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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약한 지도학습을 통한 주 객체 위치 검출을 위한 최적의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된 

네트워크는 약한 지도학습을 통한 주 객체의 위치 검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컨벌루션 블록을 추가하였다. 추
가적인 딥러닝 네트워크는 VGG-16을 기반으로 합성곱 층을 더해주는 5가지 추가적인 블록으로 구성되며 객체의 실

제 위치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 약한 지도 학습의 방법으로 학습하였다. 또한 객체의 위치 검출에는 약한 지도학습의 

방법 중, CAM에서 GAP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보완한 Grad-CAM을 사용하였다. 제안한 네트워크는 CUB-200-2011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성능을 테스트하였으며 Top-1 Localization Error를 산출하였을 때 50.13%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제안한 네트워크는 기존의 방법보다 주 객체를 검출하는데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optimal deep learning network architecture for main object location detection through 
weak supervised learning. The proposed network adds convolution blocks for improving the localization accuracy of the 
main object through weakly-supervised learning. The additional deep learning network consists of five additional blocks 
that add a composite product layer based on VGG-16. And the proposed network was trained by the method of 
weakly-supervised learning that does not require real location information for objects. In addition, Grad-CAM to 
compensate for the weakness of GAP in CAM, which is one of weak supervised learning methods, was used. The 
proposed network was tested through the CUB-200-2011 data set, we could obtain 50.13% in top-1 localization error. 
Also, the proposed network shows higher accuracy in detecting the main object than the exi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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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딥러닝이 발전하면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객

체 인식이나 물체의 위치 검출 등의 분야에서 딥러닝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다. 실제로 ILSVRC(Image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1]와 같은 대회에

서도 다양한 딥러닝을 활용한 객체 인식 방법들이 상위

권을 차지하고 있다. 
딥러닝을 통한 객체 인식 방법 중, 특히 faster-R- 

-CNN[2]이나 SSD[3]와 같은 방법은 그중에서도 뛰어

난 성능을 보여준다. 위의 딥러닝 방법들은 이미 만들어

진 데이터 셋과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객체의 위치에 대

한 실제 정보를 같이 학습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어 있는

데, 이런 딥러닝 학습 모델들을 완전 지도학습 방법이라

고 한다.
완전 지도학습 방법을 통한 객체의 위치 검출 방법은 

성능이 뛰어나지만, 물체의 위치에 대한 실제 정보를 학

습 과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객체의 위치에 대한 레이블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데 많

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근 연구자들은 완전 지도학습 방법 외에 약

한 지도학습(Weakly-supervised learning)의 방법을 통

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약한 지도학습이란 학습 

과정에서 이미지와 그에 대한 클래스 레이블만을 학습

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많은 연구에서 분류나 위치 검출

에 대한 효율은 비교적으로 많은 정보를 학습한 완전 지

도학습의 경우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완전 

지도학습과 비교하여 약한 지도학습은 객체의 실제 위

치에 대한 레이블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적, 
물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5]

약한 지도학습의 객체 인식 방법 중 CAM(Class 
Activation mapping)[6]과 Grad-CAM(Gradient-based 
Class Activation Mapping)[7]은 객체들의 차별적인 특

징들을 컨벌루션 층에서 추출하고 시각화하여 객체를 

찾아주는 방법으로써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 중 Choe와 Shim[4], Singh과 Lee[8]의 연구에

서는 CAM의 방법을 활용하여 약한 지도학습의 객체 인

식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CAM의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CNN(Convol- 
-ution Neural Network) 구조에서 활용하던 완전 연결 

계층(Fully-Connected layer)을 제거하고 NIN[9]에서 제

안한 GAP(Global Average Pooling)을 삽입하여 기존의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Grad-CAM은 이러한 CAM의 구조를 변경해야하는 

단점을 보완한 약한 지도학습의 객체 인식 방법이다. 하
지만 Grad-CAM과 CAM 모두 딥러닝 모델의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 객체 인식의 효율에 차이를 보인다. 또한 

두 방법 모두 입력 이미지에서 가장 차별적인 특징에 초

점을 맞추기 때문에 객체 인식 정확도에서 그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AM의 방법 대신 Grad-CAM

을 활용하여 주 객체의 인식을 통하여 약한 지도학습을 

통한 객체 인식의 정확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

서는 VGG-16[10] 구조에서 추가적인 컨벌루션 블록을 

삽입하여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에서 컨벌루션 층을 늘

리고 학습 과정에서 더욱 많은 특징을 보게 하여 약한 

지도학습을 통한 객체 인식의 정확도를 향상하고자 한

다. 이러한 방법을 통한 주 객체 인식의 정확도 향상 방

법은 다른 연구에서보다 간단히 구현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다른 네트워크와 간단히 결

