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3, No. 9: 1049~1059, Sep. 2019

단계적 슈퍼픽셀 병합을 통한 이미지 분할 방법에서 특권정보의 
활용 방안

박용진*

Image Segmentation by Cascaded Superpixel Merging with Privileged 
Information 

Yongjin Park*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POSTECH, Pohang, 37673 Korea

요  약 

기존의 영역 병합을 통한 이미지 분할 방법에서는 이웃한 두 영역 사이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병합 모델을 학습한

다. 학습 과정에서는 두 영역 사이의 지역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물체 정보와 같은 전역적인 정보 또한 활용 가능하므

로 주어진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병합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 기반의 이미지 분

할 알고리즘에서 학습 시에만 사용 가능한 특권정보를 활용하는 SVM+ 방법을 제안한다. 특권정보는 학습 시에만 

사용 가능한 정보이므로 전통적인 지도학습 방법으로는 학습이 불가하다. SVM+와 같은 특권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지역 정보뿐만 아니라 물체 정보를 포함하여 영역 간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는 모델을 학습하였다. 
BSDS 500 데이터 세트와 VOC 2012 데이터 세트에서 벤치마크를 수행하였으며 대부분의 평가 지표에서 개선된 성

능을 보여 주었다. 특히 학습 데이터 세트가 작은 경우에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ABSTRACT 

We propose a learning-based image segmentation algorithm. Starting from super-pixels, our method learns the 
probability of merging two regions based on the ground truth made by humans. The learned information is used in 
determining whether the two regions should be merged or not in a segmentation stage. Unlike exiting learning-based 
algorithms, we use both local and object information. The local information represents features computed from 
super-pixels and the object information represent high level information available only in the learning process. The object 
information is considered as privileged information, and we can use a framework that utilize the privileged information 
such as SVM+. In experiments on the Berkeley Segmentation Dataset and Benchmark (BSDS 500) and PASCAL Visual 
Object Classes Challenge (VOC 2012) data set, out model exhibited the best performance with a relatively small training 
data set and also showed competitive results with a sufficiently large training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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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이미지 분

할 방법은 입력된 이미지를 개념적으로 일관된 영역으

로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연구[1]과 연구[2]
에서는 Simple Linear Iterative Clustering (SLIC) [3]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입력 이미지를 수백 개의 슈퍼픽셀

로 분할 한 뒤, 유사한 슈퍼픽셀들을 병합 함으로써 이

미지상에서 서로 다른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웃한 두 영역의 경계선 정보, 질
감 차이 등의 기본적인 지역 정보만을 사용하여 차례로 

영역을 병합하는데, 이 경우에는 병합 여부를 결정할 때 

각 영역에서 지역적인 정보만을 사용하여 판단하기 때

문에 초기의 병합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1, 2] 
조금 더 정교한 이미지 분할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병합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대상

이 되는 물체의 크기, 형태 그리고 종류와 같은 물체 정

보를 포함하는 특징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역적인 

정보만을 사용한 이미지 분할 모델보다 나은 성능을 얻

기 위해 학습 시에만 사용 가능한 물체 레벨의 정보를 

포함하는 이미지 분할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된 모델의 학습 과정은 사람이 이미지 분할을 

학습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 분할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물체 정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이미지 분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 과정에서

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물체 정보는 학습 시에만 획득 가능한 정보이므로 기

존의 학습 방법으로는 물체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물
체 정보를 이미지 분할 모델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 

Learning Using Privileged Information (LUPI)[4] 구조

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추가 정보를 사용

하는 경우 학습률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학습 데이

터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물체 정

보를 사용하여 성능을 높이는 연구 논문도 있다.[1] 하
지만 이웃한 두 슈퍼픽셀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에서 추가적인 검출기와 분류기를 사용하므로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으로 물체 정보를 활용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험은 Berkeley Segmentation 
Data Set (BSDS) 과 PASCAL VOC 두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5, 6]

