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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사물 이미지 분류를 위한 계층적 이미지 분류 체계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기존의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분류하는 무 계층 이미지 분류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사한 모양을 가진 사물은 효율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

여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물 이미지에 대해 계층적으로 분류를 시도하는 단계적 계층 구조에서의 이미지 분류 기법을

소개한다. 또한, 실제 시스템에 딥 러닝 이미지 분류가 적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확장성에 대해서 고려하기 위해 확장성

이 고려된 효율적인 클래스 구성 방식과 알고리즘도 소개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상대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인 사물 이미지

에 대해 더 높은 신뢰도로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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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t Image Classification of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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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hierarchical image classification scheme for efficient object image classification. In the

non-hierarchical image classification, which classifies the existing whole images at one time, it showed that objects with

relatively similar shapes are not recognized efficiently. Therefore,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image classification

method in the hierarchical structure which attempts to classify object images hierarchically. Also, we introduce to the

efficient class structure and algorithms considering the scalability that can occur when a deep learning image classification

is applied to an actual system. Such a scheme makes it possible to classify images with a higher degree of confidence in

object images having relatively similar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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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내용

최근 딥 러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및 영상 인식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있

다.[2][3]

딥 러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는 더욱 발전된 삶을 제공해준다. 하지

만 사용자가 기대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

하는 경우 서비스의 사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모든 서비스는 높은 정확도와 신

뢰도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다

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딥 러닝의 인식률을 향상하기 위

한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이미지 분류에서 단계적 계층

구조를 활용하여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한다.

1.2 관련 연구 및 동향

딥 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에서 이미지 인식률

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건

물의 공간 객체를 인식해 사무 집기를 자동으로 관리

하기 위한 연구[4]와 음식 사진을 찍음으로써 음식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5] 등의 연구에서는 일반

적인 분류 방식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분류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항목에 따라 낮은 인식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려는 방법으로 3단

계 계층 구조를 이용한 이미지 분류에 관한 연구[6]가

진행되었고, 이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켜 더 세분된

특징을 이용한 다중 계층 이미지 분류[7]와 같은 방식

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6]과 [7]에서 클래스를 분류하

기 위한 방식은 고정된 분류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체에 대한 확장성이 부족하다. 본 논문의 대

상이 되는 유실물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딥 러닝을 활

용해 유실물 카테고리의 자동 분류를 구현한다면 새

로운 객체가 추가될 때마다 클래스를 재구성해야 하

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는 새로운 물체를 추가하기

위한 유연성이 부족하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했을 때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사물 이미지 분류

를 위한 계층적 이미지 분류 체계 및 클래스 설계 방

안을 소개한다. 이러한 계층적 이미지 분류 체계와 확

장성을 고려한 클래스 설계는 새로운 물체를 유연하

게 추가할 수 있고, 일반적인 휴대 물품처럼 상대적으

로 유사한 사물 이미지에 대해 높은 신뢰도로 효율적

인 이미지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2. 단계적 계층 이미지 분류 구조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인식률 향상을 위해 새로운

학습 모델 제시가 아닌 Tensorflow와 Inception-v3

모델[1]을 활용한 단계적 계층 이미지 분류 체계를 제

안한다.

이를 위해 첫째, 객체들의 공통된 특징을 기반으로

클래스를 나누는 것이 선행되고, 둘째, 단계적으로 클

래스를 분류해 객체를 인식한다.

2.1 클래스 분류

본 논문에서는 <표 1>에 제시한 것처럼 총 36개의

항목에 대해 이미지 분류를 진행한다. 이 항목들은 경

찰청에서 운영하는 lost112.go.kr의 유실물 카테고리

를 토대로 사람들이 주로 분실하는 항목을 랜덤하게

선정한 것들로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을 토대로

이미지 분류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미지 인식

을 위한 단계적 구조의 이미지 분류 방식에 관해 서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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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문 영문 연번 국문 영문

1 MP3 mp3 19 선글라스 sunglasses

2 거울 mirror 20 시계 watch

3 계산기 calculator 21 열쇠 key

4 귀걸이 earring 22 우산 umbrella

5 노트북 laptop 23 이어폰 earphone

6 담요 blanket 24 장갑 gloves

7 립밤/립스틱 lip balm 25 지갑 wallet

8 마우스 mouse 26 충전기 charger

9 머리끈 hair strap 27 카드 card/identification

10 머리띠 headband 28 카메라 camera

11 모자 hat 29 텀블러 tumbler

12 목걸이 necklace 30 파우치 pouch

13 목도리 scarf 31 펜 pen

14 반지 ring 32 필통 pencil case

15 보조배터리 supplementary battery 33 향수 perfume

16 빗 comb 34 헤드셋 headphone

17 생리대 sanitary napkin 35 현금 cash

18 서적 book/notebook 36 휴대폰 phone

<표 1> 기준 물품 목록

2.2 클래스 분류 방식

본 논문에서 분류에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특징은

“재질, 유형, 용도, 범주”이다. 각 항목을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 특징들로 구성하였으며 특징을 추가하

