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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처리에서 데이터 증강(Data augmentation)은 단순히 사진을 편집하여 사진의 개수를 증강하는

것이다. 단순 데이터 증강은 동물의 반점이나 다양한 색깔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

에서는 GAN을 통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CycleGAN을 사용하여 GAN 이

미지를 생성한 뒤, 데이터 증강을 거쳐 동물의 종 분류 정확도를 측정한다. 정확도 비교를 위해 일반

사진으로만 구성한 집단과 GAN 사진을 추가한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ResNet50을 사용하여 종 분

류 정확도를 측정한다.

1. 서론

이미지 분류(Image classification)는 인공지능을

통해 사진에 있는 사물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사진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움직임이 불규칙한

동물의 특성상 이미지 분류에 적합한 사진을 대량으

로 수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1]. 그래서 제한된 개

수의 사진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진 개

수를 증강하는 데이터 증강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방법은 사진 일부를 자르거나, 크기를 변경하거나,

무작위로 모자이크를 그려 넣거나, 기울기 등을 편

집하여 사진의 개수를 증강한다[2]. 그러나 한 장의

사진을 편집하여 개수를 증강하는 방식의 경우, 동

물의 반점이나 다양한 색상이 혼합되어있는 요소들

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

양한 색상과 반점을 가지고 있는 반려견 사진 데이

터를 GAN에 학습시킨다. 그리고 GAN을 통해 반점

이 없거나, 한 색상으로 되어있는 반려견 사진 데이

터에 여러 색상요소를 반영한 GAN 사진을 생성한

다. 이후 정확도 비교를 위해 일반 사진 집단과 일

반 사진 + GAN 사진 두 집단으로 나눈 뒤 데이터

증강을 거쳐, 학습을 진행하였다.

2. 관련연구

2-1. 데이터 증강

영상에서 데이터 증강은 뒤집기(Flipping), 자르

기(Cropping), 회전(Rotation)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

진을 여러 장으로 편집하여 개수를 증강하는 방법이

다[2]. 최근에는 GAN을 통해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데이터를 증강하는 연구가 제안되었다. 현재 의학

분야에서 종양이 있는 뇌의 MRI 사진을 GAN으로

생성하여 인공지능의 종양 탐지 정확도를 높이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3]. 하지만 사물, 동물을 GAN으

로 생성하여 분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2-2. 이미지 분류

다양한 이미지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이미지에 나

타난 피사체를 어떤 사물인지 맞추고 분류하는 것이

이미지 분류이다. 최근에는 여러 동물의 이미지를

학습시켜, 동물의 종을 분류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이미지 분류 정확도 향상을 위해 VGG,

ResNet, MobileNet과 같은 다양한 DNN 아키텍쳐가

제안되고 있다[5]. 본 논문에서는 ResNet50을 사용

하여 정확도 측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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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AN 기반 데이터 증강을 통한 반려동물 종

분류

(그림 1)GAN 기반 데이터 증강 종 분류 구성도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다.

데이터는 Stanford Dogs Dataset과 Oxford-IIIT

Pet Dataset을 사용한다. 많은 사진 데이터를 확보

하기 위해, 두 Dataset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있는

반려 견종을 선별하여 사진 데이터를 취합한다.

취합한 사진 데이터는 절반으로 나누어, 일반 사

진으로만 이루어진 Group1으로 묶고, 남은 절반의

사진은 CycleGAN을 통해 GAN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한다. CycleGAN은 학습을 진행할 때, 데이

터의 구성을 피사체의 모양이나, 공통된 색깔 별로

짝지어 놓을 필요가 없다[6].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각도, 모양, 색깔이 반영된 반려견 사진에

GAN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2)CycleGAN을 이용한 GAN 사진

(그림 2)와 같이 GAN 사진 생성 이후, 일반 사

진과 GAN 사진을 묶어, Group2로 구분한다. 분류

정확도의 향상을 위해 두 집단 모두 데이터 증강 과

정을 거친다. 데이터 증강에는 자르기(Crop) 3회, 뒤

집기(Flip) 2회, 지우기(Erase) 4회, 회전(Rotate) 3회

등의 데이터 증강 과정을 거쳐, 사진 장수를 약 15

배 정도로 증강한다.

증강 과정을 거친 두 집단을 ResNet50에 학습시

킨다. 사진 크기는 256 x 256, 배치 사이즈는 32, 학

습 횟수는 100회, 학습 한 회당 562스텝으로 구성하

여 학습을 진행하고, 종 분류 정확도를 측정한다.

4. 결론 및 기대효과

최근 GAN을 통한 데이터 증강 및 이미지 분류

는 의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

지만 사물, 동물과 같은 피사체의 데이터 증강 및

분류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움직임이 많아 원활한 수집이 어려운 반려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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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데이터를 GAN을 통해 증강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이를 통해 적은 양의 사진 데이터로 종 분류

정확도가 향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양

한 동물 종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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