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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주의 모듈 기반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이미지 분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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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소개된 트랜스포머(Transformer)를 이용한 이미지 분류 방법들은 기존 합성곱 신경망 기반 방법 대비 괄목할 만한 성능 향상
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이미지 영역을 복수의 윈도우 영역으로 나누어 트랜스포머를 적용하는 방
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윈도우 간 관계 및 중요도에 대한 학습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 윈도우의 중요도를 학습에 반영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각 윈도우 영역
에 대한 자기주의(Self-attention) 연산을 기반으로 압축과 완전 연결 계층(Fully Connected Layer)을 통해 각 윈도우 영역의 중요도를
계산한다. 계산된 중요도는 윈도우 영역들 간의 관계를 학습한 가중치로써 각 윈도우 영역에 곱해져 특징 값을 재조정 한다. 실험 결
과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Recently introduced image classification methods using Transformers show remarkable performance improvements over 
conventional neural network-based methods. In order to effectively consider regional features, research has been actively conducted 
on how to apply transformers by dividing image areas into multiple window areas, but learning of inter-window relationships is 
still insufficient. In this pap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propose a transformer structure that can reflect the relationship 
between windows in learning. The proposed method computes the importance of each window region through compression and a 
fully connected layer based on self-attention operations for each window region. The calculated importance is scaled to each 
window area as a learned weigh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ndow areas to re-calibrate the feature valu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effectively improve the performance of existing transformer-base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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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영상 인식 분야에서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1]

를 이용한 심층 신경망 구조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트
랜스포머는 기존 합성곱(Convolution) 연산 대신 특징 간

행렬곱(Matrix Multiplication) 연산을 통해 전역적인 속성

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고성능 영상

인식을 위한 의미론적 해석에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

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주의(Self-attention) 모듈은 트랜

스포머의 핵심 모듈로써 선형 투영된 특징들 간 행렬곱 연

산을 수행한다. 자기주의 모듈을 통해 가중치가 적용된 특

징 값은 다중 퍼셉트론 계층(Multi-layer Perceptron)을 거

쳐 최종적으로 잠재 특징(Latent Feature)으로 압축된다. 트
랜스포머를 이용하여 영상 인식을 수행한 방법 중 가장 대표

적인 방법으로 ViT 모델이 있으며, 자연어 처리에서 토큰

(Token)을 이용하여 연산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분할하여 위치 정보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2]. 그러나 ViT 모델은 이미지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자기주의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의 객체의 특

징을 정밀하게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해 최근 윈도우 영역 기반의 스윈 트랜스포머(Swin 
Transformer) 구조가 제안되었다[3]. 스윈 트랜스포머는 이미

지를 겹치지 않게 분할하여 윈도우 영역을 정의하고, 해당

영역 내에서만 자기주의 연산을 수행하여 지역적인 속성을

효율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윈도우 영역 이동 및 병합을 통

해 연산의 효율을 높였으며, 객체 검출 및 분할 등의 응용을

위한 뼈대 신경망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스윈 트랜스포머의 성공적인 컴퓨터 비전 분야 적용에

힘입어, 윈도우 영역을 이용한 다양한 트랜스포머 기반 신

경망 구조가 최근 활발히 소개되고 있다. Dong[4] 등은 특징

맵(Feature Map)의 행과 열 벡터에 대해 각각 자기주의 연

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신경망 계층 깊이에

따라 행과 열 벡터의 너비를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효율적

으로 특징 추출 및 압축을 수행한다. Yang[5] 등은 각 윈도

우 영역의 주변 영역을 이용한 근거리(Short-range) 관계 학

습과 해당 윈도우 영역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영역을

이용한 장거리(Long-range) 관계 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윈도우 영역의 다양한 공간적 관계를 통해

객체 인식 및 검출 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켰다. Chu [6] 

등도 지역적인 그룹을 정의하여 자기주의 연산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고, 크기를 축소한(Sub-sampled) 특징 지도에 대

해 전역적 자기주의 연산을 적용함으로써 근거리 및 장거리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윈도우 영