Ⅱ. 관련 연구

2.1. 이미지 분할 알고리즘

이미지 분할과 관련된 연구의 흐름은 크게 Deep 
Neural Network (DNN)을 이미지 분할에 사용하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 DNN 사용 이전의 방법들은 전통적

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학습 방법에 따라서 비지도 

학습과 지도학습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지도 학습 

방법은 임계결정 방법[7],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8], 
에너지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9], 경계선 검출 기반의 

방법[10] 등이 있으며 현재 개발되는 최신 이미지 분할 

알고리즘에 비해서 성능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지도학

습의 경우에는 Marcov Random Field (MRF) 와 

Conditional Random Field (CRF)[11]을 이용하는 방법

과 영역확장법과 분류기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1, 
2]이 있다. 전통적인 방법 중에서는 영역확장법을 사용

하는 경우에서 가장 성능이 높게 나온다. 전통적인 방법

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물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지역 

정보만 사용한다는 점이다.
DNN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대부분 직접 혹은 간접적

으로 물체 정보를 이미지 분할에 활용하고 있다. Fully 
Convolutional Network (FCN)[12], Convolution and 
deconvolution network [13], Mask R-CNN[14]과 같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들은 입력 이미지를 컨볼루션 하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 정보를 후기 단계에서는 물체 정보를 

포함하는 전역적인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하여 

이미지 분할에 사용한다. Context Encoding Network 
(EncNet)[15]에서는 이미지 전체의 상황 (context) 정보

를 추출하여 이미지 분할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사용한

다. 상황 정보는 물체 정보보다 좀 더 상위 레벨의 특권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이미지 분할 방법과 DNN을 사용하는 방법

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체 정보의 사용 유무이다. 본 논

문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이미지 분할 방법에 물체 정

보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새롭게 추가된 물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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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이미지 분할 성능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고

찰하였다.

2.2. LUPI 구조

전통적인 이미지 분할 방법에 물체 정보를 포함 시키

기 위해서 LUPI 구조를 사용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LUPI 구조에 대한 기

본적인 것들을 설명할 것이다. 기존의 지도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확률 함수 

에서 생성된 학습 데이터 세트는 수식(1)과 같다.

   ∊  ∊ (1)

고전 지도학습의 목표는 함수의 집합   ∊

으로부터 오 분류 확률을 최소로 하는 함수   

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는 학습 데이터를 표현

하는 특징 벡터이고 는 분류 결과이다. 

LUPI 방법은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확률 함수 로부터 생성된 학습 데이터 세트는 

수식(2)와 같다.


 



 ∊
∊  ∊

(2)

LUPI 방법 또한 지도학습과 유사하게 함수의 집합 

  ∊으로부터 오 분류 확률을 최소로 하는 

함수    를 찾는 것이 목표이다. LUPI 관점의 

지도학습 목표는 고전 지도학습의 목표와 완전히 같지

만, 고전 지도학습에서의 학습 데이터 세트는 한 쌍 

으로 구성되어 있고, LUPI 방법에서는 학습 과정 

동안 추가 적으로 특권정보를 삼중 항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이때 추가적인 정보가 속해있는 특징 공

간  는와 서로 다른 특징 공간이다. 학습 시에만 주

어지는 추가 정보는 테스트 과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

므로 특권정보 혹은 사전정보라고 부를 수 있고, LUPI 
관점의 지도학습을 특권정보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
권정보 학습 방법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논문[4]에
서 제안한 Support Vector Machine Plus (SVM+) 알고리

즘을 실험에서 사용하였다. SVM과 SVM+은 수식(3)과 

같은 결정 함수를 갖는다.

