어졌고, 
CODH(Center for Open Data in the Humanities, CODH)
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1]. NIJL과 다른 기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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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약 30만권의 오래된 일본 서적을 디지털화하

여 그 중 일부를 번역하고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공개 

데이터로 공유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필사 과

정에서 각 글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지만, 
활용지 않고 있다가 기계 학습 관점에서 여러 기계 학습 

문제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해 CODH에 의해 별도의 데

이터 세트로 만드는 것이 제안되었고, 이로 인해 Kuzushiji 
데이터 세트가 2016년 11월에 발표되었다. 전체 데이터 

세트에는 3,999개의 문자 유형과 403,242개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13]. 
이 데이터세트는 머신러닝과 고대 및 중세 일본어의 

해석이 쉽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18세기에 인

쇄된 35권의 고전 서적에서 스캔한 문자를 사전 처리하

여 3개의 데이터 세트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MNIST[14] 데이터 세트를 대체하는 K-MNIST, 두 번

째는 48개의 히라가나 문자와 하나의 히라가나 반복 마

크를 포함하는 훨씬 크지만 불균형한 K-49이다. 마지막

으로 표본이 거의 없는 희귀 문자를 포함하여 3,832개의 

한자 문자로 구성된 Kuzushiji-Kanji이다. K-49와 

Kuzushiji-Kanji는 데이터세트의 구성이 불균형하기 때

문에 딥러닝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특히 

Kuzushiji-Kanji 데이터는 그 구성이 매우 불균형하기 

때문에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Item
The Number of Dataset

Kuzushiji-MNIST Kuzushiji-49

Training images 60,000 232,365

Training labels 60,000 232,365

Testing images 10,000 38,547

Testing labels 10,000 38,547

Table. 1 Content of dataset

MNIST는 10개의 클래스로 제한되며 Kuzushiji 히라

가나를 완전히 표현하는데 필요한 클래스 49개 보다 클

래스의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Kuzushiji-MNIST를 만

들 때 히라가나의 10행 각각을 나타내는 하나의 문자를 

선택하였다. 표 1 과 같이 K-49에는 49개의 클래스 

(266,407개 이미지)가 있다. Kuzushiji-Kanji는 총 3,832
개의 클래스 (140,426개 이미지)가 있으며, 1,776의 이

미지로 구성된 클래스부터 단일 이미지로 구성된 클래

스까지 다양한 데이터 분포를 보인다. Kuzushiji-MNIST 

및 K-49는 MNIST 데이터 세트와 일치하는 28×28 픽셀 

해상도의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Kuzushiji-Kanji 이미지는 64×64 픽셀의 해상도가 더 큰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K-MNIST는 클래스 간 데이터 구성의 균형을 유지하

는 반면, K-49는 적은 수의 데이터로 구성된 클래스(예 : 
~“ゑ”만 있는 400개 이미지)와 희귀 문자로 이루어진 

클래스로 인해 불균형한 데이터 구성을 가지고 있다. 
Kuzushiji-Kanji 또 한 Kuzushiji 문헌에 나타나는 Kanji
의 고유 빈도로 인한 클래스간 불균형한 데이터 구성을 

가지고 있다. 
각 데이터 세트의 트레이닝 세트와 테스트 세트는 동

일한 35권의 책으로 부터 샘플링 되므로 일관된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있다. K-MNIST의 MNIST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세트의 구성은 Fashion-MNIST[15]로부터 

영감을 얻어 개발되었다. 

2.2. 딥러닝 네트워크

2014년 ILSVRC에서 1등을 수상한 GoogLeNet의 인

셉션 모듈(Inception Module)이 참신한 구조 변화를 보

여주었다. GoogLeNet은 비록 분류의 측면에서는 좋은 

성능을 내었지만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활용도는 낮

았다.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2등을 수상한 VGGNet이 

더 많이 활용되었다. 이후 2015년에 은닉층을 많이 갖는 

딥러닝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기울기 소실 문

제를 다소 해결한 ResNet이 제안되었다. ResNet은 2015
년 ILSVRC에서 오류율 3.6%로 1등을 차지하였다.