역 간 관계 학습을 통해 영상 내 존재하는 다양한 의미론적

특징을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주어진 장면을 이해하

는 데 있어 각 윈도우 영역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윈도우 영역의 중요도를 트랜스포머 기

반 신경망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

은 각 윈도우 영역에 대한 자기주의 연산 결과를 압축 한

후 완전 연결(Fully-connected) 계층을 통해 각 윈도우 영역

의 중요도를 계산한다. 계산된 중요도는 윈도우 영역들 간의

관계 또한 학습한 가중치로써 각 윈도우 영역에 곱해져 특징

값을 재조정 한다. 이를 통해 윈도우 영역 간의 관계를 중요

도 기반으로 적응적으로 고려하여 각 윈도우 영역의 특징

값을 효과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ImageNet[7] 데이터 셋

에 대한 실험을 통해 윈도우 영역의 중요도를 학습에 이용함

으로써 인식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윈도

우 주의 모듈 기반의 트랜스포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3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방법 대비

영상 인식 정확도 성능이 개선됨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서술한다.

Ⅱ. 제안하는 방법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윈도우 영역 기반 트랜스포머 구

조를 개량하여 이미지 분류 성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윈도우 주의 모듈(Window 
Attention Module)을 정의하고 각 윈도우 영역의 중요도를

학습에 반영함으로써 장면 이해를 위해 이미지 내 전역적·
지역적 정보를 균형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스윈 트랜스포머(Swin Transformer)의 구조와
자기주의 연산 수행 영역

스윈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분할된 윈도우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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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의 연산을 수행하여 이미지 특징을 추출한다[3]. 자세

히 살펴보면, 먼저 입력 이미지를 윈도우 영역으로 분할하

고(예를 들면, 그림1의 왼쪽 Swin Transformer의 2번째층

은 4개의 윈도우), 스윈 트랜스포머블록(그림 1 오른쪽참
조)을 이용하여 각 윈도우 영역 내에서 자기주의 연산을 수

행한다. 이 때, 고정된 윈도우 영역으로 인해 이미지 내 콘

텐츠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윈도우 영역을 한 번

이동(Shift)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윈도

우 간 연결성을 효과적으로 학습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 윈도우 영역을 순환이동(Cyclic 
Shift)하여 다른윈도우 영역과 함께 자기주의 연산을 수행

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Shifted Window에서 1번윈도우

영역을 2번과 합쳐새로운윈도우 영역을 정의하고, 윈도우

영역 내에서 자기주의 연산을 수행한다. 기존 트랜스포머

와 달리, 계층적(Hierarchical) 구조를 이용하여 윈도우 영

역을 정의하기 때문에 스윈 트랜스포머 블록의 결과로 도

출된 각 윈도우 영역 기반 특징 맵은 병합되어(그림 1 왼쪽
참조) 다음 스윈 트랜스포머블록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스
윈 트랜스포머는 이미지 분류뿐만 아니라 객체 검출, 영상

분할 등의 분야에서도 뼈대 신경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각 윈도우 영역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이

미지 분류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

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절에서 설명한다. 

2. 기존 윈도우 영역을 이용한 다양한 트랜스포머
기반 신경망 구조

Dong[4] 등은 특징 맵(Feature Map)의 행과 열 벡터에 대

해 각각 자기주의 연산을 수행하는 십자 모양의(Cross- 
shaped) 윈도우 자기주의 연산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신경

그림 2. 스윈 트랜스포머와 십자 모양 트랜스포머의 자기주의 연산 수행 영역 비교(왼쪽) 및 십자 모양 트랜스포머 블록 구조(오른쪽)[4]

Fig. 2. The performing area of self-attention computation for Swin transformer and CSwin transformer(left) and architecture of 
CSwin transformer(right)[4]

그림 1. Swin 트랜스포머의 자기주의 연산 수행 영역과 Swin 트랜스포머의 상세 구조[3]