  ∙ (3)

이때 ∊ 그리고 ∊  이다. 완전히 구분 불가

능한 경우의 SVM(non-separable case)은 최적의 파라미

터 와 을 찾기 위해 수식(4)과 같은 최적화 문제를 풀

어야 한다.

min




  





  ≥

(4)

이때 는 조정이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 (hyper 
parameter)이고, 슬랙 (slack) 변수 의 값이 모두 0인 경

우 주어진 문제는 구분 가능한 경우 (separable case)의 

SVM과 같다. SVM+에서 특권정보  을 고려하기 위

해서 수식(5)과 같이 SVM의 최적화 수식을 수정하였다.

min

  
  



 

  ≥ 
    …


 ≥  …

(5)

이때 ∊ 그리고 ∊이다. 또한 와 는 조

정이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이다. 수식(5)에서 보면 을 

통해서 슬랙 변수의 값을 추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권정보를 사용하여 슬랙 변수의 자유도를 감소시킴으

로써 좀 더 정확한 슬랙 변수의 값을 추정할 수 있고 이

를 통해 SVM+의 학습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

Ⅲ. 물체 정보를 활용한 이미지 분할

3.1. 개요

이번 장에서는 물체 정보를 사용한 이미지 분할에 이

용되는 단계적 분할 알고리즘, LUPI 구조를 사용해서 

단계적 분할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방법과 계층적 분할 

방법을 수식화하여 설명하고 이미지 분할 과정을 알고

리즘 형태로 기술했다.

3.2. 문제 정의

계층적 이미지 분할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을 통해 입력 이미지를 슈퍼픽셀의 집합으로 분해

할 필요가 있다. 슈퍼픽셀을 생성하기 위해서 Simple 
Linear Iterative Clustering (SLIC)[3] 알고리즘을 사용

하였다. SLIC을 사용하여 입력 이미지 을 슈퍼픽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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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으로 변환한다. 에서 이웃한 영

역 와 을 표현하는 인덱스의 쌍 ∊에 

대해서 이웃한 영역 와 에서 계산되는 특징 벡터

를 이라고 정의한다. 특징 벡터 는 지

역 정보와 특권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는 3.3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라운드 트루스 (ground truth, GT)는 레이블 지도 

(label-map) 형태로 주어진다. 레이블 지도는 이미지상

의 각 화소가 어떤 영역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

지고 있다. Berkeley Segmentation Data Set(BSDS) [5]
에서는 다중 레이블 (레이블을 생성한 방법에 따라서 화

소가 속하는 영역이 달라짐)을 사용한다.
위에서 정의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어진 레이블 

지도를 문제에서 정의한 레이블의 형태로 변환해야 한

다. 이웃한 영역 와 가 레이블 지도상에서 같은 영

역에 속하면   다르면  으로 정의한다. 주

어진 레이블 지도를 변환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라운드 트루스 가 주어졌을 때 영역 와 가장 많이 

겹치는 레이블을 에 할당한다. 같은 방법으로 에

도 레이블을 할당한다. 이때, 와 의 레이블이 같으

면  로 할당하고 다르면  으로 할당한다. 

BSDS와 같이 여러 개의 레이블 지도( …)가 주

어지면 각각의 레이블 지도로부터 계산된 레이블의 평

균값 (  


 …  , 이때 

 는  로부터 계

산된 레이블 값) 으로 결정된다. 는 과사이의 값을 

가지며, 와 가 같은 영역에 속하는 비율을 의미한

다. 학습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학습 이미지 

…에서 생성된 모든 영역의 쌍으로부터 계산되는 

특징 벡터와 이에 대응되는 레이블 값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것을 종합하면 이미지 분할 문제는 다음

과 같은 조건부 사후 확률 (conditional posterior 
probability) 예측 문제로 변환하여 생각할 수 있다. 입력 

이미지  와 초기 슈퍼픽셀 집합 이 주어지면 각 영역

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는 함수는 수식(6)과 같다.

≐  (6)

이때, 의 값이 0.5보다 크면 와 을 

병합하고 0.5보다 작으면 병합하지 않는다.

