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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인테리어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가정 인테리어도 환경 조성을 

위해 식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활용되는 식물들의 증가에 비해 해당 식물들의 성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식물들의 위험성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

리고 있지만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독

성 식물을 판별하는 합성곱 신경망 모델 기반의 독성 식물 판별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독성 식물 판별을 진

행하기 앞서 네 종류의 모델을 구축하였고 각 모델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모델들에 대해 높은 정확성을 갖는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독성 식물들을 판별할 수 있으며, 독성 식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e technology of interiors is currently developing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various studies, the use of plant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the home interior is increasing. However, households using furniture are designed as 
environment-friendly environment interiors, and in Korea and abroad, plants are used for home interiors. Unexpected 
accidents are occurring. As a result, there were books and broadcasts about the dangers of specific plants, but until now, 
accidents continue to occur because they do not properly recognize the dangers of specific plant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toxic plant identification system based on a multiplicative neural network model that identifies common 
toxic plants commonly found in Korea. We propose a high efficiency model. Through this, toxic plants can be identified 
with higher accuracy and safety accidents caused by toxic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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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내 인테리어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식물들은 꽃가

루를 통한 환각증상과 각종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

는 식물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식물들을 활용해 인테리

어를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에 따라 식물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

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은 특정 식물들에 대해 기본 정보

만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외관상 비슷한 식물

들은 사용자가 판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따라 안전사

고 방지를 위해 독성 식물을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 개

발이 절실하다. 
기존 특정 사물 및 생물들을 판별하는 시스템들은 일

반적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합성곱 신

경망) 모델을 기반하여 설계하였다. 대표적인 모델은 매

년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이미지 분류 경진 대회)에서 상위권을 차지

하였던 AlexNet, GoogLeNet, VggNet 등이 있지만 해당 

모델들은 특징이 뚜렷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들 모델들은 뚜렷

하지 못한 이미지 특징을 분석하는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과 특징이 다양해질수록 이미지 분류에 대한 정확도

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틀을 벗어난 특징을 가진 판별

에 적합한 모델이 절실한 실정이다[1-3].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

인 독성 식물 이미지를 코랩(Colab) 환경에서 CNN 모
델로 학습하여 독성 식물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대표적인 CNN 
모델들 보다 정확하게 식불을 판별하기 위해 모델의 구

성 요소를 분석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 모델 구축의 최

적화를 위해 서로 다른 신경망을 갖춘 네 종류의 모델들

을 구성하였다. 식물 대상으로는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성 식물 8종으로 진행하였다[4].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 대표적인 CNN 모델들에 비

해 독성 식물들에 대해 높은 정확도로 판별할 수 있으며 

자연친화적인 실내 인테리어를 디자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일 것으로 사료된다.

Ⅱ. CNN 모델 및 사용한 데이터

본 장에서는 CNN 모델 개요와 독성 식물 데이터에 

대해 기술한다. 

2.1. CNN 모델

현재 합성곱 신경망은 LeCun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 비디오 등을 분류하는 머신 러닝

(Machine Learning)의 한 종류이며, 딥 러닝(Deep Learning)
에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합성곱 신경망 모델은 

이미지 객체를 인식하여 패턴을 찾는 과정에 유용하며 

데이터에서 직접 학습이 가능하다. 그림 1은 합성곱 신

경망 모델의 일반적인 구조이다[5-7].
그림 1은 특징검출 계층과 분류 계층으로 나눌 수 있

는데 특징검출 계층은 각 Convolution, ReLU(Rectified 
Linear Unit), 풀링 과정을 거쳐 수행된다. Convolution
은 이미지에 필터를 사용해 이미지의 특징에 대하여 활

성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8]. ReLU는 정규화(Normali- 
zation) 기법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며 속

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이는 모든 음수 값을 0에 매핑하

고 양수 값을 유지하며 더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

하게 한다. 또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기울기 소실현상

(Vanishing Gradient)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준다. 풀
링은 비선형 다운 샘플링을 진행하고 네트워크가 학습

Fig. 1 Unilateral CNN Mode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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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파라미터 개수를 줄여 출력을 간소화 시킨다. 분류 

계층은 CNN 모델이 특징검출 후 연결된 노드로 완전연

결계층(FC: Fully Connected Layer)으로 구성된다.