거나 변경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특징

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징이 정의된 후 특징별로 객체마다 적합한 세부

특징에 대해 기입한다. ‘재질’은 객체를 이루는 주된

성질을 의미하며 ‘유형’은 객체의 외형이나 생김새 등

을 의미하고, ‘용도’는 객체가 주로 사용되는 용도를

의미하며 ‘범주’는 객체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는 카테

고리를 의미한다. 단, 세부 특징을 기입할 때는 해당

객체의 모든 아이템에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

만 기입한다. 예를 들어, 담요는 면이나 천처럼 직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담요를 분류할 때 직물이라는

세부 특징을 기입할 수 있다. 반면, 텀블러와 같이 한

가지 재질이 아닌 여러 재질로 만들어지는 경우 하나

의 세부 특징을 선정할 수 없다. 이 같은 경우는 공백

으로 표시한다.

2.3 특징을 이용한 클래스 분류

위 2.2절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정해진

특징 및 세부 특징들을 이용해 객체들의 클래스를 정

의한다. 우선 “재질, 유형, 용도, 범주”와 같은 특징들

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기

준으로 특징별로 같은 세부 특징을 가지는 항목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묶어가며 하나씩 클래스를 구성한다.

하지만 무조건 우선순위가 더 높은 특징을 먼저 이용

해 클래스를 구성할 경우 비효율적인 클래스가 구성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서적, 카드, 현금을

이용하여 클래스를 구성할 경우 ‘재질’의 우선순위가

‘유형’보다 높으므로 서적과 현금이 하나의 클래스로

구성되고, 카드는 기타 클래스로 구성된다. 하지만 ‘유

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세 물품은 ‘평평함’이라는 한

클래스로 구성된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낮아도 기타

클래스에 속하는 항목들의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클래스를 구성한다.

실제로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는 새로운 객체가 계

속해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의 확장성을 고

려해야 한다.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시스템에서

단소를 새롭게 추가하고자 할 때 ‘재질’은 나무 혹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두고 ‘유형’은 막대,

‘용도’는 음악 연주, ‘범주’는 악기라고 기입하면 새로

운 클래스 생성 없이 기존 막대 클래스에 추가하게 된

다. 하지만 확장성이 고려되지 않은 분류체계에서는

새로운 객체인 단소를 추가하기 위해 새로운 카테고

리인 악기를 만든다. 이는 하나의 객체를 위해 새로운

클래스를 연쇄적으로 생성해야 함으로써 클래스의 활

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2.4 클래스 생성을 위한 알고리즘

분류하고자 하는 항목의 개수와 특징 및 세부 특징

이 많아질 경우 사람이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고 클

래스를 구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를

자동으로 구성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이는

깊이 우선 탐색(DFS: Depth-First Search)[13]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합 가능한 모든 경우를 확인하지

만 불필요한 경우의 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성하

였다. 사용자가 기입한 특징들을 추출한 후 클래스를

구성하는 최소 개수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용해 특징 목록을 구성한다. 그 후, 프로그램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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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순서로 탐색을 진행한다.

0/직물 0/종이 1/막대 1/평평 1/포켓

0/직물 1/막대 0/종이 1/평평 1/포켓

0/직물 1/막대 1/평평 0/종이 1/포켓

0/직물 1/막대 1/평평 1/포켓 0/종이

…

1/막대 0/직물 0/종이 1/평평 1/포켓

1/막대 0/직물 1/평평 0/종이 1/포켓

1/막대 0/직물 1/평평 1/포켓 0/종이

…

1/막대 1/평평 0/종이 0/직물 1/포켓

1/막대 1/평평 0/종이 1/포켓 0/직물

1/막대 1/평평 1/포켓 0/직물 0/종이

우선순위를 토대로 “0/직물 0/종이 1/막대 1/평평

1/포켓”을 탐색할 경우 1번 특징들은 순서를 바꿔도

같은 결과 값을 보여주므로 불필요한 반복을 하지 않

도록 하여 시간을 단축한다. 해당 알고리즘은 <표 2>

와 같은 결과를 출력하며 클래스를 분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2>과 (그림 1)은 2.1절에서 정의한

객체들을 특징별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해 클래스를

구성한 결과이다.

Class 1 담요 모자 목도리 생리대 장갑

Class 2 립밤/립스틱 우산 펜

Class 3 서적 카드 현금

Class 4 지갑 파우치 필통

Class 5 이어폰 헤드셋

Class 6 머리끈 머리띠

Class 7 MP3 계산기 노트북 마우스 보조배터리 충전기 카메라 휴대폰

Class 8 거울 귀걸이 목걸이 반지 빗 선글라스 시계

Class 9 열쇠 텀블러 향수

<표 2> 분류된 클래스

(그림 1) 최종 계층 구조

3. 실험 및 결과

3.1 실험 환경 및 실험 데이터

본 논문에서 이미지 학습 및 테스트에 사용된 환경

은 <표 3>과 같다.