Fig. 1. The performing area of self-attention computation for Swin transformer and the detailed architecture of Swin transform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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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계층 깊이에 따라 행과 열 벡터의 너비를 조정하는 방식

을 통해 효율적으로 특징 추출 및 압축을 수행한다. 행과

열 벡터에 대한 각각의 자기주의 연산은 헤드를 분리하여

동일 블록에서 수행한다(그림 2 참조). 
Yang[5] 등은 각 윈도우 영역의 주변 영역을 이용한 근거

리(Short-range) 관계 학습과 해당 윈도우 영역과 공간적으

로 멀리 떨어진 영역을 이용한 장거리(Long-range) 관계 학

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Yang[5] 등이 제안한 방법인초점 자

기주의 연산은 근거리 관계에 대한 정보는 서브 윈도우의

영역을 작게, 그리고 범위를 좁게 하여 획득하고, 원거리

관계에 대한 정보는 서브윈도우의 영역을 크게, 그리고범

위를 넓게 하여 획득한다(그림 3 참조).
Chu[6] 등은 고정된 윈도우 영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미지 내콘텐츠의 단절을 윈도우 영역 이동을 통하여 해결

하는 대신 효율적인 전역 자기주의 연산 수행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연산량이 특징 맵 해상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전역 자기주의 연산 대신, 제안하는 방법

은 먼저 각 윈도우 영역마다 선형 연산하여 특징을 압축한

다. 압축된 전역 특징 맵은 키(Key)와 값(Value)으로 활용

하여 전역 특징 맵과의 주의 연산을 수행한다(그림 4 참조). 

3. 윈도우 주의 모듈(Window Attention Module)을
이용한 윈도우 영역 특징 값 재조정

그림 5와 같이 윈도우 영역은 서로 다른 의미론적 정보

(즉, 객체와배경)를 포함하고 있으며, 객체 분류를 위해 각

윈도우 영역의 중요도를 학습에 반영하여 인식 성능을 향

상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윈도우 주의 모듈

그림 4. 하위 전역 자기주의 연산과 트랜스포머 블록의 상세한 구조
Fig. 4. Detailed architecture of transformer block and global sub-sampled self-attention

그림 3. 초점 자기주의 연산의 상세한 구조[5]

Fig. 3. Detailed architecture of focal self-atten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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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Attention Module)을 정의하여 각 윈도우 영역의

자기주의 연산 결과를 중요도에 따라 재조정(Recalibration)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윈도우 영역에서 자기주의 연산을 통

해 계산된 특징 맵에서 각 윈도우 영역에 해당하는 평균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1)

여기서 는 특징 값을 의미하며, 는 윈도우 영역의 크

기를 의미한다. 은 현재 특징 맵에서 정의된 윈도우 영역

의총개수이다. 각 윈도우 영역의평균값을차례대로 연결

하여 다음과 같이 1차원 벡터를 생성한다 (그림 6 참조).

    ⋯  . (2)

이렇게 생성된 윈도우 평균값 기반 특징 벡터는 [8]에서

소개된 방법을 이용하여 완전 연결 계층과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통해 해당 윈도우 영역의 중요도 값으로 계산된다. 

 (3)

여기서 은 완전 연결 계층 연산을 의미하며, 는 선형

투영된  의 각 원소 값에 적용되는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를 의미한다. 식 (3)에서 계산된 값이 각 윈도우 영

역의 중요도로 정의되며, 번째윈도우 영역 내 모든특징

값에 가중치로써 곱해져 중요도에 따라 특징 값을 재조정

하게 된다. 이와같은 연산은 모든채널에서 동일하게 수행

되며 전체적인 과정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7는 제안

하는 윈도우 주의 모듈을 스윈 트랜스포머 블록에 적용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자기주의 연산 결과(즉, 
W-MSA 모듈의 결과와 SW-MSA의 결과)에 대해 윈도우

주의 모듈을 적용함으로써 각 윈도우 영역의 중요도를 학

습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기존 윈도우 영역을 이용

그림 6. 제안하는 윈도우 주의 모듈의 상세 구조
Fig. 6. Details of the proposed window attention module