2.2. 독성 식물 판별을 위한 데이터

CNN 모델에 앞서 학습 데이터 수집을 해야 하지만 

저작권 문제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촬영 가능한 식물 이미지를 촬영하고, 현재 촬영이 

불가능한 식물의 이미지는 인터넷상에서 확보하였다. 
실험하고자 하는 독성 식물은 총 8종이며 각각 투구꽃

(Aconitum jaluense Kom), 아이비(Common Ivy), 란타나

(Lantana), 디펜바키아(Deffenbachia), 크로톤(Croton), 
협죽도(Nerium indicum), 피마자(Ricinus communis), 
포인세티아(Poinsettia)로 구성하였다[9]. 그리고 학습 데

이터 확보를 위한 식물들의 이미지는 ImageData Generator 
함수를 사용해 생성하였다. 

그림 2는 투구꽃 원본 이미지에 대해 50픽셀(Pixel) 
씩 좌우 이동(Width_Shift)과 수평 이동(Height_Shift)
을 하였고, 시계반대반향으로 15°, 20°로 회전시켜 데이

터를 확장하여 생성한 이미지를 보인다. 

Fig. 2 Image Augmentation(Aconitum jaluense Kom)

Ⅲ. 독성 식물 판별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논문에서 제안 시스템의 설계 내용을 기

술한다. 

3.1. 제안하는 시스템

제안하는 독성 식물 판별 시스템은 카테고리별 이미

지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하여 독성 식물을 판별할 수 있

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CNN 모델은 

계층의 수를 변경해 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는 

CNN 모델의 특성상 계층의 수에 따라 정확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를 위해 CNN을 사용한 이

유는 다른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

처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즉 수작업으로 제작된 필

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이미지 처리에 대해 최적의 장점

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른 네 가지 모델을 구현하였고, 모델들은 

그림 3과 같은 구조로 수행하였다. Input Data 다중 클래

스는 이미지 판별을 위한 독성 식물들의 데이터이다.

Fig. 3 Toxic Plant Classification System Schematic

그림 4는 8개 클래스 내에 있는 독성 식물들의 대표

적인 이미지이며, 그림 5는 시스템 개발 환경인 코랩

(Colab)[4]의 데이터 연동 과정을 나타낸다. 

Fig. 4 Toxic Plant Pictures

3.2. 독성 식물 판별 모델 설계

그림 3과 같은 구조는 Convolution Layer 3개, Dense 
Layer 2개를 지닌 형태로 네 가지 모델 중에서 파라미터 

값이 가장 많고 제일 복잡한 신경망을 구성하고 있다. 
표 1은 그림 3을 구성하는 신경망을 나타내며 이에 따른 

구성은 각 커널(Kernel) 3✕3 크기의 필터를 8개의 클래

스에 가중치를 포함시킨 연결강도 4개를 곱하여 32개를 

사용하였다. 입력 사이즈는 화면에 나타내는 이미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25✕25, Activation 설정은 정규화기

법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ReLU 함수를 사용한 

뒤 이미지는 Flatten Layer를 통하여 1차원으로 바꿨다. 
모델의 총 매개변수 값은 520,520이며 훈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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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able) 매개변수 값 또한 총 매개변수 값과 동일하다.

Fig. 5 Interlocking Dataflow

Table. 1 Model(Convolution Layer 3, Dense Layer 2)

Layer (type) Output Shape Param # 

conv2d (Conv2D) (None, 23, 23, 32) 896

conv2d (Conv2D) (None, 21, 21, 64) 18496

max_pooling2d 
(MaxPooling2) (None, 7, 7, 64) 0

conv2d (Conv2D) (None, 5, 5, 128) 73856

flatten (Flatten) (None, 3200) 0

dense (Dense) (None, 128) 409728 

dense (Dense) (None, 128) 16512

dense (Dense) (None, 8) 1032

Total params: 520,520, Trainable params: 520,520
Non-trainable params: 0

Ⅳ. 실험 및 정확도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독성 식물 판별 시스템의 실험 및 고찰 

내용을 다룬다. 

4.1. 실험을 위한 시스템 구성

개발 환경인 코랩의 성능은 표 2에 보이고, 표 3은 

CPU와 GPU의 성능 비교를 보인다. 표 4는 실험을 위한 

네 가지의 모델들의 신경망 구조를 나타낸다.

