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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환경 조건에 잘 적응하는 생태적 특성이 

있는 외래잡초는 주로 인간, 동물, 운송 수단 등을 

통해 전파되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량으로 번식한

다. 매년 농경지 환경에서 잡초는 작물과 경쟁하여 

영양분을 독식하고 생산량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잡

초를 정확히 분류하고 각 종마다 적합한 제초제를 

사용해야 한다[1].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많은 종의 

잡초를 분류하려면 상당한 양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잡초의 특징을 구분하기조

차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딥러닝 기반의 영상처리를 

이용한 잡초 판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3].

최근에는 정확한 잡초 판별을 위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영상 분류 및 인식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4,5]. 그중, 합성곱 신경망(Convolu-

tional Neural Network, CNN)이 딥러닝 기반의 영상 

분류 기술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들보다 우수한 성능

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CNN의 층을 깊게 

형성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다양한 심층 합성곱 신경

망(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CNN)들

이 제안되었다. Jiang[6]은 비교적 큰 커널 크기의 합

성곱 필터를 사용한 AlexNet[7]보다 작은 합성곱 필

터를 적용하여 매개변수를 감소시킨 VGGNet[8]을 

통해 12개 종의 잡초를 높은 정확도로 분류했다. 이

러한 작은 크기의 합성곱 필터로 구성된 합성곱 층과 

완전 연결(Fully-Connected) 층으로 이루어진 단순

한 구조의 VGGNet은 학습이 쉽고 성능이 우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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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

었고 신경망의 깊이가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신경망의 깊이가 깊

어질수록 전체 연산량이 많아지면서 학습 속도가 느

리다는 단점을 동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Olsen 등[9]은 다양한 커널 크기의 합성곱 필터를 병

목 구조로 사용하는 Inception 블록과 단순화된 완전 

연결 층을 결합한 Inception V3[10]를 이용하여 학습 

속도를 향상시켰으며 실시간 로봇 방제 시스템의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MobileNet V2[11]의 경우에는 

채널 간 연산을 분리해 수행하는 MobileNet을 변형

한 구조로 기존 DCNN의 수행 속도를 줄이고 연산에 

사용되는 메모리양을 개선하였다. 이는 성능 면에서 

다른 DCNN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지는 않지만 모바

일 기기나 임베디드 기기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딥러닝의 신경망을 깊고 넓

은 구조로 쌓을수록 성능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지

만 동시에 기울기 소실/폭발 문제로 인해 학습이 어

려워지는 현상도 함께 발생하였다. Kim[13]은 잔류 

학습 방식을 적용하여 DCNN의 층을 매우 깊게 쌓으

면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 ResNet[12] 기반의 토마

토 작물 질병 분류 방식을 제안하며 다양한 깊이의 

층으로 구성된 ResNet 모델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ResNeXt[14]는 ResNet의 잔류 학습 방식과 

Inception V3의 병목 구조를 유지하며 카디널리티

(Cardinality)라는 새로운 차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영상 분류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ResNeXt 모델을 사용하여 잡

초 영상으로부터 미세한 특징을 추출하고 가장 유사

한 종의 명칭과 정확도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잡초 

영상 판별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하

는 잡초 영상 판별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실험을 통한 잡초 영상 분류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리고 4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를 제

시한다.

2. 제안하는 잡초 영상 판별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잡초 영상 판별 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Fig. 1과 같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

성된다. 우선 클라이언트인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기

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잡초를 촬영하고 해

당하는 잡초 영상은 자동으로 서버로 전송된다. 이

때,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된 잡초 영상은 

128×128 프레임 크기의 JPEG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

다. 다음으로 서버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전송받은 영

상이 ResNeXt 모델 기반 분류기에 입력된다. 21개 

Fig. 1. Framework of proposed weed image recogn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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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잡초 영상을 통해 학습된 ResNeXt 모델은 입력

된 잡초 영상의 세밀한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

로 잡초 분류를 수행한다. 잡초 분류가 완료되면 가

장 유사한 종의 명칭과 정확도가 출력되며 분류 결과

는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달되어 스마트폰 화면에 표

시된다. 이와 같이 잡초 분류를 위한 딥러닝 기반의 

영상처리 과정을 서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스마트

폰의 연산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용자에게 더 빠른 

잡초 영상 판별 시스템을 제공한다.

