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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데이터의 지능적 처리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해 딥러닝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이 기술은 다층의 데이터 처리 

레이어들로 구성된 계산 모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모델은 여러 수준의 추상화를 거쳐 데이터의 표현을 학습한

다. 딥러닝의 한 부류인 컨볼루션 신경망은 인간 행동 추정, 얼굴 인식, 이미지 분류, 음성 인식 같은 연구 분야에서 많

이 활용되고 있다. 이미지 분류에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컨볼루션 신경망은 깊은 학습망과 많은 부류를 이용하면 효

과적으로 분류율을 높일수 있지만, 적은 부류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기반의 소부류의 분류을 위한 학습망을 제작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한 이미지 DB
를 학습시키고, 객체를 분류하는 연구를 실험 하였으며, 1000개의 부류를 분류하기 위해 제작된 기존 공개된 망들과 

비교 실험을 통해 기존 망보다 평균 7.06%이상의 상승된 분류율을 보여주었다. 

ABSTRACT 

Recently, deep learning is used for intelligent processing and accuracy improvement of data. It is formed calculation 
model composed of multi data processing layer that train the data representation through an abstraction of the various 
levels. A category of deep learning, convolution neural network is utilized in various research fields, which are human 
pose estimation, face recognition, image classification, speech recognition. When using the deep layer and lots of class, 
CNN that show a good performance on image classification obtain higher classification rate but occur the overfitting 
problem, when using a few data. So, we design the training network based on convolution neural network and trained 
our image data set for object classification in few class problem. The experiment show the higher classification rate of 
7.06% in average than the previous networks designed to classify the object in 1000 clas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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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지능적 처리 및 정확

도 개선을 위해 딥 러닝 기술을 응용하고 있다. 딥 러닝

은 다층의 데이터 처리 레이어들로 구성된 계산 모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모델은 여러 수준의 추상화를 

거쳐 데이터의 표현(representation)을 학습한다[1].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은 

딥 러닝을 위한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s) 모

델의 한 종류이다. 얼굴 인식(face recognition), 이미지 

분류(image classification), 음성 인식(voice recognition)

과 같은 연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며[2], 최근에는  

1000개의 부류를 분류하며 성능을 검증하는 대회인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ge)[3]를 통해 높은 성능의 분류 및 탐지 능력가

진 네트워크들이 소개되고 있다. 대표적 네트워크인  

AlexNet[4], GoogleNet[5], VGGNet[6]은 컨볼루션 신

경망을 이용해, 이 대회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으

며, 깊은 레이어 구성을 통해 수백 개의 클래스를 높은 

정확도로 분류해 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가 모든 

분류 문제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과적합(overfitting)은 신경망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는 잘 분류하지만 새로운 패턴의 데이터는 잘 분류해내

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원인으로는 지나친 학습

(overtraining)이나 튜닝, 학습 데이터 부족 또는 데이터

셋 클래스 범주의 잘못된 설정 등이 있다. 특히, 데이터

셋 클래스 범주 설정 문제는 상기에서 기술한 네트워크

들을 특수한 분류 문제에 적용시킬 때 많이 발생한다. 

ILSVRC에서 사용된 클래스 범주보다 적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과적합이 발생 했는지의 여부는 학습 

과정에서 출력되는 학습 오차(training error)와 테스트 

오차(test error)값을 그래프 형태로 변환시켜 확인 할 수 

있다. 테스트 오차 값이 학습 오차 값과 상당히 떨어진 

경우 과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침입자를 판별하기 위해 침입탐

지 시스템의 판별 성능을 높여주기 위하여 딥 러닝(Deep 

Learning)의 부류인 컨볼루션 신경망(CNN)을 기반으로  

사람, 개, 고양이의 소 부류 이미지 데이터 DB를 자체적

으로 구축한 후, 해당 부류를 효과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hyper parameter)를 찾아 모델

링한 Network를 제작한 후 학습을 통해, 분류에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학습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분류를 하는 기존의 연구를, 3장은 제

안하는 학습 Network를 제작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4장

에서는 실험의 결과, 5장은 결론에 대해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2.1. 기존 기계학습 기반의 분류기

기계학습 기반의 분류기는 학습데이터에서 추출된 

특징값들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시킨 후 새

로운 데이터에 대해 예측을 진행 하는 것이다. 기계학

습 알고리즘은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여러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분류 목적에서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SVM 

(Support Vector Machine)[7]과  여러 형태의 학습 알고

리즘에서 분류된 결과물에 가중치를 두어 강한 특징을 

선택하는 AdaBoost(Adaptive boosting)[8] 등이 있다. 

