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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ltural background of users utilizing image search 
engine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atisfaction of the 
search resul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cultural context of images for more 
accurate image search.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how 
the cultural context of images can affect the performance 
of image classification. To this end, we first collected 
various types of images (e.g,. food, temple, etc.) with 
various cultural contexts (e.g., Korea, Japan, etc.) from 
web search engines. Afterwards, a deep transfer learning 
approach using VGG19 and MobileNetV2 pre-trained with 
ImageNet was adopted to learn the cultural features of the 
collected images. Through various experiments we show 
the performance of image classification can be differently 
affected according to the cultural context of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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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터 비전 및 딥러닝의 발달로 인하여 멀티미디어 

검색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용자

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다. 특히, 이미지 검색의 경우 검색 결과에 대한 만족도

가 사용자의 문화적 배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
를 들어, 동일한 질의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차이

에 따라 시각적으로 완전히 다른 객체를 의미할 수도 있

다. “Temple”이라는 질의어로 이미지 검색이 수행되었

을 때, 그림 1과 같이 한국 문화권의 사용자에게 태국의 

temple 관련 이미지만을 검색결과로 제공해준다면 검색 

만족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지의 

문화적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용자의 검색 의도

와 요구에 적합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1 Cultural difference of Temple images

최근, 컴퓨터 비전 기술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컨텍스

트를 분류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2]의 연구에서는 컬러 히스토그램, 텍스처 등을 이용하

여 포스터의 장르를 분류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3, 
4]의 연구에서는 도시 및 패션 사진을 대상으로 이미지 

스타일, 사진 기술, 미적 특성, 문화적 배경, 브랜드 특성

을 기반으로 도시의 특성을 정의해보고자 하였다. 이러

한 연구들은 영화 포스터, 도시/패션 이미지 등 특정 도

메인에 대한 전처리와 학습 모델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엔진에서 수집한 6가
지 일상적인 카테고리의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동아시

아권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이미지 분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ImageNet을 바탕으로 사전 학습된 VGG19 [5]와 

MobileNetV2 [6] 모델의 Deep CNN feature를 이용하여 

전이 학습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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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2.1. 데이터셋

본 연구에서는 Downtown, Food, Market, Palace, 
Park, Temple을 수집 대상 카테고리를 선정하였다. 동
아시아권 국가로는 한국, 중국, 일본, 태국, 인도를 선정

하였으며 표 1과 같이 “카테고리” + “국가” 키워드로 

Flickr와 Bing을 통하여 이미지들을 크롤링하였다. 크롤

링 된 이미지들 중 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은 이미지들

은 데이터 집합에서 제외하였다. 표 1과 같이 각 국가별, 
카테고리 별로 700~900장의 이미지가 수집되었다. 

Table. 1 Configuration of a dataset
category

culture Downtown Food Market Palace Park Temple

China 864 960 993 741 819 947
India 736 952 978 922 857 978
Japan 955 929 949 987 722 954
Korea 784 965 995 979 804 750

Thailand 715 899 989 991 767 979

2.2. 실험 디자인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이미지 분류 양상

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1): 단일 카테고리 이미지 집합에 포함되어 있

는 각 이미지의 국가 레이블 분류 성능의 비교 평가 

(예: 임의의 Temple 이미지의 국가 레이블 분류)
∙실험 (2): 단일 국가 이미지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각 

이미지의 카테고리 레이블 분류 성능의 비교 평가 

(예: 한국 이미지들에 대하여 6개의 카테고리 분류)
∙실험 (3): 국가별 이미지 집합에 대한 교차 학습 및 그

에 따른 이미지 분류 성능의 비교 평가 (예: 한국 이미지 
집합을 대상으로 카테고리 분류를 학습한 모델을 바

탕으로 중국 이미지 집합에 대한 카테고리 분류 수행)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비교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

여 CNN 기반의 심층 전이학습 모델을 활용하였다. 십
층 전이 학습은 원본 도메인의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학습된 특정 딥러닝 모델을 타겟 도메인의 분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혹은 전체를 활용하는 학습 기법

이다 [7].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의 공통적인 특성을 효

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feature로서 ImageNet을 바탕

으로 사전학습 된 VGG19와 MobileNetV2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이를 각 카테고리별 문화 분류 문제를 해결하

고 관계를 해석하기 위한 전이 학습을 수행한다. 즉, 그
림 2와 같이 각 실험을 위한 모델 학습을 전이학습을 통

하여 수행한 후, 해당 모델을 이용하여 테스트 이미지들

에 대한 분류 작업을 진행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2 Fine-tuning with pre-trained models

Ⅲ. 실험 결과

3.1. 실험 환경

실험에는 1개의 NVIDIA GeForce GTX1080Ti GPU
를 사용하였다. 딥러닝 모델의 구현을 위하여 Keras를 

활용하였으며 Seleniu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이미지

크롤링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28,415의 전체 데이터에

서 21,439개를 train dataset으로 5,421개를 test dataset으
로 무작위 분할하였다. VGG19와 MobileNetV2 모델 학

습 시 categorical cross entropy loss와 Adam optimizer를 

사용하였다.