3.3. 특권정보를 포함한 학습 과정

기존의 영역확장법을 사용한 이미지 분할 방법에서

는 특정 지역의 정보만 활용하여 이웃한 두 영역의 병합 

여부를 판단했다. [2]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들보다 

정교한 병합함수를 학습하기 위해서 지역 정보뿐만 아

니라 물체 정보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물체 정보

는 학습 시에만 제공되는 정보로써 특권정보에 해당한

다. 물체 정보를 포함해서 병합함수를 학습하기 위해서

는 LUPI 구조가 적용된 지도학습 방법을 사용해야 한

다. 이번 장에서는 지역 정보와 물체 정보를 모두 사용

하여 병합함수 을 학습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였다.

3.3.1. 지역 정보

이웃한 두 영역의 차이를 기술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

에서 사용되었던 지역 특징을 사용하였다. 

1. 외형 특징은 이웃한 두 영역 사이의 외형 차이를 

기술하는 특징이다.
Ÿ색상(color): 이웃한 두 슈퍼픽셀을 대상으로 

LAB 색상 공간에서 각각의 채널 별로 32개의 빈

을 가지는 히스토그램을 생성한 뒤, 두 히스토그

램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
Ÿ질감(texture): 이웃한 두 슈퍼픽셀에서 256개의 

빈을 가지는 Local Binary Pattern (LBP) [16] 히

스토그램을 생성한 뒤 두 히스토그램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
Ÿ기울기(gradient): 이웃한 두 슈퍼픽셀에서 각각 

8방향의 기울기 히스토그램을 계산한 뒤, 두 히

스토그램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 값은 그레이, 
, 채널에서 모두 계산하여 사용한다.

2. 모양 특징은 슈퍼픽셀의 면적, 경계선의 길이, 컨
벡스 헐 (convex hull)의 면적, 중심점, 바운딩 박스 

(bounding box)의 크기, 오일러 수를 포함한다.

3. 경계특징은 두 이웃한 슈퍼픽셀의 경계선의 특징

을 기술한다. 와 OWT-UCM의 각 화소별 평균

값으로 계산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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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물체 정보

물체 정보는 이웃한 두 영역과 물체의 관계를 기술하

는 특징이다. 물체와 슈퍼픽셀의 상대적인 위치를 기술

하는 상대 위치와 물체와 슈퍼픽셀의 유사성을 기술하

는 영역 유사도가 물체 정보로써 병합 모델 학습에 사용

되었다.
상대 위치는 이미지상에 존재하는 물체와 물체 내부

의 슈퍼픽셀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를 기술하는 특징이

다. 물체는 레이블 지도에서 같은 레이블에 속하는 영역

을 의미하며 배경도 물체에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상대 

위치는 두 개의 값으로 나누어서 계산된다. 
상대 위치 특징은 물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정확히 여

덟 등분 하여 슈퍼픽셀이 속하는 영역을 기술하는 방향 

값과 물체의 중심과 슈퍼픽셀의 거리를 기술하는 값으

로 구성된다. 
전경 영역에 속하는 물체의 경우 상대 거릿값을 결정

하는 것이 간단하지만, 물체가 배경영역에 속하는 경우 

물체의 중심을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거리를 근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거리 계산 방법은 그림 1을 참고할 수 

있다. 슈퍼픽셀이 전경에 속하는 경우 거릿값은 

이고, 배경에 속하는 경우 ′ ′′ ′이다. 
이때, 는 물체의 중심점을 의미하고, 는 전경에 속하

는 슈퍼픽셀, 는 의 연장선에 존재하는 가장 외곽

의 전경 슈퍼픽셀이다. 슈퍼픽셀이 배경에 속하는 경우 

( ′ ) 에는 배경의 중심점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우

므로  ′에서 가장 가까운 물체의 중심(그림1에서 )과 

 ′을 이은 직선 ( ′ )와 물체가 만나는 점을  ′라고 

하고 이 직선을 연장했을 때 이미지의 경계와 만나는 점

을 ′라고 정의한다. 물체와 가까이 있는 슈퍼픽셀의 

거리가 배경으로부터는 멀다는 가정을 하면,′ ′′ ′
가 중심에서의 거리가 되고 배경에 속하는 슈퍼픽셀이 

물체와 가까이 있을수록 큰 값을 가진다.
영역 유사도 특징은 물체가 속하는 영역과 슈퍼픽셀 

사이의 유사성을 기술한다. 슈퍼픽셀과 물체가 속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슈퍼픽셀들의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SIFT) 히스토그램의 거리를 계산하고, 거
리가 비교적 가까운 (유사도가 높은) 영역의 비율을 영

역 유사도를 기술하는 값으로 사용한다.