2.1 ResNeXt 기반의 잡초 분류 모델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종의 잡초 영상으로부터 섬

세한 차이를 학습하고 인식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

한 신경망으로 ResNeXt-101 모델을 제안한다.

ResNeXt는 ResNet의 잔류 연결과 Inception 모듈에

서 사용된 병목 구조 기반의 split-transform-merge

방식을 적용하였다. ResNeXt에서 입력은 저차원으

로 분할되어 다수의 병목 구조를 통해 변형되고 다시 

병합된다. 이때, 카디널리티는 병목 구조의 수를 의

미하며 ResNeXt는 카디널리티를 증가시킴으로써 

더 적은 매개변수를 사용하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Fig.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ResNeXt-101의 

구조도를 보여준다. 먼저 ResNeXt-101에는 128×

128 프레임 크기의 3채널 RGB 영상이 입력된다.

ResNeXt-101은 합성곱 층, ResNeXt 블록, Global

Average Pooling, Dropout, Softmax로 구성되며 매

개변수를 줄이기 위해 변형된 합성곱 층은 3×3 커널 

크기를 가진 합성곱 필터(Convolution Filter, Conv),

배치 정규화(Batch Normalization, BN), 선형 유닛

(Rectified Linear Units, ReLU) 활성화 함수, 커널 

크기가 2×2인 Max-Pooling으로 설정하였다. 합성곱 

층의 Conv는 32개의 특징 맵을 추출하고 BN을 통해 

정규화한 후 ReLU 활성화 함수와 Max-Pooling 과

정을 거쳐 가장 뚜렷한 특징 값을 추출하여 ResNeXt

블록으로 입력한다. ResNeXt-101은 101개의 합성곱 

층을 가지고 있으며 Table 1과 같이 4가지 형태의 

변형된 ResNeXt 블록으로 구성된다. ResNext 블록

은 다수의 병목 구조가 병렬로 이루어진 구조이며 

각 병목 구조는 1×1, 3×3, 1×1 커널 크기를 갖는 3개

의 합성곱 필터가 직렬로 연결된 구조이다. 이러한 

병목 구조는 적은 수의 매개변수만으로도 출력되는 

특징 차원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4가지의 

ResNeXt 블록이 연결된 깊은 구조의 ResNeXt-101

는 더 다양한 윤곽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

다. 또한 ResNeXt 블록으로 입력되는 데이터의 정보

Fig. 2. Structure of proposed ResNeXt-101.

Table 1. ResNeXt-101 with a 32×4d template.

Stage ResNeXt-101 (32×4d)

Conv Block Conv, BN, ReLU, Max-Pooling

ResNeXt
Block 1




× 
×    
× 




×

ResNeXt
Block 2




× 
×    
× 




×

ResNeXt
Block 3




× 
×    
× 




×

ResNeXt
Block 4




× 
×    
× 




×

Fully-
Connected

Global Average Pooling,
Dropout, Soft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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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ResNeXt 블록의 잔류 연결에

는 추가적인 연산 과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2.2 ResNeXt 블록

ResNeXt는 ResNet과 같이 잔류 학습 방식을 그

대로 유지하지만 카디널리티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

용하여 적은 매개변수로도 분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카디널리티는 동일한 병목 구조가 적용된 

ResNeXt 블록의 병렬 연결 수를 의미한다. 기존의 

합성곱 신경망은 출력하고자 하는 특징 차원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특징 차원만큼의 합성곱 필터가 필