그림 5. 윈도우 주의 모듈 개념
Fig. 5. Concept of window attent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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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트랜스포머 기반 신경망 구조들은 자기주의 연

산을 수행하는 윈도우 영역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반면, 제안하는 윈도우 주의 모듈은 그림 6과 같이 윈도우

영역 내 자기주의 연산 수행 이후 특징 값을 윈도우 영역

중요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을 수행하여 이

미지 분류 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

4. 이미지 분류를 위한 손실 함수

본 논문에서는 기존 스윈 트랜스포머 구조에 제안하는 윈

도우 주의 모듈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에

초점을맞추었으며, 성능 향상 확인을 위해손실 함수는 스

윈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던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신
경망의 최종예측값에 적용되는손실 함수 은레이블완

화(Label Smoothing) 방법을 통해 구축된 정답값과예측된

결과의차이로 정의한다[9]. 기존레이블은 실제클래스 해당

여부에 따라 0과 1로만 표현되지만레이블완화방법은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함으로써오인식에 의한 성능 저하를

줄일 수 있으며, 학습 모델이 과적합(Overconfident) 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완화된 레이블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9].

  


, (4)

여기서 는 기존 레이블 값이며, 는 레이블 완화 상수

(Label Smooth Value), 그리고 는 전체클래스 개수를 의

미한다. 손실 함수 은 교차엔트로피(Cross Entropy)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og  , (5)

여기서  는 완화된레이블의 번째값으로 이

미지의 실제클래스가 번째클래스인지에 대한 값이다. 
는 이미지가 번째클래스에 속할 확률로 신경망을 통해예

측된 값이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윈도우 주의 모듈이 적용

된 스윈 트랜스포머 기반 심층신경망의파라미터를 학습한

다.

Ⅲ.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평가를 위해 Image 
Net 데이터셋[7]과 CIFAR-100 을 사용하였다. ImageNet 데
이터셋은총 120만 장의 학습 이미지와 5만 장의 성능 검증

(Validation)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000개의클래

스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분류하는 모델

을 학습할 수 있다. CIFAR-100은 × 크기의 작은 이

미지 데이터셋이다. 100개의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
래스마다 500장의 학습 이미지와 100장의 성능 검증 이미

그림 7. 제안하는 윈도우 주의 모듈을 스윈 트랜스포머에 적용한 구조
Fig. 7. Swin transformer with the proposed window attent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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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윈도우 주의 모

듈의 성능 향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스윈 트랜스포머 방

법[3]과 성능 비교를 수행하였다. 또한, Chu[6] 등이 제안한

방법과의 비교도 수행하였다.
스윈 Base 모델과 스윈 Base 모델에 제안하는 윈도우 주

의 모듈이 적용된 모델의 성능 비교를 표 1에 나타내었다. 
Top-N 인식 정확도(Accuracy)는예측된 결과 값에 의해 선

택된 상위 N개 클래스 안에 정답이 존재할 경우를 이용한

성능 지표이다. 표 1의 결과에서볼수 있듯이 제안하는 윈

도우 주의 모듈을 적용하였을 때 Top-1 정확도가 1.08%, 
Top-5 정확도가 0.9% 상승했다. 또한, FLOPs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윈도우 주의 모듈에 의한 연산량 증가는 거의없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분류 결과의 예를 그림 8에
나타내었으며, 인식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Methods Params FLOPs Top-1 acc. Top-5 acc.

Swin-Base[3] 87.77M 15.14G 60.84% 84.83%

Swin-Base w/ 
Proposed 
Method

87.78M 15.14G 61.92% 85.73%

표 1. ImageNet 데이터셋(Validation 셋)에서의 정량적 성능 비교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on the ImageNet dataset (validation 
set)

기존 트랜스포머와의 비교를 위해 동일환경에서 학습이

가능한 Twins-SVT-Small 모델[6]을 비교 모델로 선정하였

다. 스윈 Tiny 모델, 스윈 Tiny 모델에 제안하는 윈도우 주

의 모듈이 적용된 모델, 그리고 Twins-SVT-Small 모델의

성능 비교를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에서 스윈 Tiny 모델

에 제안하는 윈도우 주의 모듈을 적용한 모델의 성능이 기

존 스윈 Tiny 모델과 Twins-SVT-Small보다 향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ImageNet 데이터셋(validation 셋)에서의 제안하는 방법과 Twins- 
SVT-Small[6] 정량적 성능 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proposed methods and 
Twins-SVT-Small[6] on the ImageNet dataset (validation set) 

Methods Params Top-1 acc. Top-5 acc.