Fig. 1 Calculation of relative distance between an 
object center and a super-pixel.

3.3.3. 단계적 학습

일반적인 영역 병합 방법에서는 하나의 병합함수를 

학습한 뒤, 영역 병합을 시작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전에 병합 과정이 종료되고 많은 영역이 여전히 병

합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

제는 많은 슈퍼픽셀이 병합되어서 생성된 큰 영역들로

부터 계산되는 특징은 학습 과정에서 얻은 의 분포도

와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역들의 형태가 초기와는 다르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작은 영역들을 병합하는데 유용한 특징들이 큰 영역들

을 병합할 때는 더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병합 과정이 조기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진 영역에 맞게 병합 

모델을 재학습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학습된 두 번째 

모델 또한 병합이 진행되면서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때도 역시 세 번째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

지 반복함으로써 병합 과정에서 조기 종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알고리즘 1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굴 검출기에서

의 단계적 분류기를 학습하는 것과 유사하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초기의 작은 슈퍼픽셀들의 집

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를 걸쳐서 병합을 진행

한다. 각 단계 ()에서 전체 데이터 세트를 대상으로 계

산된 특징 벡터 (
 )을 이용하여 모델 파라미터 ()

을 계산하고 그리디 알고리즘 (알고리즘 2)을 이용하여 

각각의 이미지별로 병합을 진행한다. 각 단계에서는 해

당 단계를 위해 학습된 병합 모델 ()을 사용하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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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이미지 분할 결과를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사용

한다.
학습에 사용되는 단계의 수 ( )을 결정함으로써 최

종 영역의 개수나 영역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다양한 

크기에서의 단계적 이미지 분할의 예는 그림 2에서 확

인 할 수 있다.

Fig. 2 Example of the cascaded merging by our algorithm 
on VOC 2012 test images

Algorithm 1 Training a cascade
1: Input:   

 

2:  ′    

3: for   to  do
4:    



5: for all ∊  do
6: 

  ′ 

7: end for
8: find  using LUPI framework from 



9: for all  ∊ …do
10: 
11: end for
12: end for
13: Output:   



3.3.4.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한 단계적 영역 병합

알고리즘 1을 통해 학습한 LUPI 파라미터를 사용하

여 현재 이미지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이웃한 슈퍼픽셀

들의 쌍에 대한 병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병

합 순서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합 

순서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병합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푸는 

대신 간단한 그리디 알고리즘을 통해서 병합을 진행할 

것이다. 각각의 반복 단계에서는 이미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웃한 슈퍼픽셀들의 쌍 중에서 가장 높은 사후 확

률 을 가지는 두 슈퍼픽셀을 가장 먼저 병합한다. 병

합을 수행한 뒤 병합된 슈퍼픽셀을 반영하여 특징 벡터 

을 다시 계산하고, 이 과정을 현재 이미지에서 

 을 만족하는 두 슈퍼픽셀의 쌍이 없을 때까지 

반복한다. 이 과정은 알고리즘 2를 참조하면 된다. 알고

리즘 2는 하나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이미지상의 영역들

과 병합 모델 파라미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주어진 영역

들을 병합하는 알고리즘이다. 두 개의 슈퍼픽셀을 병합

하는 경우 두 영역에 이웃한 모든 슈퍼픽셀에 대해서 특

징 벡터값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

Algorithm 2 Greedy merging 
1: Input: image , regions  , weight 
2: for all ∊do
3:  
4: end for
5: initialization  ′ 
6: while max ≥do
7:  argmax