AlexNet이 처음 제안된 이후로 CNN구조의 은닉층

은 점점 더 깊어졌고, 층이 깊어질수록 역전파 시 기울

기값이 중간에 소실되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는 문제(gradient vanishing)가 발생했다. ResNet의 핵심 

알고리즘은 그림 2의 잔차블록(residual block)이다. 또 

한 기울기 값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일종의 지름길

(shortcut, skip connection)을 만들었다. ResNet의 성능

이 좋은 이유는 기울기 문제 외에 잔차블록이 앙상블

(ensemble) 모델을 구축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

문이다. 잔차블록의 건너 뛰기 연결(skip connection)로 

인해 입력데이터와 기울기가 오갈 수 있는 통로가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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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idual block of ResNet 

GoogLeNet 연구팀은 인셉션의 구조를 개량하여 다

음 버전의 인셉션 구조를 꾸준히 발표하였다. VGGNet
의 개념을 발전시켜 합성곱 커널에 인수분해 개념을 포

함시켜 은닉층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8]. 인셉션의 첫 

번째 버전에서 사용되었던 배치 정규화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인수분해와 라벨 스무딩, 그리고 보조 분류

기(Auxiliary classifier)를 포함시켜 Inception-V3를 제

안하였다. 그림 3에 인셉션의 은닉층의 노드를 나타내

었다. 세 번째 인셉션은 ResNet[9]과 거의 유사한 성능

을 갖고 있다. 

Fig. 3 Convolution of Inception-V3 

DenseNet[10]은 ResNet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체 네

트워크의 모든 층과 통하는 지름길을 추가하였다. 
DenseNet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그림 4와 같다. 
ResNet은 네트워크에 건너 뛰기 연결(skip connection)
을 추가해서 기울기 소실 문제(degradation)를 해소하고

자하였는데 DenseNet에서는 고밀도 연결(Dense 
connectivity)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였다. 고밀도 

연결 패턴(Dense connectivity pattern)은 몇 가지 중요한 

장점을 갖는다. 첫 번째는 모든 피쳐 맵(feature map)들
을 쌓아오기 때문에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 최대한 가치 

있는 정보가 이동할 수 있다. ResNet같은 경우는 네트워

크 시작 지점 레이어의 정보가 깊은 망을 거치면서 뒤쪽

으로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을 건너 뛰기 연결(skip- 
connection)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 반면에, 밀도 연결 

패턴(dense connectivity pattern)을 사용하면 아예 초반 

레이어의 정보를 쌓아가며 뒤쪽 레이어 까지 전달할 수 

있다. 즉, 오차를 다시 역전파 할 때도 더 효율적으로 전

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 더욱 용이하다. 

Fig. 4 Network structure of DenseNet

두 번째는 다른 네트워크보다 파라미터의 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DenseNet의 레이어들은 다른 

네트워크들에 비해 좁다. 한 레이어당 대략 12개 정도의 

필터를 가지며 이전의 피처 맵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전

체적인 네트워크 내부의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전달한

다. 이는 마지막 분류기(classifier)에 네트워크 내부의 

전체 피처 맵을 골고루 입력할 수 있게 하여 전체 파라

미터의 개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가 충분

히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저수준 피처와 고수준 

피처를 효율적으로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마지막으로 고밀도 연결(dense connection)이 정규

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작은 데이터 셋에서도 과적합 

되는 것을 줄여준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주요 CNN 구조를 이용하

여 K-MNIST를 분류하기 위한 학습을 수행할 것이고, 
K-MNIST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고 실험을 수행

할 것이다. 

Ⅲ. 제안한 훈련 방법

3.1. 기본 학습 방법

본 논문에서는 미니 배치를 이용한 확률적 경사 하강

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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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림 5에 나타냈다[12]. 각 반복에서 무작위로 b개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전처리(Preprocess)를 수행했다. 다
음에 순전파를 시킨 후에(Forward) 경사도를 계산한 다

음(Loss)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Update)한다.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한번 수행한 것을 

epoch라 한다. epoch는 데이터세트의 조건과 학습 상황

에 따라서 결정된다.

initialize(net)
for epoch = 1 ~ K do
   for batch = 1 ~ #(images/b) do
      Images ←Uniformly random sample b images
      X, y ←Preprocess(Images)
      z ←Forward(net, X)
      ℓ←Loss(z, y)
      Grad ←Backward(ℓ)
      Update(net, grad)
   end for
end for

Fig. 5 Training algorithm

3.2. 학습 길이의 결정

가장 먼저 학습의 길이, 즉 몇 번 학습할 것인지 epoch 
수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다. 이때 기본 CNN
에 두 가지 기법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는 학습률 