하지만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스스로 특징을 추출하며 

학습하는 CNN과 달리 학습 데이터들에 다양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최적의 모델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2.2.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Convolution은 특정 필터를 이용해, 입력된 이미지에

서 적절한 특징(feature)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

법으로, 이런 방법이 적용된 모델이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이다. CNN은 사람의 시각 피질의 원리

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된 모델로서, LeCun[9]은 해당 

방법을 필기체 인식에 적용하여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

다. 하지만 CNN은 깊은 은닉층과 수많은 뉴런, 방대한 

학습 샘플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습에 많은 연산이 요구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GPU의 발달로 인해, 

이런 문제점은 해결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높은 하드웨

어의 성능으로 인해 거대한 네트워크도 제작이 가능

하여 학습에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ILSVRC

에서 1000개의 대량의 부류에 대해 CNN을 이용한 

방법들이 우수한 분류성능을 보여주었다. 2012년에는  

AlexNet이 CNN과 GPGPU를 이용하여 분류율에서 큰 

성능을 보이며 우승을 하였고, 2013년에는 GoogleNet

과 VGGNet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두 학습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승팀인 GoogleNet의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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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AlexNet과 달리 인셉션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네

트워크를 제작하였다. 하지만 GoogleNet의 구조는 깊

고 복잡하다. 하지만 에러율에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한 VGGNet의 경우 3x3커널만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GoogleNet에 비해 구조적인 측면

에서 훨씬 간단한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쉽게 CNN

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Ⅲ. 제안하는 CNN기반 학습 Network

3.1. 기본적인 CNN의 구성

그림 1과 같이 CNN의 기본적인 구조는 컨볼루션 레

이어(convolution Layer)와 풀링 레이어(pooling Layer),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Fully-Connected Layer)로 구성

되어 있다. 각각 레이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는 입력된 이미지 데

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레이어고, 풀리 커넥티드 레

이어는 추출된 특징들을 이용하여 분류를 하는 레이어

다. 특징 추출단에 속한 컨볼루션 레이어는 정의된 커

널사이즈의 필터를 cross-correlation 연산을 입력 이미

지에 적용해서 이미지의 특징들을 추출하고, 풀링 레이

어는 입력 이미지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줌과 동시에 

강한 특징 값을 추출한다. 이러한 역할을 가진 컨볼루

션과 풀링 레이어들이 반복된 형태로 네트워크는 구성

되어있는데, 입력 이미지는 레이어를 거치면서 컨볼루

션과 풀링 연산이 적용되며 강한 특징들로 구성된 특징 

맵(feature Map)을 뽑아낸다. 각각의 특징 맵의 사이즈

는 전 단의 레이어에서 적용된 커널사이즈에 따라 결정

된다. 분류단에 속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MLP라고 

불리우며, 각각 레이어에 속한 노드들은 서로서로 연결

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파라미터와 연산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는 CNN은 마지막 레이어부

터 초기 레이어까지 역전파(back propagation)하  며 학

습율에 따라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 각 레이어의 파라미

터를 학습시킨다.

3.2. 제안하는 CNN 네트워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경망은 VGGNet을 기반으

로 설계하였다. 아직까지 분류 결과에 좋은 영향을 주

는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네트워크 설계를 위하여 레이어들의 순

서, 컨볼루션 레이어의 커널 개수, 사이즈 그리고 스트

라이드 값을 변경하며 반복 학습을 통해 가장 좋은 결

과를 보여주는 네트워크를 제작 하였다.  제안한 소 부

류의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한 최적의 네트워크의 구성

은 그림 2와 같이, 6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있다. 이미지는  다층의 컨