분류 학습 환경

Operating system Windows 10 Pro

CPU Intel Core i5-3570

RAM 8GB

Storage SSD 512GB

GPU NVIDIA GTX 1060 6GB

<표 3> 이미지 학습 및 테스트 환경

학습 및 테스트에 사용된 이미지는 각종 포털사이

트에서 무작위로 수집하였으며 각 항목별 개수는 <표

4>와 같고, 총 143,136개(15.4GB)로 구성되어 있다.

연번 국문 학습 이미지 테스트 이미지 총 이미지

1 MP3 2,070 690 2,760

2 거울 1,154 385 1,539

3 계산기 2,650 884 3,534

4 귀걸이 4,021 1,340 5,361

(중략)

31 펜 3,198 1,066 4,264

32 필통 2,029 676 2,705

33 향수 3,790 1,263 5,053

34 헤드셋 2,432 811 3,243

35 현금 2,411 804 3,215

36 휴대폰 3,123 1,041 4,164

합계 107,351 35,785 143,136

<표 4> 이미지 개수 (단위: 개)

3.2 이미지 학습 모델 및 방법

본 논문에서 이미지 학습은 Google의 Inception

-v3[1] 모델과 Tensorflow을 적용한다[12]. 적용된

Inception-v3 모델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Inception-v3 model architecture

3.3 실험 방법

객체별 전체 이미지 개수에서 75%의 이미지는 학

습에 사용하고, 25%의 이미지는 테스트에 사용하였

다. 무 계층에서 사용한 테스트 이미지와 단계적 계층

구조에서 사용된 테스트 셋은 동일하고, 객체별로 몇

개의 이미지가 정확히 선별되었는지에 대한 개수를

구한 뒤 모든 객체의 평균을 인식률로 사용한다. (그

림 3)과 같이 최소 90% 이상 확률로 첫 번째로 이미

지 분류에 성공하였을 때 이미지 인식에 성공한 것으

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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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미지 최종 인식 결과

3.4 무 계층에서의 실험 결과

단계적 계층 구조를 적용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인

식률이 상승하는지 비교를 위해 무 계층 구조에서 테

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 결과는 <표 5>와 같다.

신뢰도 분류 성공(개) 분류 실패(개) 비율(%)

90% 이상 22,272 13,513 62.24

95% 이상 17,412 18,373 48.66

99% 이상 8,800 26,985 24.59

<표 5> 무 계층 구조 테스트 결과 요약

이는 기준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정확하게 분류하

는 이미지의 개수가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실제 이미지 분류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적용하기 힘든 수치를 보여

준다.

3.5 단계적 계층에서의 실험 결과

단계적 계층 구조에서의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클래스를 정상적으로 분류한 확률은 96.69%로 나타

났다. 이는 총 35,785장의 이미지 중 약 34,600장이

정상적으로 1계층에서 클래스 분류에 성공한 것을 의

미한다.

최종 이미지 분류 테스트 결과는 <표 6>과 같다.

무 계층과는 달리 신뢰도가 증가하여도 인식률의 감

소폭이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신뢰도 분류 성공(개) 분류 실패(개) 비율(%)

90% 이상 31,960 3,825 89.31

95% 이상 30,100 5,685 84.11

99% 이상 24,613 11,172 68.78

<표 6> 계층 구조 테스트 결과 요약

3.6 평가

앞선 결과에 따라 무 계층과 단계적 계층 구조에서

의 이미지 인식 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Inception-v

3의 모델 자체가 훌륭하여서 기본적인 인식률이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지 분류의 정확

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0
10000
20000
30000
40000

90% 95% 99%

무 계층 계층

(그림 4) 무 계층과 단계적 계층 구조의 인식률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무 계층과 단계적 계층

구조의 인식률이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차이가 벌어지

는 모습을 보여준다. 90%의 정확도로 이미지 분류에

성공한 개수는 무 계층 구조에서는 22,272개이고 계

층 구조에서는 31,960개로 약 44% 상승한 모습을 보

여준다. 또한, 95%의 정확도로 이미지 분류에 성공한

개수는 각각 17,412개, 30,100개로 약 73% 더 높아졌

다. 마지막으로 99%의 신뢰도에서는 무 계층 구조에

서 8,800개, 계층 구조에서는 24,613개로 약 180% 상

승한 결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무 계층 구조에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보다 단

계적 계층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더 높은 신뢰도로 이

미지를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더욱 높은 신뢰

도로 인식 결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4. 결 론

기존의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분류하는 무 계층

이미지 분류에서 상대적으로 유사한 모양을 가진 사

물을 효율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적 계층구조에서의 이미지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고 이는 사물 이미지를 높은 인

식률로 분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또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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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한 클래스 설계 방식을 통해 새로운 물체가

추가되었을 때도 전체 객체를 처음부터 재학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다. 추후 사물에 대

해 명확한 특징을 추출해 효율적으로 그룹화할 수 있

는 방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더 높은 인식률과 확장성

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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