Warmup인데 이 방식은 초기에 학습률을 0으로 설정하

고 이를 일정 기간동안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이

다. 두 번째는 No bias decay 기법으로 L2 정규화와 가중

치 및 편차의 정규화에 모두 적용한다. 가중치에만 

decay를 주는 것이 과학습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소 경험적으로 적

용하였다. KMINST에 가장 적합한 CNN 모델을 선정하

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법들을 적용하고, 학습횟수에 따

른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CNN 모델에는 MobileNet[16], 
ShuffleNet[17], ShuffleNet-V2[17], Resnet-50[18], 
Inception-V3[8], 그리고 DenseNet[10] 등을 이용하였

다. 표 2에 다양한 CNN을 이용한 epoch에 따른 학습 결

과를 정리하였다. 표 2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DenseNet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epoch은 300이 

되어야 최고의 정확도를 보였다. 

Network [1] K-MNIST
(100 epoch)

K-MNIST 
(300 epoch)

MobileNet [16] 91.73% 　

ShuffleNet [17] 95.73%

ShuffleNet-V2 [17] 96.34% 　

Resnet-50 [18] 97.49% 98.59%

Inception-V3 [8] 97.48% 98.12%

DenseNet [10] 98.19% 98.77%

Table. 2 Training result according to epoch by using 
various CNN

3.3. 학습 기법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 효과의 

상승을 시도하였다. 학습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다양하

다. 최근 아마존에서 발표한 CNN 학습 방법에 대한 논

문[12]에서는 Cosine Learning Rate Decay, Label 
Smoothing, Knowledge Distillation, 그리고 Mixup 
Training 기법들이 최근 CNN 모델들에 가장 적합한 학

습방법이며, 그 효과의 우수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팀

은 이러한 기법들 중 Mixup 훈련 방법[19]과 Random 
Erase 기법[20]을 적용하여 K-MNIST데이터 세트의 학

습에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다. 
섞기(Mixup) 훈련 방법은 데이터세트를 무작위로 추

출한 후에 2개 혹은 그 이상의 데이터를 가중 선형 보간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세터를 만든 후에 이것

을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무작위로 선택

된 두 개의 데이터를  와  라고 하면, 이들

을 이용하여 만든 새로운 데이터는 식 (1)과 (2)와 같이 

가 된다. 여기서 는 0과 1에서 추출한 난수이다. 
즉 Mixup 훈련 방법은 무작위로 샘플링 된 두 개의 이미

지를 블랜딩 하여 하나의 입력 이미지로 만들어 데이터

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K-MNIST 데이터세트

에 Mixup 방법을 적용하여 생성한 데이터 예시를 그림 

6에 나타냈다. 

 (1)
 (2)

Mixup은 두 개의 샘플을 혼합한 결과에 대해 예측을 

하게 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정규

화로 볼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데이터 확대(data 
augmentation)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기법은 영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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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잘 적용되나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기법은 

Manifold Mixup이다[21]. 이 방식은 입력 데이터세트를 

미리 가중 선형적 합을 구하지 말고, 은닉층에서 선형적

으로 보간하는 방식이다. 

(a) (b) (c)

Fig. 6 Mixup result of K-MNIST

Mixup과는 다소 다른 방법이지만 효과가 유사한 잘

라내기(Cutout)와 지우기(Erase) 기법이 있다[20]. 이 두 

방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인데 삭제한 부분을 처

리하는 방법이 다소 다르다. 잘라내기(Cutout)는 지운 

부분을 0으로 처리하고, 지우기(Erasing)는 랜덤값으로 

처리하는 것이 차이다. 이와 같이 매우 유사하지만 두 

방식의 제안 목적은 다소 다르다. 잘라내기(Cutout)는 

정규화를 위한 방법으로, 지우기(Erasing)는 데이터 확

대(Augmentation)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정규화와 데이터 확대(Augmentation)이 사용상에 있어

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K-MNIST
에 더욱 좋은 성능을 높이는 무작위 지우기(Random 
Erase) 방식을 채택하였다. Mixup과 Random Erase를 

K-MNIST에 적용한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냈다.