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며 cross-correlation 연산이 적용 

되고, 가중치 공유 특성을 통해, 같은 형태의 특징맵, 가

중치 벡터, 바이어스(bias)를 공유한다. 이러한 컨볼루

션 레이어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동, 왜곡, 회전등에 불

변한 특징 맵이 추출된다. 제안하는 신경망의 상세 구

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Conv1_1은 입력되는 이미

지가 크기 때문에 커널사이즈: 7×7, stride : 4, pad : 3의 

Fig. 1 Base Architecture of Convolution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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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적용하여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어든 96개의 특징 

맵을 출력한다. 이어서 Rectified Linear Unit(ReLU)활

성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뒤이어 출력된 특징 맵에서 

약한 특징이 연산에 적용되지 않고 강한 특징이 전달될 

수 있도록  LRN(local respond normalization)[4]을 사용

하였다.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Conv1_2는 3×3사이

즈의 커널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크기 변동없이 특징을 

추출하여 96개의 특징 맵을 출력하고, 뒤이어 ReLU활성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와 마찬

가지로 LRN을 사용하였다. 

출력된 특징 맵은 112×112사이즈로 아직 해상도가 높

기 때문에, 풀링 레이어에서 서브 샘플링을 통해 사이즈

를 줄여야 하는데, 최소값 풀링, 평균 풀링, 최대값 풀링

중 맥스 풀링을 사용하였고, 2×2사이즈의 커널을 이용해 

최대값을 가진 특징을 추출하고 이미지의 사이즈를 절반

으로 줄여준다.

Conv2_1과 Conv2_2는 3×3 사이즈의 커널과 ReLU활

성함수로 연속되게 제작하였으며, 더 강한 특징을 추출

하기 위해 출력되는 특징 맵은 128개로 증감시켰다. 이

어서 풀링 레이어를 통해 이미지의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여준다.  뒤이어 연속되는 컨볼루션 레이어는 모두 커

널 사이즈가  3×3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출력되는 모든 

특징 맵은 128개로 고정되어있다.

첫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Conv4_1의 출력 결

과를 받아들이고 4096의 뉴런을 포함한다. 뒤이어 ReLU

와 학습과정에서 오버피팅(over fitting)을 줄이기위해 일

부의 뉴런을 생략하며 학습을 진행하는 Dropout 레이어

를 포함한다. 최종단의 레이어는 30개의 클래스에서 결

과를 낼 수 있도록 Softmax함수를 사용하였다.

Ⅳ. 실험 및 결과

4.1. 실험 샘플 구성

본 논문에서는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 개, 고

양이를 영상에서 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3가지 부류를 

training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최초 학습 집합은 부류별 1만장씩 총 3만장으로 구축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학습 집합은 천만 장 이상의 이

미지를 각 부류별로 모아놓은 ImageNet을 이용해서 구

축 하였으며, 사람 이미지는 자체적으로 촬영해서 획득

한 데이터와 결합해서 구축 하였다. 검증 집합은 부류

별 2500장씩 총 7500장을 사용해서 구축하였으며, 학습 

집합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별하였다. 하지만 학습 결과

물을 이용해 테스트를 한 결과 오버 피팅이 발생하였고, 

분류율은 30%미만으로 출력되었다.

따라서, 분류율을 올리고 오버피팅을 줄여주기 위해 

학습 집합을 세분화하였다. 다시 구축한 학습 집합은 

총 30개의 클래스로 0~9번 클래스는 사람, 10~19번 클

래스는 개, 20~29번 클래스는 고양이로 놔눠 주었다. 학

습 집합이 부족한 경우 이미지를 증감시켜주기 위해서 

로 어파인 변환을 시켜주었고, 각 이미

Fig. 2 Proposed full architecture of our convolution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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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가우시안 잡음 추가 및 명암, 채도를 변경시켜 학

습 집합을 구축하였다. 각 클래스의 학습 집합은 2,000

장씩 총 60,000장으로 구축 하였고, 검증  집합은 500장

씩 총 15,000장으로 구축 하였다.