8: merge ←∪ in  ′
9: for all  s.t ∊ ′do

10: update   ′
11: update   ′
12: end for
13: end while
14: Output:  ′

Algorithm 3 Cascaded Segmentation
1: Input: image , regions  ,  , weight   



2: initialization  

3: for   to  do
4:   
5: end for
6: Output:  

  



영역 병합 과정에서도 학습 시와 마찬가지로 병합 과

정의 조기 종료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학습된 병합 모델을 사용하여   
단계에 걸쳐서 병합을 진행한다. 각 단계에서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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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영역 병합은 알고리즘 2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단계

적 병합은 알고리즘 3과 같이 진행한다.

Ⅳ. LUPI 구조의 구현 방법

실험에서는 사후 확률 을 SVM+ 회귀 모델을 사용

하여 모형화하였다. 전통적인 SVM 모델에서는 수식(7)
과 같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다.

…  ∊∊ ∞∞ (7)

여기서 우리는 실숫값을 추정하는 회귀 함수 

  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커널 기법을 활

용하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벡터 ∊을  ∊ 로 대

치하고 공간에서의 선형 함수   ∙ 을 통해

서 답은 추정한다. 이때, 와 는 결정되어있는 값이다. 
SVM 회귀 문제는 수식(8)과 같은 범 함수(functional)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8)

위에서 제시한 범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변형할 수 있다. 이때 최소화해야 하는 범 

함수는 수식(9)과 같다.

 



  






 ≤    …
 ≤    …

(9)

특권정보를 사용하여 SVM+ 회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삼중 항은 수식(10)과 같다.


…

 ∊ ∊  ∊ ∞∞

(10)

이때도 역시 벡터 ∊을  ∊ 로 대치하고, 벡터 

∊ 또한 ∊ 로 대치한다. SVM+을 학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선형 함수를 고려한다.

1. 결정 함수 를 추정하기 위한 공간에서

의 선형 함수의 집합

2. 슬랙 변수 의 값을 보정 함수를 통해 추정하기 위

한 선형 함수 


의 집합

3. 슬랙 변수 
의 값을 보정 함수를 통해 추정하기 위

한 선형 함수 


의 집합

최종적으로 SVM+ 회귀 함수를 학습하는 문제는 수

식(11)과 같은 범 함수를 최소화하는 문제로 풀 수 있다.









 


 





  


  







 

  







 

 ≤ 



   … 

 ≤  



   … 





 ≥  …





 ≥  …

(11)

Ⅴ. 실험 결과 및 분석

5.1. 데이터 세트 소개 및 슈퍼픽셀 계산 방법

실험에서는 BSDS 500과 VOC 2012 두 종류의 데이

터 세트를 사용했다.
BSDS 500는 200장의 학습 이미지, 100장의 검증 이

미지, 200장의 테스트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이미지는 손으로 레이블 된 경계선 그라운드 트루스 영

역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이미지 별로 평균 22개의 그

라운드 트루스가 있다.
VOC 2012는 데이터 세트 중 segmentation challenge 

(comp5)에 있는 검증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전체 

1499장의 이미지와 21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각의 이미지 별로 평균 3.4개의 그라운드 트루스 영역이 

있다.

5.1.1. 슈퍼픽셀 계산 방법

논문[18]에서 제안한 슈퍼픽셀의 개념은 다양한 비

전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후에 개발된 슈퍼픽

셀을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그래프 기반의 방법 [19, 
20], 화소 클러스터링을 통한 방법[8], MeanShift 방법 

[21], 그리고 Super-pixels Extracted via Energy-Driven 
Sampling (SEEDS) 방법 [22] 등이 있다.