요했기 때문에 신경망의 구조가 넓어지거나 깊어진

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ResNext는 출력하고자 

하는 특징의 차원 수를 카디널리티만큼 분할하여 추

출한다. 따라서 ResNeXt는 병목 구조를 병렬로 쌓아 

올림으로써 출력되는 특징 차원의 수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병목 구조는 1×1 커널 크기를 가지

는 합성곱 필터를 사용하여 적은 연산량을 통해 입력 

벡터의 차원을 줄여서 특징을 추출한다. DCNN 구조

에서 이러한 병목 구조를 통한 합성곱 연산은 매개변

수와 연산 속도를 줄일 수 있다. ResNeXt 블록은 

Fig. 3과 같은 구조이며 단순히 필터의 수를 늘려 신

경망의 너비를 넓히는 ResNet 블록과 달리 입력 벡

터를 분할하여 32개의 동일한 형태의 병목 구조에 

적용한다. 서로 다른 병목 구조를 통해 추출된 특징 

벡터는 결합(Concatenation) 연산에 의해 다시 결합

되어 하나의 특징 벡터로 출력된다. 이를 통해 Res

NeXt 블록은 ResNet 블록과 거의 비슷한 수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더 다양하고 강력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ResNeXt 블록의 연산 과정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표현된다.


  



 (1)

  
  



     …   (2)

     (3)

여기서  , 는  번째 채널의 입력 벡터와 가중

치이다. 또한 , ,  , 는 각각 카디널리티, 임의의 

병목 구조의 연산 과정, 병합된 출력, ResNeXt 블록

의 출력을 나타낸다. 식 (1)은 입력 벡터를 분할하여 

변형하고 다시 병합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채널 입

력 벡터 X는 식(2)와 같이 동작하는  연산을 32개의

카디널리티 만큼 계산된 후 다시 합쳐진다. 식 (3)에

서는 잔류 연결을 통해 입력 벡터가 결합 연산을 통해

출력된 벡터와 합쳐진다. 이를 통해 상위 층의 기울기

값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어 입력 값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잡초 영상의 세밀한 특징

을 학습하게 된다. 최종 출력단에는 Global Average

Pooling 과정을 통해 ResNeXt 블록으로부터 추출된 

특징 벡터의 평균을 취하고 Softmax에 입력하여 가

장 높은 확률에 해당하는 잡초 클래스로 분류한다.

이때 심층 신경망이 학습 데이터에 집중되는 현상인 

과적합(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해 Dropout을 0.2

로 설정하였다. 역전파 과정에서 Cross Entropy 손

실 함수를 사용하여 오차를 계산하였고 기존 방식인 

SGD(Stochastic Gradient Descent) 방식이 아닌 

Adam Optimizer를 통해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신경망의 가중치를 갱신하였다.

3. 실  험

3.1 실험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잡초 분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전남대학교 외래잡초 데이터세트’[5]를 사용하였다.

잡초 영상은 대한민국 전국 각지의 경작지에서 DSLR,Fig. 3. Architecture of ResNeXt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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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통해 고해상도로 촬영되었다.

원본 영상에는 잡초 외에 불필요한 배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잎, 꽃 및 전초를 포함된 부분으로 구분

하여 잘라내었다. 수집된 21개 종의 잡초 중에는 동

일한 과에 속하는 개체가 존재하며 특정한 과의 잡초 

종들은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상을 잘라낸 후에 잡초 

전문가에 의해 식물 분류학을 기준으로 각 잡초 클래

스(종)로 분류하였다. 전체 잡초 영상 데이터는 총 

209180개이며 Fig. 4은 전남대학교 외래잡초 데이터

세트에 속한 잡초 영상의 예시와 함께 각 종의 분포

를 보여준다.