합하여 객체 검출 정확도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Ⅱ. 관련 연구

2.1. Grad-CAM[7]

Grad-CAM[7]은 CAM[6]의 일반화된 방법으로 CAM
에서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다. CAM에서의 가장 큰 

제약점은 GAP(Global Average Pooling)[9]의 구조가 필

수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

이다. 하지만 Grad-CAM은 일련의 과정 없이 기존의 모

든 CNN 구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1)


  




  (2)

수식 1,2는 Grad-CAM을 나타낸다. 수식 1는 각 특징 

맵에서의 특징에 대한 중요도를 나타낸다. 이 공식은 각 

특징 맵에서 입력 값에 대한 미분 값을 나타낸다. 각 특

징 맵 픽셀에서의 중요도 값을 통해 Grad-CAM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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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식 2를 통해 볼 수 있다.
Grad-CAM의 또 다른 장점은 이 시각화에 대한 값을 

어떠한 컨벌루션 층에서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CAM은 GAP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시각화 값은 마지막 

컨벌루션 층에만 적용할 수 있는 데 비하여, Grad-CAM
은 각 컨벌루션 층의 특징 맵에서 미분을 통하여 중요도

를 계산하기 때문에 어떠한 컨벌루션 층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CAM과 Grad-CAM은 시각화 값을 추출하는 

딥러닝 모델의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 객체 인식의 효율

에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일반적인 합성곱 신경망에서 

분류기가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장 차별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존의 CAM과 Grad-CAM
을 통해 객체 인식 효율을 구하게 되면 그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4].

2.2. Weakly Supervised Object Localization

약한 지도학습이란, 학습 과정에서 이미지와 그에 대

한 클래스 레이블만을 학습시켜 딥러닝 예측 모델을 생

성하는 방법이다. 약한 지도학습에서의 객체 검출 방법

은 최근 Choe와 Shim[4], Singh과 Lee[8] 등의 다양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Choe와 Shim의 연구에서는 

2.2절에서 언급한 CAM과 Grad-CAM의 합성곱 신경망

에서의 분류기가 가장 차별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객체 검출 효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하고 있다.
그 중 Choe와 Shim의 연구에서는 Singh과 Lee의 연

구에서 보여준 드롭-마스크(Drop-mask)에 중요도-맵
(Importance map)을 결합하여 ADL(Attention-based 
Dropout Layer)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Choe와 Shim
의 연구에서도 Singh과 Lee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CAM의 방식을 활용하여 기존의 CNN 구조에서 완전 

연결 계층을 제거하고 GAP을 삽입하여 네트워크 구조

를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Ⅲ. 주 객체 검출을 위한 Grad-CAM 기반의 
딥러닝 네트워크

객체 인식의 경우 많은 특징이 분류기에 전달될수록 

객체 위치 검출의 정확도가 높다. 그러므로 Choe와 

Shim, Singh과 Lee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완전 연결 계

층 대신 더 많은 특징을 전달할 수 있는 GAP을 활용하

고 이를 활용한 CAM의 방법을 통해 약한 지도학습에서

의 주 객체 위치 검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GAP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완전 연

결 계층을 제거하고 GAP을 삽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추

가로 수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약한 지도학습을 통한 주 객체

의 위치 검출 방법 중, 기존의 CNN 구조를 변경하지 않

는 Grad-CAM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 객체의 위치를 검

출한다. 또한 VGGNet[10]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객

체 위치 검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VGGNet에 컨벌루

션 층을 추가하여 그 성능을 분석하고 약한 지도학습을 

통한 주 객체 위치 검출을 위한 최적의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한다.