SLIC은 k-mean 클러스터링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다

른 슈퍼픽셀 생성 방법에 비해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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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SLI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입

력 이미지를 슈퍼픽셀의 집합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

다. 실험에서는 한 장의 이미지를 약 400~500개의 슈퍼

픽셀로 분해하여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5.2. 벤치마크 실험 결과

알고리즘으로부터 제안된 각각의 영역과 이미지상의 

그라운드 트루스 물체로부터 중첩 점수 (overlap score)
를 계산한다. 중첩 점수는 두 마스크의 교집합을 합집합

으로 나눔 (Intersection over Union, IoU)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미지상에서 존재하는 물체의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제안된 영역으로부터 최고 중첩 점수 (best 
overlap score)를 계산한다. 이미지상의 영역들의 정확도

와 재현율을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트 세트에 있는 모든 

물체를 대상으로 평균 중첩 점수(average overlap score)
와 재현율(중첩률이 0.5 이상인 경우)을 계산한다. 또한, 
테스트 이미지 세트에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 평균 커

버율 (average covering)도 측정하였다. 물체와 제안된 

영역들을 이용하여 평균 최고 중첩 점수 (average best 
overlapping score)를 계산하여 각각의 물체에 속한 화소 

수로 가중치를 줌으로써 평균 커버율을 계산할 수 있다.

5.2.1. VOC 2012 데이터 세트와 BSDS 500 데이터 

세트에서의 이미지 분할 결과

표 1 에서는 IoU, 재현율, 중첩 도를 측정하여 보여 주

고 있다. 실험에서 사용한 두 데이터 세트에서 SCALPEL[1]
과 우리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비슷한 성능을 보여 준

다. ISCRA[2]와 비교해보면 물체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SCALPEL과 우리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SCALPEL의 경

우 테스트 과정에서 물체 검출기, 모델 선택과 같은 추

가 과정이 필요하지만, 물체 정보는 학습 과정에서만 사

용 가능하므로 추가 처리 과정이 필요 없다. 테스트 과

정에서의 처리시간도 함께 고려한다면 우리가 제안하

는 알고리즘이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

다. ISCRA와 우리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비교해보면 

모든 측정치에서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병합함수를 통한 이미지 분할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물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ocal feature 
(SVM)은 SVM+와 비교를 위해 같은 지역 특징을 사용

하고 물체 정보는 사용하지 않은 결과이다.

Data set Method IoU Recall Cover

VOC 2012

ISCRA 71.1 80.7 80.4

SCALPEL 73.1 82.9 82.9

Local feature (SVM) 65.5 72.3 73.1

OURS(SVM+) 74.2 82.6 82.3

BSDS 500

ISCRA 57.0 65.9 66.8

SCALPEL 63.2 70.7 70.1

Local feature (SVM) 51.3 57.1 57.3

OURS(SVM+) 64.0 70.0 70.3

Table. 1 Segmentation results on VOC 2012 and BSDS 
500 data set

5.2.2. 학습 데이터 세트의 크기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 세트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 

좋은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각각의 실험 단계에서 

학습 데이터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IoU 값을 측정한 결

과를 표 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 

데이터 세트가 적을 때 우리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높

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0개의 학

습 데이터만을 사용한 경우 물체 정보를 사용하는 알고

리즘에 비해서 지역 정보만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극

단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점을 볼 때 물체 정보가 이미지 분할 문제에서 성

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은 학습 데이터 세트가 작은 경우에 우리가 제안하는 알

고리즘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 준다. 학습에 사용

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수록 물체 정보를 사

용하는 알고리즘과 물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알고리

즘 사이의 성능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물체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학습 데이터 세트가 작아지

더라도 학습 데이터가 충분할 때와 비슷한 성능을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Method\Size 50 100 200 500 1000

ISCRA 22.3 45.3 52.2 62.3 71.0

SCALPEL 25.4 49.6 55.7 63.1 72.3

Local feature(SVM) 20.5 43.2 46.6 50.5 62.4

OURS(SVM+) 69.7 73.4 73.5 73.7 74.0

Table. 2 Effect of the size of training set on IoU 
(VOC2012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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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the training size on IoU (VOC 2012 
data set)