3.2 측정 방식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RexNeXt 기반의 잡초 분류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인 VGG16[6], Inception V3[9], ResNet-101[13]

모델을 포함한 다양한 신경망의 실험을 진행하여 비

교하였다. 전체 잡초 영상 데이터는 7:3의 비율을 통

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구성되었으며, 모

(a)

(b)

Fig. 4. CNU(Chonnam National University) weeds dataset. (a) example of weed images, (b) distribution of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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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딥러닝 모델은 Python 기반 Keras를 사용하여 구

현되었다. 모델의 학습은 learning rate는 0.001, batch_

size는 16으로 설정하여 CUDA 10.0 Toolkit과 cuDNN

으로 구성된 GPU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NVIDIA

TITAN V를 통해 300 Epoch까지 수행하였다.

⚫ VGG16[6]: 본 논문에서 사용한 VGG16은 13개

의 합성곱 층과 3개의 완전 연결 층으로 구성된다.

각 합성곱 층은 3×3 커널 크기의 Conv와 ReLU 활성

화 함수로 구성되며 커널 크기가 2×2인 Max-Pooling

을 사용한다. 최종 출력단에는 Softmax 층을 결합하

여 완전 연결 층을 통해 출력을 21개 종의 잡초 범주

로 분류한다.

⚫ Inception V3[9]: Inception V3는 합성곱 블록,

변형된 Inception 블록, 분류기로 구성된다. Incep-

tion V3의 합성곱 블록은 3×3 커널 크기의 합성곱 

필터를 사용하여 3번 반복하는 구조이며 최적화 함

수로 RMSProp[15]를 사용하였다. 또한 더 넓게 형성

된 Inception 블록을 적용하여 같은 입력으로부터 다

양한 크기의 합성곱 연산을 함으로써 차원을 줄일 

때 발생하는 정보 손실을 방지하였다. 그리고 보조 

분류기와 레이블 스무딩(Label Smoothing)을 통해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고 과적합을 완화하였다.

⚫MobileNet V2[11]: MobileNet V2는 ReLU6 활

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픽셀 위주 합성곱(Pointwise

Convolution) 층, 깊이 위주 합성곱(Depthwise Con-

volution) 층과 선형 병목(Linear Bottleneck) 층으로 

구성된 역 잔류 블록(Inverted Residual Block)을 사

용한다. 픽셀 위주 합성곱 층은 1×1 커널 크기의 합성

곱 필터를 통해 채널 간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입력 

벡터의 채널을 확장하고 깊이 위주 합성곱 층은 각

채널별로 연산을 수행한다. 선형 병목 구조는 비선형 함

수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ResNet-101[13]: ResNet은 단순하게 출력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잔류 학습을 통해 입력과 출력

의 차이를 학습하여 작은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본 논문에서는 ResNeXt-101

과 비교하기 위해 101개의 합성곱 층으로 구성된 

ResNet-101을 사용하였다.

3.3 실험 결과

Table 2는 본 논문에서 진행한 잡초 영상 분류 실

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가장 단순한 CNN 구조인 

VGG16은 85.8%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여준다. 반

면 Inception 블록을 통해 다양한 커널 크기의 Conv

를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한 Inception V3는 VGG16

보다 높은 91.5%의 정확도로 잡초를 분류하였다. 이

를 통해 신경망의 구조를 깊고 넓게 구성할수록 성능

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잔류 학습 방식을 

사용하는 MobileNet V2와 ResNet-101의 경우에는 

Inception V3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모바일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간소화한 MobileNet V2보다 

신경망의 구조를 더욱 깊게 구성한 ResNet-101이 

0.4%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ResNeXt-101의 

분류 정확도는 동일한 수의 합성곱 층을 사용한 

ResNet-101보다 2.3% 상승한 97.4%로 신경망을 단

순하게 깊고 넓게 쌓는 것보다 카디널리티의 증가가 

영상 분류 성능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esNeXt 모델을 이용하여 잡초 영

상을 분류하는 잡초 영상 판별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잡초 영상 판별 시스템의 

ResNeXt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실제 농업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고해상도의 잡초 영상을 기반으로 학

습된 영상 분류 모델에 저해상도의 영상이 입력되면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더 

많은 종의 잡초 영상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확

장하고 저해상도의 영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분류 오

차를 줄일 수 있도록 화질 개선 기술을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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