3.2. 실험 결과 및 분석

3.2.1. 국가 레이블 분류 성능 비교 평가

표 2는 카테고리 별 이미지 집합에 대하여 국가 레이

블 분류를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VGG
와 MobileNetV2는 각각 평균 53.2%와 48.9%의 정확도

를 보였다. 두 모델 모두 Palace 카테고리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Downtown 카테고리에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Palace 
카테고리는 국가별로 시각적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 반

면, Downtown 이미지는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실험 결과는 동일한 카테고리

라 하더라도 국가별 문화 차이에 따라 시각적 특징이 다

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일부 카테고리들에 대해서는 심

층 전이학습을 통하여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시각 특징 

학습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 Comparison of test accuracy

Downtown Food Market Palace Park Temple
VGG 40.14 46.03 42.51 71.94 44.57 73.87
MN2 33.69 44.55 41.52 72.75 40.60 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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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of Downtown images

Fig. 4 Example of Palace images

3.2.2. 카테고리 레이블 분류 성능 비교 평가 

표 3은 국가 별 이미지 집합에 대하여 카테고리 분류

를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VGG와 

MobileNetV2는 각각 평균 75.3%와 72.4%의 정확도를 

보였다. 실험 1과는 달리, 각 국가별 이미지 집합 안에서 

카테고리를 분류하기 위한 모델들의 성능은 약 65~80%
로 비교적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동일 카테고리에 내

에서 문화적 차이에 의한 분류보다는 동일 문화권 내에

서 카테고리 차이에 의한 시각적 분류가 더욱 수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MobileNetV2
에 비하여 VGG 모델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습이 진행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이미지 집합의 학습

에 소모된 시간은 VGG19 모델이 689분, MobileNetV2 
모델이 117분으로 모바일 추론을 위하여 경량화 된 

MobileNetV2가 학습 시간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림 6은 분류 성능이 가장 높은 일본 이미지들

의 예제로서 각 카테고리 간에 시각적인 차이가 비교적 

분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3. 교차 학습 분류 성능 비교 평가 

마지막으로, 각 국가별 이미지 집합을 기반으로 카테

고리 분류를 위한 심층 전이학습 모델을 학습시킨 후, 
해당 모델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 이미지에 대한 카테고

리 분류를 수행하는 교차 학습을 수행하였다. 표 4와 표 

5는 MobileNetV2와 VGG19모델을 이용하여 교차 학습 

및 분류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 2에 비하

여 전반적으로 교차 학습시에는 성능이 저하되는 모습

을 보였으며, 평균 성능의 측면에서는 MobileNetV2는 

59.3%, VGG는 59.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각 

국가별 정확도는 다른 패턴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모델 모두 India, Japan, Korea는 유사한 

성능을 보였으나 China와 Thailand의 경우 반대의 양상

을 보였다. 

Table. 3 Comparison of test accuracy
China India Japan Korea Thailand

VGG 70.57 78.29 77.39 74.74 75.44
MN2 66.29 72.84 78.75 68.92 75.34

Fig. 5 Accuracy and loss for Japan dataset

Fig. 6 Example of images in Japan dataset

Table. 4 MobileNetV2 cross-dataset accuracy
China India Japan Korea Thailand Avg.

China - 50.33 61 57 52.33 55.16
India 54.33 - 56.83 56.33 57.16 56.16
Japan 64.33 56.5 - 65.66 59.16 61.41
Korea 57 61 63.5 - 59 60.12

Thailand 61.5 68.83 59.83 65 - 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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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GG19 cross-dataset accuracy
China India Japan Korea Thailand Avg.

China - 60.5 64.83 63.5 61.66 62.62
India 52.33 - 57.33 57.66 59.5 56.70
Japan 62.5 55.83 - 64.66 54.16 59.28
Korea 60.16 62.16 63.33 - 56.83 60.62

Thailand 54.83 64.5 59.16 57.33 - 58.95

그림 7과 그림 8은 각각 최저 성능을 보인 모델 

(MobileNetV2: China, VGG19 모델: India)의 confusion 
matrix를 나타내고 있다. MobileNetV2 China 모델을 

India 이미지 집합에 적용한 결과, 대다수의 이미지가 

downtown과 temple로 분류되어 50%의 성능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국가에 적용했을 때도 이 두 개의 

카테고리에 분류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VGG19 
India 모델의 경우에는 downtown과 palace에 분류가 집

중되었으며, Thailand 이미지 집합에 적용했을 때 

temple에 특히 분류가 집중되어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Confusion matrix of China model (MobileNetV2)

Fig. 8 Confusion matrix of India model (VGG19)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심층 전이 학습을 통한 분류 실험을 통

하여 이미지에 내포된 문화적 특성이 성능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단일 국가 이미지 집

합 내에서는 카테고리 분류가 비교적 만족스러운 성능

을 보였으나 (실험 2), 전체 집합 (실험 1) 혹은 국가별 

교차 분류 (실험 3)에서는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보다 정교화된 딥러닝 기반 

모델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문화권에 보다 적합한 이미

지 결과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

여 웹 검색 시스템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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