5.2.3. VOC 2012 데이터 세트의 각 클래스에 대한 이

미지 분할 결과

표 3 에서는 우리가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VOC 2012 
챌린지 우승 알고리즘과 성능 비교를 하였다. 물체의 종

류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부분 클래

스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Class OURS(SVM+) VOC Winner
Airplane 57.6 52.9
Bicylcle 42.5 31.0

Bird 37.4 39.8
Boat 47.5 44.5

Bottle 65.5 58.9
Bus 67.9 60.8
Car 58.2 52.5
Cat 46.1 49.0

Chair 27.5 22.6
Cow 37.8 38.1

Dining table 35.9 27.5
Dog 47.0 47.4

Horse 54.3 52.4
Motor bike 57.5 46.8

Person 62.5 51.9
Potted plant 49.4 35.7

Sheep 52.7 55.3
Sofa 45.4 40.8
Train 59.5 54.2

TV monitor 45.5 47.8

Table. 3 Average precision (%) for each class on the 
VOC 2012 data set

5.3. 전통적인 이미지 분할 방법의 역할과 한계

이미지 분할 방법의 state-of-the-art는 [15]에서 제안

한 Context Encoding Network(EncNet) 이다. EncNet에
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특권정보인 물체 정보보다 

상위 개념인 상황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계산하고 이

미지 분할에 활용한다. EncNet은 VOC2012 데이터 세

트에서 85.9% (IoU 기준)의 정확도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의 결과인 

74.2%보다 우수하다.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DNN을 

사용하는 이미지 분할 방법의 경우에는 이미지상의 다

양한 정보들을 좀 더 수월하게 특징값으로 변환하여 이

미지 분할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

적인 이미지 방법에서도 EncNet과 같은 상황 정보를 활

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에 

정확히 도움이 되는 상황 정보를 특징 벡터 형태로 디자

인하여 기존의 학습 구조에 대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

다. 최종 성능만을 봤을 때는 DNN을 활용하는 알고리

즘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방법의 이미지 

분할 알고리즘이 모든 상황에서 나쁜 것은 아니다. 
DN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수의 학습 데이터 세트

가 필요하고, 학습과 테스트에 사용되는 계산 자원

(computing power)도 전통적인 방법과 비교해서 많이 

요구된다. 또한, DNN이 블랙박스 형태로 동작하므로 

알고리즘 동작의 중간과정을 분석하기가 어렵고 네트

워크의 동작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작은 학습 데이터 세트

로도 학습할 수 있고, 학습 데이터의 크기가 최종 성능

에 주는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직접 디자인

한 특징 벡터를 사용함으로써 알고리즘에 문제가 발생

할 때 디버깅이 쉽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안하는 알고리

즘은 실제 테스트 환경에서 동작하기에 좀 더 강점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산 자원을 많이 사용할 수 

없는 임베디드(embedded) 환경이나 이미지 분할 모델

의 잦은 재학습이 필요한 경우, 특징 벡터의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비전문가가 알고리즘을 운용하는 

경우, 충분한 학습 데이터 세트 확보하기가 힘든 경우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DNN을 사용하는 알고리즘보다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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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특권정보를 사용하는 학습 기반의 단

계적 이미지 분할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각 영역의 

쌍으로부터 계산되는 지역적 특징뿐만 아니라 영역과 

물체의 관계로부터 계산되는 사전정보를 병합함수 학

습에 사용하기 위해 SVM+ 알고리즘을 실험에 사용하

였다. 실험 결과 학습 데이터 세트의 크기가 제한적이면 

다른 학습 기반의 방법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물체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단순히 지역 정보를 사용하는 

것보다 약간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실

험을 통해 간단한 물체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학습모델

을 생성하는 경우에 모델의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떤 사전정보를 사용하느냐

에 따라서 성능 향상의 정도가 결정되므로 각 애플리케

이션에 맞게 잘 디자인된 사전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요

구된다. 이미지 분할 방법 이외에도 사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각 애플리케

이션에 맞는 사전정보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찾는 연구

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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