Table. 1 Configuration of proposed additional blocks

Block A Block B Block C Block D Block E

Conv
3x3

Conv
3x3

Conv
3x3

Conv
3x3

Conv
3x3

Conv
3x3

Conv
3x3

Conv
3x3

Conv
3x3

Conv
3x3

Conv
3x3

Conv
3x3

Conv
3x3

Conv
3x3

Conv
3x3

Max-
Pooling

Max-
Pooling

Max-
Pooling

Max-
Pooling

Max-
Pooling

3.1. 객체 검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블록이 추가된 네트

워크 모델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깊이의 컨벌루션 층을 가진 

5개의 블록을 설계하여 컨벌루션 층의 깊이에 따른 주 

객체 위치 검출 효율을 비교하며 5개 블록의 결과의 비

교로 주 객체 검출 효율이 가장 높은 블록을 찾는다. 서
로 다른 5개의 블록은 1개부터 5개의 컨벌루션 층을 추

가로 가지며, 컨벌루션 층의 커널은 3x3의 크기로 고정

한다. 이때 공통으로 1개의 최대 풀링 층을 가지게 설계

하였는데, 5개의 블록이 공통으로 1개의 최대 풀링 층을 

갖는 이유는 컨벌루션 층의 깊이 외에 다른 변수를 차단

하여 컨벌루션 층의 깊이와 객체 검출 효율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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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가적인 블록의 구성을 보여준다.
블록을 추가로 사용하는 이유는 학습 과정에서 더 많

은 특징을 보여주어 주 객체의 위치 검출 효율을 늘려주

는 목적 외에도 기존의 CNN 구조를 통한 분류 정확도

를 유지해주기 때문이다. VGGNet[10]의 연구 결과를 

보면 컨벌루션 층의 깊이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방법에 

따라, 분류 정확도를 유지 혹은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제안하는 추가적인 블록은 컨벌루션 층의 

깊이를 깊게 하여 기존의 CNN 구조를 통한 분류 정확

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또한, 추가된 블록을 사

용하면 학습 과정에서 입력 이미지의 다양한 특징을 학

습하기 때문에, 주 객체 검출 정확도는 증가시키는 효과

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추가적인 블록은 기존의 사전 

학습된 VGG-16에서 완전 연결 계층 이전에 추가로 삽

입되고, 컨벌루션 층의 깊이를 늘려 기존의 구조보다 더

욱 많은 특징을 학습한 결과를 출력한다.

3.2. 객체 검출 방법 및 B-Box 데이터 생성

제안하는 블록을 추가한 딥러닝 네트워크는 기본적인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를 가진다. 이런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에서 주 객체의 위치를 검출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

서는 CAM의 일반화된 방법인 Grad-CAM을 사용한다.
Grad-CAM을 검출한 후 출력된 이미지는 최적화된 

임계값 수치를 통해 임계값 처리 과정을 거친다. 이전 

연구에서 Zhang 등[11]은 최적화된 임계값 처리는 객체 

위치 검출 효율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너
무 큰 임계값을 가지면 유용한 영역 발견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없고 너무 작은 임계값을 가지면 영상에서 잡

음이 섞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1은 CUB-200-20- -11
에서 Grad-CAM을 주고 임계값 처리를 하였을 때의 영

상을 보여 준다.
그림 1의 (b), (c)에서 표시한 영역을 보면 필요한 영

역 외의 부분까지 Grad-CAM을 통해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을 제거하기 위해 임계값 처리한 

부분은 그림 1의 (d)에서 볼 수 있는데 그림 1의 (b), (c)
에서의 불필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은 효과적으로 검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입력 영상에서 객체를 

Grad-CAM을 통해 검출하고, 최적화된 임계값 수치를 

찾아내어 B-Box(Bounding Box)를 생성하여 성능 평가

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a) (b) (c) (d)

Fig. 1 The image that removes unwanted parts through 
the grad-CAM image and threshold processing.

Ⅳ. 실험 및 결과 분석

4.1. 실험 환경

본 논문의 실험은 윈도우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PC 
메모리는 12GB이며, 딥러닝을 위한 GPU를 따로 사용

하였다. GPU를 위한 그래픽 카드는 NVIDIA Geforce 
GTX1050Ti를 사용했으며 그래픽 메모리는 4GB이다.

딥러닝 모델 학습과 예측 모두 Python으로 진행하였

다. Python에서 딥러닝을 위해 Tensorflow와 Keras 라이

브러리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4.2. 데이터 셋

본 논문에서는 CUB-200-2011(Caltech-USCD Bird- 
-s-200-2011)[12]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CUB-200-2- 
-011은 각 종의 새들로 이루어진 200가지 클래스 레이

블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체의 위치에 대한 실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학습 과정에서는 두 가지 데이터 셋 모

두 이미지 데이터와 클래스 레이블만을 활용하여 약한 

지도학습 방법으로 학습하였다. 물체의 위치에 대한 실

제 정보 레이블은 평가 과정에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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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성능 평가 방법

본 논문에서는 성능 평가 방법을 위해 ILSVRC에서 

제안한 이미지 분류 효율 알고리즘과 객체 위치 검출 효

율 알고리즘을 사용한다[1]. 해당 성능 평가 방법은 다

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ILSVRC에서 사용된 

객체의 위치 검출 에러 측정 방식은 기존의 IoU 방식보

다 명확한 기준을 가진 방식이다. 수식 3은 이미지 데이

터 셋에 따른 분류 성능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으로 이미

지 분류에 대한 성능은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생성된 예

측 모델을 통하여 분류된 이미지들의 개수를 통하여 다

음과 같이 산출한다. 

