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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examines deep learning based image recognition models for beef sirloin classification. The sirloin of beef can 
be classified as the upper sirloin, the lower sirloin, and the ribeye, whereas during the distribution process they are often simply 
unified into the sirloin region. In this work, for detailed classification of beef sirloin regions we develop a model that can learn 
image information in a reasonable computation time using the MobileNet algorithm. In addition,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model we introduce data augmentation methods as well, which amplifies the image data collected during the distribution 
process. This data augmentation enables to consider a larger size of training data set by which the accuracy of the model can 
be significantly improved. The data generated during the data proliferation process was tested using the MobileNet algorithm, 
where the test data set was obtained from the distribution processes in the real-world practice. Through the computational experiences 
we confirm that the accuracy of the suggested model is up to 83%. We expect that the classification model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providing a more accurate and detaile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uppliers and consumers during the distribution 
process of beef sirl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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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소고기 등심은 일반 으로 세 가지 세부 부 로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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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수 있으며, 부 에 따라 윗등심, 아랫등심, 그리고 
꽃등심으로 분류된다. 각 부 는 동일한 등심 부 임에

도 불구하고 육질과 지방의 함량에 따라 높은 수 의 가

격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유통 과정에서는 비용 최소화 
등의 이유로 이러한 세분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각 부 별로 정확한 상품가치를 산출하는데 큰 어

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 자는 상품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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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amples of Section and Classification of Beef Sirloin

치를 극 화하지 못하며, 소비자는 충분하지 못한 정보
로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다. 이런 유통 과정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서는 빠른 의사 결정 모델을 

수반한 분류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인식 기

술을 활용하여 소고기 등심 부 를 세부 으로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지 인식에 딥러닝을 활용하는 기
술은 Fukushima et al.[7]에서 언 된 것처럼 데이터의 분

류와 군집분석 분야에서 많은 용  응용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미지 인식과 련된 기술은 1990년  

후반부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왔다. LeCun et al.[18]
에서는 필기와 숫자를 인식하는 기 인 알고리즘을 제

안하 으며, Lawrence et al.[17]에서는 안면 인식에 한 
모델을 제안하 다. 이미지 인식 연구를 한 다양한 방
법론이 연구되었으며, 특히 Krizhevsky et al.[16]에서 딥
러닝 기술이 기존의 비  기술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본격 으로 이미지 인식에서 딥러닝 기반의 방법

론들이 우 를 차지하게 되었다. Kim et al.[15]에서는 꾸
히 발 하고 있는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들이 네이버 

등의 IT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소개되었다. 
이러한 딥러닝 기술은 최근 농축산업 분야에도 일부 

용되기 시작했다. Jeong et al.[11]에서는 딥러닝 기반 알
고리즘들이 농업  축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사례들을 

조사하 으며, 특히 농작물의 질병 측 등에 딥러닝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농작물의 

모니터링을 한 이미지 분류 연구 등도 진행되고 있다 

[20]. 그러나 2장의 선행 연구 조사에서 언 한 것처럼 

딥러닝 기술이 축산업에 활용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데이터 획득을 해서 소비자와 

연결되는 유통업체에서 소고기 등심의 부 별 유통 사진 

 인터넷 상의 소고기 등심 부  사진을 수집한다. 그러
나 유통업체를 통해 수집된 사진 데이터만으로 충분히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데이터 증강(Data Augmentation) 기법을 통해 학
습 데이터를 증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증강된 데이터
는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인식 기법이 활용된 학습 모델

을 구축함에 있어 학습  검증 데이터로 활용된다. 이
게 학습된 모델은 유통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테스트 집

합에 용되며, 이를 통해 제안된 모델의 효율성과 정확
도를 검증한다. 학습 모델 구  과정에서는 모델의 경량

화와 컴퓨  자원(Computing Resource)의 한계를 극복하
고자 기존의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을 개선한 MobileNet 알고리즘 기반 Teachable Machine
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결과 도출에 필요한 계산시간
(Computation Time)과 컴퓨  자원을 최소화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

와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효율 인 

이미지 인식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증식 방법론과 

모델의 경량화에 필요한 MobileNet에 해 기술한다. 제
4장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우리가 제시한 모델의 정
확도를 검증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  축산업 분야에서의 추가
인 확장성에 해 논의한다.