(a) (b) (c)

Fig. 7 Mixup result and Random Erase of K-MNIST 

표 3에는 DenseNet을 이용하여 Mixup과 Random 
Erase를 MNIST, K-MNIST, 그리고 K-49에 각각 적용

한 결과를 나타냈다. MNIST의 경우에는 99.75%의 매

우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K-MNIST에 대해서도 99.07
의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DenseNet 121 Accuracy

MNIST 
(300 Epoch + Mixup + Random Erase) 99.75%

K-MNIST 
(300 Epoch + Mixup + Random Erase) 99.07%

K-49 
(300 Epoch + Mixup + Random Erase) 97.56%

Table. 3 Training result through training technique

표 4에는 DenseNet을 이용하여 학습 기법을 적용함

에 따라서 K-MNIST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DenseNet 121 Accuracy

100 Epoch 98.19%

300 Epoch 98.77%

300 Epoch + Random Erase 98.88%

300 Epoch + Mixup 99.01%

300 Epoch + Mixup + Random Erase 99.07%

Table. 4 Training result for K-MNIST

Ⅳ. 실험 결과

학습 기법들에 대한 분석 및 적용을 통해서 본 논문에

서는 K-MNIST 데이터세트를 분류하는 문제를 해결하

는 데에 DenseNet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DenseNet을 이용하여 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8은 K-MNIST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분류 결과

를 예시하였고, 그림 9는 K-49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분류 결과를 예시하였다. 

(a) (b)

Fig. 8 Classification result of K-MNIST

(a) (b)

Fig. 9 Classification result of K-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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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에는 DenseNet을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한 과

정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림 10(a)는 기본 모델을 사

용한 것으로 epoch을 100까지 수행하여 결과를 나타냈

다. 앞서 나타낸 것과 같이 이 방법의 경우에는 최대 

98.19%까지의 정확도를 보인다. 그림 10(b)는 Mixup만
을 적용한 것이고, 그림 10(c)는 Randm Erase만을 적용

한 것이고, 그림 10(d)는 둘 다 적용한 것이다. 특이한 점

은 Mixup을 적용할 경우 정확도는 향상되지만 학습 시 

loss 값은 높아진다는 것으로, Loss 값이 0.26정도로 비

교적 높지만 분류의 정확도는 높다는 특성을 보인다. 또
한 Random Erase를 적용한 경우, 학습의 안정화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b), (d)에서 

“Validation Accuracy”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그림 10(d)
의 그래프가 더욱 빠르게 편차가 적은 값으로 수렴되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Mixup
과 Random Erase가 K-MNIST의 분류 문제를 잘 해결하

기 위한 학습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한 결과와 

기존의 논문에서 나타낸 결과를 비교하였다. 기존 방법

에 의한 결과는 [1]번 논문의 연구팀이 추가 연구를 수

행하여 웹 상에 결과를 게시한 것으로부터 가져왔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MNIST에 대해서는 99.75%, 
K-MNIST에 대해서는 99.07%, 그리고 K-49에 대해서

는 97.56%의 정확도를 보임으로써 가장 높은 성능을 나

타냈다. 

(a) (b)

(c) (d)
Fig. 10 Training process graph by using (a) default mode, 
(b) Mixup only, (c) Random Erase only, and (d) both of 
Mixup and Random Erase

Model MNIST K-MNIST K-49

4-Nearest Neighbour Baseline[22] 97.14% 91.56% 86.01%

Tuned SVM (RBF kernel)[23] 98.57% 92.82% 　

Keras Simple CNN Benchmark [24] 99.06% 95.12% 89.25%

PreActResNet-18[25] 99.56% 97.82% 96.64%

PreActResNet-18 + Input Mixup [19] 99.54% 98.41% 97.04%

PreActResNet-18 + 
Manifold Mixup[20] 99.54% 98.83% 97.33%

ResNet18 + VGG Ensemble 99.60% 98.90% 　

Densenet-121(73)
+ Mixup + Random Erase (Proposed) 99.75% 99.07% 97.56%

Table. 5 Performance comparison by model and training 
technique [1][26]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uzushiji-MNIST와 Kuzushiji-49 데
이터세트의 분류를 위한 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을 통해서 CNN으로는 DenseNet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

였고, 300회 이상의 학습을 진행할 경우에 높은 정확도

를 보였다. 여러 학습 기법들 중에서 Mixup과 Random 
Erase 조합이 좋은 학습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실험적으

로 도출하여 Kuzushiji-MNIST와 Kuzushiji-49를 위한 

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딥러닝 기반의 기술

을 통해 동아시아와 서양의 역사, 문학, 그리고 문화를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좋은 연구 기반을 제공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와 같은 첨단 

기술을 수단으로 다양한 학제간 소통과 융합에 일조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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