 전체이미지의수
옳게분류된이미지의수 (3)

여기서 은 전체 이미지의 수에 대한 옳게 분류된 

이미지의 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수식 4,5는 객체의 위

치 검출 효율의 에러를 측정하는 수식이다.

  minminmax  (4)

 전체이미지의수
 (5)

수식 4에서 는 클래스에 대한 레이블이 예측된 결과

와 같으면 0을, 아니면 1의 값을 가진다. 는 예측된 

B-Box와 객체의 위치에 대한 실제 정보 B-Box가 50% 
이상 겹치면 0을, 아니면 1의 값을 가진다.  와는 각각 

예측한 B-Box와 실제 정보에 포함된 B-Box의 인덱스를 

나타내며, 는 그를 통해 산출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한 

에러 카운트이다. 즉 데이터 셋에서 객체의 위치 검출 

에러율은 수식 5와 같다. 

4.4. 최적화된 임계값 검출

본 논문에서는 주 객체의 위치 검출에 있어서 Grad-CAM
을 검출한 이후 임계값 처리를 수행한다. Zhang 등[11]
은 너무 큰 값으로 임계값 처리를 하게 되면 유용한 부

분을 검출하기 힘들고, 너무 작은 값으로 임계값 처리를 

하게 되면 영상에 잡음이 섞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주 객체의 위치 검출의 효율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최적의 임계 값을 찾았다. 
표 2는 임계값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표 이다.

최적화된 임계값을 검출하기 위한 실험은 CUB-20- 
-0-2011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으며, Grad-CAM을 통해 

검출한 영상에서의 최대 픽셀에 따라 임계값을 설정하

여 진행하였다. 먼저 임계값을 10%~35%의 범위에서 

5%의 간격을 두고 실험을 진행한 경우, 20%의 임계값

을 주었을 때 35.623%의 주 객체 위치 검출을 보이며 가

장 높은 효율을 보였다. 이후 20% 임계값에서 ∓2% 범
위를 추가로 설정하고 1% 간격을 두고 추가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19% 임계값을 주었을 때 

가장 높은 효율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Top-1 Localization Error of the main object by 
threshold processing

Threshold(%) Top-1 Loc. error(%)

10 67.981

15 64.546

19 64.249

20 64.377

21 64.631

25 67.939

30 72.731

35 76.336

Pre-trained 
VGG-16 Block A Block B Block C Block D Block E

Fig. 2 Grad-CAM extracted from CUB-200-2011 data 
sets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process

4.5. 이미지 분류 및 객체 검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분류와 Grad-CAM을 적용한 

객체 검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훈련된 VGG- 
16과 표 1의 추가적인 블록을 삽입한 5개의 네트워크의 

총 6가지의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하고 이미지 분류 정

확도와 객체 위치 검출 정확도를 평가한다.
그림 2는 제안 방법에 따라 사전 학습된 VGG-16에 

표 1의 추가적인 블록을 삽입하여 학습한 뒤 Grad-CAM
을 적용한 결과이다. 여기서 Pre-trained VGG-16은 기

존의 사전 학습된 VGG-16을 학습하여 나온 결과이며, 
Block A부터 Block E까지는 각각 표 1의 추가적인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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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삽입하여 추출한 결과이다.
그림 2의 (a), (b)에서 Pre-trained VGG-16을 보면 부

리나 머리 부분에 Grad-CAM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것은 Grad-CAM이 입력된 이미지에서 가장 차별

적인 특징에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에 추가적

인 블록을 사용하면 맨 처음 초점을 두었던 머리 부분을 

포함한 상태에서 컨벌루션 층이 몸이나 다리 등과 같은 

다른 특징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은 Grad-CAM 결과를 통하여 임계값 처리를 

하고 B-Box 데이터를 생성한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초록색 B-Box는 실제 정보에 존재하는 객체의 위치 정