4.2. 제안하는 CNN 모델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를 실험하기 위한 환경

은 표1과 같다.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한 장의 이미지

를 학습할 때 필요한 메모리 양과 입력된 배치 사이즈

(batch_size)에 따라 필요한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가 달

라진다. 배치사이즈를 줄여 학습을 진행 하게 될 경우, 

사용되는 메모리는 적지만 과적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사용된 그래픽 카드는 12GB의 용량을 가진 

Titan X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딥러닝 프레임 워크는 

공개된 소스인 caffe[10]를 사용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environments.

CPU/RAM Intel Xeon  3.3Ghz / 32GB
GPU NVIDIA GTX Titan X 12GB
framework caffe

네트워크 모델을 학습하는데 고려할 점은 학습에 영

향을 주는 파라미터 값의 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파

라미터 설정을 위해 GoogleNet[5]과 비슷한 설정 값을 

사용한다. 초기 학습율의 값이 클 경우 발산을  하는 대

신 학습 속도가 빨라진다. 반대로 값이 작을 경우 수렴

은 느려진다. 따라서 0.01을 초기값으로 주고, 일정 구

간마다 학습율을 감소하도록 하였다. 

Fig. 3 Graph of Training own Network

깊은 네트워크 모델을 학습하는 경우 경사 하강법

(Gradient descent)을 이용해 최적값을 찾아가는 경우 

해가 발산하거나 지역 최솟점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한

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도록 weight_decay와 

momentum은 0.0002, 0.9로 설정하였다. 그림 3은 제

안한 네트워크가 학습 횟수(iteration)에 따라 변하는 

accuracy와 loss값을 보여주고 있다.

4.3. 실험 결과

3개 부류(사람, 개, 고양이)를 분류하기 위해 제안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학습을 진행하였다. 전체 학습은 

60,000을 반복하였으며, 10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5,000번의 학습 횟수마다 스냅샷을 통해 분류 결과를 

획득 하였다. 제안한 네트워크의 분류률을 평가하기 위

해 사람, 개, 고양이 클래스별 500장 씩, 총 1,500장의 

테스트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그림 4와 같이 테스트 이미지를 입력한 후, 0~9(사

람), 10~19(개), 20~29(고양이) 영역에 출력되는 각각의 

확률 값들을 덧셈하여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영역을 

출력되는 부류로 결정한다. 

Fig. 4 Method of classification 

제안한 네트워크와 기존의 공개된 네트워크와 비교

를 위해 같은 학습 집합, 검증 집합,  테스트 집합을 이

용해 실험을 진행 하였고, 표 2는 분류 결과를 보여준다.

AlexNet, GoogleNet 그리고 VGGNet의 사람 분류율

은 90%이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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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율에서는 GoogleNet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고

양이 분류율에서는 대부분 80%를 넘지 못하였다.

Table. 2 Result of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probability
Network Human Dog Cat
AlexNet 92.6% 77.2% 71.2%

GoogleNet 93.4% 84.6% 75.4%
VGGNet 91.8% 82.8% 77.6%

proposed Net 96.8% 90.8% 89.2%

제안한 네트워크는 iteration 40,000번째에서 Google 

Net보다 약 3.4%상승한 96.8%의 사람 분류율을 보여주

었으며, 개, 고양이 분류율에서는 각각 6.2%, 11.6%의 

상승된 분류율을 보여주었다.

(a)

(b)

(c)

Fig. 5 Example of incorrect classification 

그림 5는 잘못 분류된 입력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a)의 경우 학습에 사용된 사람DB보다 더 많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되는 특징들이 중첩

되어 다른 부류로 분류되었다. 그림 5(b)의 경우, 좌측

의 이미지는 고양이 부류와 비슷한 형태를 가졌기 때문

에 고양이로 분류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우측의 

이미지의 경우 개보다 사람 부류에서 특징을 더 많이 

추출하여 사람으로 오 분류 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었

다. 그림 5(c)의 경우도 (b)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이로 분류 하지 않고 각각 개와 사람

으로 분류 되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NN을 이용해 소 부류를 분류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제안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소분류에 

최적의 네트워크와 파라미터 값을 찾았고, 기존 공개된 

네트워크와 비교하여 더 효과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 

제안된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된 결과물은 추후 감시시

스템에서 움직이는 객체중 사람 객체만 분류하여 추적

할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학습 집합에 

다양한 이미지를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

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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