4.2. Epoch에 따른 클래스별 정확도 비교 분석

학습을 위한 클래스는 각각 8, 7, 6개로 수행하였으며 

클래스 수는 판별하기 쉬운 피마자(Class 7)와 협죽도

(Class 6)를 제외해 가며 진행하였다. 모든 이미지는 주

변에서 촬영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하였고, 학습 데

이터와 실험 데이터는 (클래스 수 : 1)로 기준을 정했으

며 네 가지 모델들의 Epoch 학습은 각각 100, 200, 300
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델은 기존에 있는 

일방적인 합성곱 신경망에 대한 모델 중 다층신경망

(Multilayer Neural Network) 구조를 나타내며 이에 따

른 그림 6, 7은 첫 번째 두 번째 모델 실험에서의 정확도

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Table. 2 Colab GPU Performance 

NVIDIA-SMI 418.67   Driver Version: 140.79
CUDA Version: 10.0

GPU Name 
Persistence-M
Fan Temp perf Pwr : 
Usage/Cap

Bus-Id     Disp.A
Memory-Usage

Volatile Uncorr. 
ECC
GPU.Util  
Compute M.

0 Tesla T4 OFF
N/A 77C P0 32W / 70W

00000000:05:00.0 
Off 1207MiB 
/15079MiB

0
0% Default

Processes : GPU Memory
GPU PID Type Process name Usage

Table. 3 CPU GPU Performance Comparison

CPU (s) GPU (s)

3.287129914000616 0.24952856600066298

GPU speedup over CPU: 13x

Table. 4 Models Neural Network

Models Convolution Layer Dense Layer

First 2 1

Second 3 1

Third 2 2

Fourth 3 2

그래프의 X축은 Epoch를 나타내고, Y축은 정확도를 

나타낸다. 그림 6의 첫 번째 모델 그래프에서는 정확도

가 점점 높아지지만 8 클래스를 제외한 나머지 6, 7개 클

래스 모두 Epoch 200 지점부터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모델인 그림 7의 그래프는 7, 8 
클래스가 낮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지만 Epoch 300 기준

으로 정확도가 점점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고, 6 클래스

는 학습의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과소적합이 생겨 정확

도가 낮아졌으며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정확도를 보여

주었다. 이에 그림 8은 은닉층을 추가한 심층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구조로 세 번째 모델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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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며, 세 번째 모델의 Epoch 증가와 클래스의 수

에 따른 모델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은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다층 신경망으로 은

닉층 1개로만 구성하였지만 독성 식물 판별 과정에서 

과소적합이 발생하였고, 첫 번째, 두 번째 모델 모두 학

습량이 늘어났음에도 오차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생겼다.

Fig. 6 First Model Graph By Class According to Epoch 

Fig. 7 Second Model Graph By Class According to Epoch

Fig. 8 Third Model Graph By Class According to Epoch 

Fig. 9 Fourth Model Graph By Class According to Epoch

이에 반해 세 번째와 그림 9의 네 번째 모델은 Epoch
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범위가 축소되었고 정확도가 향

상되었다. 세 번째 모델은 네 번째 모델에 비해 소요시

간이 짧았으며 Epoch 200일 때의 평균 정확도는 95.5%
를 나타내었고, 7 클래스에서 제일 높은 98.57%의 결과

를 보여주었다. Epoch 단일 기준으로 설정할 시 평균 정

확도는 각 Epoch가 100일 때 92.07%, Epoch가 200일 때 

83.03%, Epoch가 300일 때 79.55%로 나타났다. Epoch 
수가 증가할수록 학습에 오류가 생겨 각 모델들의 평균 

정확도가 모두 낮아졌다. 이는 네 가지 모델들의 성능 

평가를 Epoch 단일 기준으로만 진행할 수 없음을 나타

낸다. 이에 본 모델은 성능 평가의 기준으로 평균 정확

도, Epoch 변화에 따른 오차범위, 소요시간을 성능 평가 

기준으로 추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 모델들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세 번째 모

델과 네 번째 모델이 평균 정확도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소요시간과 Epoch 변화에 따른 오차범

위는 세 번째 모델이 네 번째 모델보다 더 우수하였다. 
이로 인해 세 번째 합성곱 신경망 모델이 가장 적합한 

구조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독성 식물 판별

에 있어 네 가지 모델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사

료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독성 식물을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본 시스템의 학습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변의 대

표적인 독성 식물에 대한 이미지를 수집하였고 수집한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회전시켜 학습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이에 따라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네 가지 

모델들에 이미지를 대입하여 학습시켰고, 학습에 따른 

정확도는 각 클래스별, Epoch 증가에 따라 비교 분석하

였다. 이에 따른 정확도는 가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그

래프로 구현해 나타내었다. 그 결과 기존 CNN 모델구

성인 첫 번째 두 번째 다층신경망 구조의 모델보다 제안

하는 세 번째 네 번째 모델인 심층신경망 구조의 모델이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하는 시스템이 많은 종의 독성 식

물을 판별하도록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효율적

으로 독성 식물 판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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