보에 기반을 두었으며, 빨간색 B-Box의 경우 예측된 객

체의 위치 정보에 기반을 둔다.
그림 3의 (b), (d)에서 Block C 구조를 사용하였을 때 

Block C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객체를 중심으로 

B-Box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 3의 (a), 
(c)에서 Pre-trained VGG-16의 경우 그 B-Box의 위치가 

머리 부분으로, 가장 차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생성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 B-box data generation through Rusty-Blackbird in pre-trained 
VGG-16

(b) B-box data generation through Rusty-Blackbird in Block C

(c) B-box data generation through Lazuli-Bunting in pre-trained 
VGG-16

(d) B-box data generation through Lazuli-Bunting in Block C

Fig. 3 Results of B-Box data generation on Pre-trained 
VGG-16 and Block C on CUB-200-2011

표 3은 예측한 객체의 위치 정보에 따라 실제 정보와 

비교한 실험의 평가표이다.

Table. 3 Evaluation of top-1 localization error and top-1 
classification accuracy.

CUB-200
-2011

Top-1 Classification 
accuracy (%)

Top-1 Localization 
error (%)

VGG-16 62.42 64.25

VGG-16 
+ Block A 59.79 61.71

VGG-16 
+ Block B 60.56 52.42

VGG-16 
+ Block C 60.51 50.13

VGG-16 
+ Block D 61.74 52.80

VGG-16 
+ Block E 60.51 56.49

여기서 Top-1 Localization error의 경우 에러율로써 

값이 낮을수록 그 성능이 더 좋음을 의미한다. Top-1 
Classification accuracy는 정확도로써 값이 높을수록 그 

성능이 좋다.
표 3의 실험 평가표에서 보면 CUB-200-2011의 경우 

Block C를 사용하였을 때 그 주 객체의 위치 검출 효율

이 가장 높다. 이후 가장 높은 효율이 나온 이후 주 객체

의 위치 검출 효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컨벌루션 층이 늘어나면 주 객체의 위치 검출 효율은 

향상할 수 있지만, 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류 정확도를 보면 약간의 감소는 있지만, 기존의 

VGG-16 구조를 활용했을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 이는 추가적인 블록을 사용함에 따라, 기존의 CNN 
구조의 분류 정확도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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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추가적인 블록 중 가장 높

은 효율을 보여준 블록 C인 제안 방법과 Choe와 

Shim[4]이 보여준 연구 결과를 비교한 표이다.

Table. 4 Comparison of results from Choe and Shim[4] 
with proposed method

CUB-200-2011 Top-1 Localization err.(%)

VGG-16 64.25

Proposed Method 50.13

VGG-GAP + ADL-A 65.59

VGG-GAP + ADL-B[4] 50.31

표 4에서 ADL-A와 B는 Choe와 Shim이 제안한 드롭-
마스크와 중요도-맵의 비율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준

다. ADL-A는 드롭-마스크와 중요도-맵을 전부 사용하

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며 ADL-B는 Choe와 Shim의 연구

에서 가장 좋은 주 객체 검출 효율을 보여준 드롭-마스크 

75%, 중요도-맵 25%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이다.
주 객체의 검출 효율을 보면 완전 연결 계층을 제거한 

CAM을 사용한 Choe와 Shim의 방법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존의 VGG-16 구조에서 Block C를 추가한 

Proposed Method를 사용했을 때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약한 지도학습을 통한 주 객체의 위치 

검출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기존의 VGG-16 구조에 

컨벌루션 층으로 이루어진 추가적인 블록을 제안하고 

최적화된 딥러닝 모델(VGG16 + Block C)을 제시하였

다. 이렇게 Grad-CAM에 최적화된 딥러닝 모델은 분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 객체의 위치 검

출 효율은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제안된 네트워

크를 구성하는 실험 방법을 통하여, 컨벌루션 층의 깊이

에 따른 주 객체의 위치 검출 효율 향상과 그 한계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의 CNN 구조에서 단순히 컨벌

루션 층을 늘려주는 추가적인 블록을 사용함으로써 다

양한 CNN 구조의 딥러닝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제안하는 추가적인 블록을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VGG-16의 네트워크 구조에서만 실험

했으므로 향후 제안하는 방법을 ResNet[13]이나 GoogLeNet 
등과 같은 다양한 CNN의 구조에서 적용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또한 Fickle-Net[14]의 연구에서 보여준 Drop- 
Out에 따른 주 객체의 위치 검출 정확도의 증가 방법에 

기반을 두어 더 나은 정확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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