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몇 년 동안 딥 러닝 모델은 얼굴 인식, 객
체 인식, 이미지 분류, 의미론적 분할 등과 같은 
컴퓨터 비전 작업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1-3].

본 논문은 작은 데이터 세트에서 이미지 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화된 이미지 분류 방
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에서 우리는 작은 데이터 
세트 이미지의 특징 추출을 실현하기 위해 심화된 
모델 깊이를 사용한다.

Ⅱ. 퓨샷 학습

인간은 최소한의 샘플을 통해 새로운 물체를 인
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사과와 딸기와 
같은 단순한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 책에 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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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사진만 필요하다. 이 인지 능력은 사물에 대한 
지각이다. 신경 세포는 사물의 인지에 필수적인 역
할을 한다. 연구원들은 기계 학습 모델이 특정 범
주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다운스트림 
작업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범주에 대해 학습할 샘
플 수가 적기 때문에 소수의 학습을 빠르게 달성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존의 퓨샷 학습은 훈련 데
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모두 동일한 도메인에서 
온 것으로 간주한다. 다운스트림 작업에 미지의 영
역이 포함되는 경우 기존의 퓨샷 학습 방식은 만
족스럽지 않다.

Ⅲ. 제안 방법

데이터 샘플이 충분할 때 CNN 모델은 구조가 
간단하고 매개변수 양이 적으며 데이터 특징 추출
이 빠르고 예측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미지 인식 및 분류 작업에 적합하다. 그러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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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소규모 데이터 세트의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모델 과적합 및 비수렴을 해결하고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로 사용되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의 새로운 이미지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image classification method based 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which 
is mainly used to solve model overfitting and non-convergence and to improve classification accuracy in image 
classification tasks on small data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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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데이터 세트의 이미지 분류 작업을 처리할 때 
사전 훈련 모델(예: VGG, ResNet 등)이 더 많은 
데이터 특성을 추출할 수 있지만 사전 훈련된 모
델의 결과는 모델 매개변수의 수를 증가시킨다. 결
과적으로 더 깊은 모델 계층 구조가 생성된다. 모
델 학습 시간이 너무 깁니다. 따라서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하여 모델 매개 변수를 크게 늘
리지 않고 CNN 모델 구조를 수정하고 최적화한다.

Ⅳ. 실험 및 결과

CNN 모델과 제안 모델에서 전처리된 데이터 세
트에 대한 분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훈련 데이터
의 배치 수는 64개, 훈련 라운드 수는 100개로 설
정하였다. 그림 1은 정확도와 손실률 곡선을 보여
준다. CNN 모델의 그림 2는 훈련 중 제안된 모델
의 정확도와 손실률 곡선을 보여준다. 예측 데이터 
셋에서 CNN 모델의 평균 정확도는 69.74%이고 제
안된 모델의 정확도는 87.92%이다. 또한 제안된 모
델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VGG16 및 
ResNet50과 같은 딥러닝 모델에서 전처리된 데이
터를 훈련하고 테스트했다.

그림 1. CNN 모델의 정확도 및 손실률 곡선

그림 2. 제안 모델의 정확도 및 손실률 곡선

Ⅴ. 결  론

이 논문은 작은 데이터 세트에 대해 CNN을 기
반으로 하는 새로운 이미지 분류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법은 CNN을 기반으로 하는 작은 데이터 세

트에서 샘플 데이터 기능을 빠르게 추출하기 위해 
컨볼루션 레이어 수의 증가를 사용했다. 그런 다음 
완전 연결 계층을 미세 조정하고 드롭아웃 메커니
즘을 채택하여 가장 광범위한 특징 데이터를 분류 
기능에 유지하여 빠르고 정확한 분류를 달성함으
로써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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