Swin-Tiny[3] 28.29M 76.08% 93.27%

Swin-Tiny w/ 
Proposed 
Method

28.30M 76.33% 93.33%

Twins-SVT-S
mall[6] 24.06M 74.72% 92.57%

표 3은 CIFAR-100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 비교를 보여주

고 있다. ImageNet과 달리 CIFAR-100 데이터 셋은 배경

영역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그림 10 참조), 객

그림 8. 윗줄 : Swin-Base 모델 결과. 중간 :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한 모델 예측 결과. 아랫줄 : 정답
Fig. 8. Top : prediction results by Swin-Base model. Middle : prediction results by the proposed model. Bottom: ground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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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배경 영역에서 의미론적 정보를 구분하여 학습하는

윈도우 주위 모듈은 CIFAR-100 데이터 셋에 대하여 효과

적이지 않다. 표 3에서 윈도우 주의 모듈을 적용했을 때 성

능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ethods Top-1 acc. Top-5 acc.

Swin-Tiny[3] 67.33% 89.36%

Swin-Tiny w/ Proposed Method 66.81% 88.95%

표 3. CIFAR-100 데이터셋(Test 셋)에서의 정량적 성능 비교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on the CIFAR-100 dataset (test set)

제안하는 방법은 파이토치(Pytorch)[10] 프레임워크를 기

반으로 구현되었다. ImageNet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에서는

입력 이미지를 무작위로 Crop한 후 × 픽셀 해상

도로 변경하여 학습하고, CIFAR-100 데이터셋에 대한 실

험에서는 × 크기의 입력이미지를 × 픽셀
해상도로 변경하여 학습하였다. 배치 크기는 256으로 설정

하고, 계층 정규화(Layer Normalization)[11]를 통해 파라미

터 값을 정규화하였다. 학습 스케줄러(Scheduler)로는 선형

예열(Linear Warm-up) 수행 후, 학습 속도를코사인 형태로

변형하며 학습하는 스케줄러(Cosine Annealing Learning 
Rate)를 사용하였다. 최적화 알고리즘(optimizer)으로는

AdamW[12]을 사용하였으며, 초기 학습 속도(Learning Rate)
는 로 설정하였다. 학습을 위해 사용된 GPU는 Swin 
트랜스포머 Base 모델은 NVIDIA GeForce RTX 3090 2개
가 사용되었고, 그 외의 실험에서는 모두 NVIDIA TITAN 
Xp 4개가 사용되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분류 성능을 개선하고자 윈도우

주의 모듈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각 윈도우 영역

에 대한 자기주의 연산 결과를 기반으로 각 윈도우 영역의

그림 9. 윗줄 : SVT-Small 모델 결과. 중간 : Swin-Tiny 모델에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한 모델 예측 결과. 아랫줄 : 정답
Fig. 9. Top : prediction results by SVT-Small model. Middle : prediction results by the proposed model. Bottom: ground truth

그림 10. ImageNet 데이터 셋(왼쪽)과 CIFAR-100 데이터 셋(오른쪽)
Fig. 10. ImageNet data set(left) and CIFAR-100 data se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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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를 계산한다. 계산된 중요도는 각 윈도우 영역에 곱

해져 특징 값을 재조정 한다. 이를 통해 각 윈도우 영역이

포함하고 있는 특징의 역할을 적응적으로 학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을 트랜스포

머 기반 신경망에 이용하여 고해상도 이미지 분류 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키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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