2. 배경 지식 및 선행 연구

소고기의 유통 과정에서는 품질과 부 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큰 향을 받는다. 때문에 소고기의 품질을 계측하
고 세부 부 를 구분하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오래 부터 

선행되어 왔다. 국내의 소고기의 부 는 분할 10개 부
에 소분할 39개 부 로 정의되어 있다[21]. 특히, <Figure 
1>에 명시된 등심 부 는 운동량이 상 으로 으며, 근
육과 근섬유 사이의 지방조직들이 잘 발달하여 우수한 품질

의 상품으로 취 된다고 알려져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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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부 는 윗등심, 아랫등심, 꽃등심 그리고 살치살
로 구분될 수 있으나, 살치살의 경우 특수부 로 취 되

어 유통과정에서 명확히 구분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려

하지 않는다. 윗등심은 분할된 등심부 에서 제5등
(흉추)와 제6등 사이를 2분체 분할정 선과 수직으로 

단하여 제1등 에서 제5등 까지의 부 를 정형한 것

이며, 꽃등심은 분할된 등심부 에서 제5～제6등 (흉
추) 사이와 제9～제10등  사이를 2분체 분할정 선과 

수직으로 단하여 제6등 에서 제9등 까지의 부 를 

정형한 것, 그리고 아랫등심은 분할된 등심부 에서 

제9등 (흉추)와 제10등 사이를 2분체 분할정 선과 수

직으로 단하여 제10등 에서 제13등 까지의 부 를 

정형한 것이다. 살치살의 경우 윗등심살의 앞다리부 를 

분리한 부 에 붙어있는 배쪽톱니근(복거근)을 추가로 
분리한 것이다[22]. 윗등심과 아랫등심의 경우 기 이 명

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꽃등심의 경우 도축과정에서 
우수부 를 별도로 분류하며, 비육이 잘 된 소의 등심부
에 나타나는 리석 무늬(Marbling)를 통해 유통 과
정 에 구분된다. 따라서 꽃등심의 분류 기 은 그 분류

자  유통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꽃등심은 등심 
부   지방의 배치로 인해 비교  높은 유통가격을 형

성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리석 무늬에 

한 사 지식이 없어 우수한 부   등 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소고기의 분류  군집과 련된 선행 연구는 

기타 응용 상들에 한 선행연구들에 비해 매우 부족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축산업 내의 소고기 품질과 
련된 연구는 Lee et al.[19]에서 요성을 언 하 다. 
그리고 소고기의 품질 특성에 한 연구는 부   품종

의 물리화학 인 특성에 집 되어 진행되어 왔다[3, 13]. 
산업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고기의 외부  특성을 활

용하여 등 을 별하는 방법론들에 한 연구도 다양하

게 진행되었다. 우선, Shiranita et al.[26]은 표면 분석 기
법을 기반으로 고기의 지방 배치를 활용한 품질 분석을 

실시하 다. Timsorn et al.[29]은 Metal Oxide Gas 센서
로부터 발생된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하여 신선도를 명

하는 인공신경망 기반의 모델을 제안하 으며, Choi et 
al.[4]에서는 소고기 육색 등 의 자동 정을 해 인공

신경망 기법을 활용하여 색좌표계를 변환함으로써 색보

정  정량화를 실시하 다. 그 외에도 Jang et al.[10]에
서는 10개 고기의 신선도를 측정하는 센서 데이터를 활
용하여 각 측정 센서의 성능을 심층신경망을 통해 조사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증강 기법과 Teachable 
Machine  MobileNet을 활용한 이미지 인식 기법을 동
시에 용하며, 이에 한 선행 연구들은 제3장에서 자
세히 다 진다.

3. 문제정의 및 방법론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학

술 으로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근방법에 해 

소개한다. 본 연구의 목 은 상 으로 세분화가 어려

운 소고기 등심 세부 부 를 빠른 시간 내에 구분할 수 

있도록 이미지 인식 기반의 효율 인 분류(Classification)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율 인 분류 방법

론 개발을 해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기

술  하나인 딥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한다. 
에서 언 한 것처럼, 많은 종류의 딥러닝 기반 이미지 
분석 모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어 왔다. AlexNet
은 2012년 ImageNet 챌린지에서 우승하며 이미지 분석
에 딥러닝이 핵심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6]. 이후, ResNet은 2015년 정확도 96.4% 로 ImageNet
에서 우승하며,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의 딥러닝 활용기
법을 한층 더 발 시켰다[9].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증강 기법과 MobileNet 기반의 
Teachable Machine에 해 소개한다. 이러한 방법론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증식하여 학습

량을 증가시키며, 증강된 데이터를 MobileNet 기반의 
Teachable Machine에 용하여 소고기 등심 세부 부 를 

인식하고 분류하는데 활용한다.

3.1 데이터 증강 

딥러닝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는 학습에 필

요한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그
러나 실제 장에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에는 한계

가 있는 경우가 많고, 한 수집된 데이터들의 품질 한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
터 증강을 활용하여 데이터 양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충

분한 모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데이터 증강 
기법의 용은 제안된 학습 모델이 다양한 분석 조건  

환경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다[31].
데이터 증강에 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

들이 제시되어 왔다[27]. 특히, 이미지의 기하학  변경이 

가장 일반 이라고 알려져 있으며[1, 5], 조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생성(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기법을 활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도 한다[23]. 한 

이미지의 질감 변형을 통해 데이터를 증강하는 방법도 사용

된다[6, 8]. 그 외에도 데이터를 증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알려져 있는 모든 데이터 증강 기법을 
모두 용하는 것은 과도하게 많은 학습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며 그에 따른 정확도의 개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가 많다. 한 실과 무 동떨어지거나 기존 특징을 왜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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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데이터 증강 기법의 활용은 오히려 학습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거나 학습 성능을 하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고기 등심 세부 부  별을 해 회

  뒤집기의 기하학  변경과 비닐 이미지를 합성하

여 질감을 변경하는 세 가지의 데이터 증강 기법을 용

한다. 회   뒤집기의 기하학  변형을 통해 원본 이미

지를 다각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비닐의 질감을 
기존 데이터에 합성함으로써 학  노이즈를 효과 으

로 상쇄하여 데이터 품질의 편차를 이도록 하 다. 각 
데이터 증강 기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본 연구에서

는 학습용 데이터(Training Data)를 증강 없음, 기하학  

변형, 질감 변경의 세 가지 집합으로 세분화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Figure 2>에서는 원본 이미지와 함께 90도, 
180도, 270도 회  이미지, 그리고 뒤집기를 통한 데이터 
증강 시를 보여주며, <Figure 3>에서는 15종의 비닐 
이미지 합성을 통해 동일한 데이터에 다양한 질감을 

용한 시들을 보여 다. 에서 언 한 증강 기법에 따

른 데이터 양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Figure 2> Examples of geometric augmentation

  

  

  

<Figure 3> Examples of Texture Augmentation

본 연구에 사용된 학습용 데이터는 실제 소비자가 

하게 되는 유통 업체에서 수집된 촬  사진과 인터넷에

서 수집 가능한 소고기 등심 사진을 함께 사용하 다. 학
습용 데이터 Set 1은 데이터 증강 기법을 용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 154개로 구성하 으며, Set 2에는 회 과 뒤

집기 등의 기하학  증강 기법만 용되었다. 마지막으
로, Set 3에서는 15종의 비닐 질감을 더한 1500개의 학습
용 데이터가 정의되었다. 와 같이 증강 기법의 용 유

무에 따라 정의되는 서로 다른 학습용 데이터들을 고려

하여 이미지 인식 모델을 학습하 으며, 이를 통해 각 데
이터 증강 기법들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한다. 

<Table 1> Fractionation of Training Data Set

Set 1 Set 2 Set 3

Geometric 
augmentation

Rotate X O X
Flip X O X

Texture augmentation Vinyl texture X X O
Size of training data 154 1,232 2,310

3.2 Teachable Machine과 MobileNet을 활용한 

이미지 인식 기법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인식 모델을 구축하기 해 Google
에서 제공한 Teachable Machine을 활용한다[2]. Teachable 
Machine은 사용자 지정 머신 러닝 분류 모델을 만들기 한 
웹 기반의 GUI 툴이다. Teachable Machine은 2017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9년 2.0 모델로 업데이트 되며 성능이 
개선되었다. Teachable Machine의 입출력은 Input, Training 
그리고 Output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미지와 소리 그리
고 동작 인식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미지 분석의 
경우 사 에 구분이 완료된 이미지를 2개 종류 이상 업로드 
하면,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한 분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학습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Teachable Machine은 MoblieNet 알

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AlexNet이 ImageNet Challenge: 
ILSVRC 2012에서 우승한 이후,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는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학습 방법이 주목받기 시작하 다

[16, 24]. 이후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하여 이미지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었다[28, 
9]. 그러나, 이미지 인식의 정확도가 높은 학습 모델들의 
경우 실용 인 수  이상의 높은 컴퓨  능력과 자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경량화를 통해 효율
성과 실용성을 극 화 시킨 인공신경망 모델들이 주목받기 

시작하 다[12, 30]. 기존의 연구들은 사  훈련된 네트워크

를 압축시키거나 소규모 네트워크를 학습하는데 집 하

으나, Wang et al.[30]은 모델의 개발자가 가진 자원 제한의 
한계를 고려하여 각 네트워크의 규모를 선택 으로 결정하

는 새로운 네트워크 아키텍처 MobileNet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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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rchitecture of Knowledge Distillation in this Study

MobileNet은 깊이에 따른 분리 합성곱(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을 통해 기존에 곱연산으로 처리되던 과정을 
두 개의 분리 합연산으로 변경하여, 필요한 모수(Parameter)
의 수와 연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 역 지듀얼
(Inverted Residual)을 통해 차원의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확장하고, 이를 다시 압축하는 방법을 통해 데이터의 손실
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25]. MobileNet의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는 모바일에 합한 구조
인 Relu6를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학습 모델의 체 인 구조는 

<Figure 4>에 도식화 하 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 기반의 지식 증류 기법
을 활용하고 있다. 입력된 데이터는 선학습 모델(Teacher 
Model)에서 사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을 통
해, 하나의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가 속할 수 있는 분류군 
별 확률 값으로 표 되는데, 이를 소 트 이블(Soft Label)
이라 정의한다. 반 로, 복잡한 모델의 학습 결과는 각 학습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포함하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포함한 
소 트 이블과 실제 분류 결과인 하드 이블(Hard Label)
을 함께 반 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소 트 이블을 활용

하면, 모델이 과 합(Overfitting)에 빠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후학습 모델(Student Model)의 연산량을 감소시키
므로 모바일 환경과 같은 낮은 컴퓨  조건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4. 실험결과

4.1 데이터 증강 기법 실험

본 연구에서는 제3.1 에서 언 된 데이터 증강 기법

들의 성능과 효과를 우선 으로 검증하 다. 데이터 증
강 방법론에 한 성능 검증을 해 앞서 정의한 Set 1, 
Set 2 그리고 Set 3에 해 학습을 진행하 고, 이를 사

에 미리 분류해 놓은 정답 집단(Test Set)에 용하여 
정확도를 비교하 다. 정답 집단은 유통과정에서 최종 
고객인 일반 소비자가 식료품 에서 구입할 수 있는 54
개의 시료를 활용하 다. 특히, 부 별로 냉장 혹은 냉동 

상태로 포장되어 있는 시료를 조명, 기울기 그리고 회
각에 따라 촬 하여 습득한 16,032개의 데이터를 정답 
집단으로 사용하 다. 학습량에 따른 정확도 변화량을 
검증하기 해, 학습 횟수(Epoch)는 각각 1500/3000/5000
으로 설정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 한, 학습에는 모두 
512개의 배치 크기(Batch Size)가 사용되었다.

<Table 2>에 정리된 학습용 데이터에 한 실험 결과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154개의 기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Set 1의 경우 5000회 학습한 조건에서 60.52%의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며, 3000회 학습의 경우는 5000회 학습
의 결과보다 0.34%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학습 횟수가 1500회인 경우 2.61% 더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
다. 이를 통해 3000회 학습 이후에는 학습 정확도의 개선 
정도가 하게 떨어짐을 유추할 수 있다. 와 같은 특성은 
Set 2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1500회 실험에서 나타난 
69.38%의 정확도는, 3000회 학습에서 73.26%로 크게 개선
되었으나, 5000회 학습을 통해서는 0.8% 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질감 변형을 통한 증강 
방식은 학습용 데이터의 양이 15배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데이터를 증강하지 않은 모델보다 오히려 정확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습 횟수에 따른 정확도의 
개선 한 0.5% 이내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질감 변형을 통한 데이터 증강은 증강을 
하지 않은 학습과 비슷한 수 의 학습 효과를 보여주었다. 
학습 소요 시간은 데이터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약 15배 
정도 더 소요되었으나 오히려 정확도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학습 횟수 증가에 따른 효과도 미비하다. 반
로 기하학  증강에 따른 정확도 증가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증강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Set 1과 비교하
을 때 상당한 수 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 한, 5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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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curacy of the Learning Model for Each of the Different Augmentation Techniques 

Set No. Augmentation method Data size
Epoch

1500 3000 5000

Set 1 No augment 154 57.91% 60.18% 60.52%
Set 2 Geometric augmentation 1,232 69.38% 73.26% 74.06%
Set 3 Texture augmentation 2,310 59.80% 59.35% 59.98%

<Table 3> Accuracy of the model for each of the different geometric augmentation techniques

Set No. Augmentation method Data size
Epoch

1500 3000 5000

Set 2 90 ˚ rotate/flip 1,232 69.38% 73.26% 74.06%
Set 4 45 ˚ rotate/flip 2,464 75.65% 76.41% 75.56%
Set 5 15 ˚ rotate/flip 7,392 80.01% 80.02% 80.64%
Set 6 5 ˚ rotate/flip 22,176 82.36% 82.85% 81.93%
Set 7 3 ˚ rotate/flip 36,960 81.37% 82.32% 83.56%

학습을 수행한 기하학  증강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 74%가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실제 실용화에 필요한 수 의 

정확도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하학  증강 기법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 증강방식을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더 많은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활용하

고자 한다. 

4.2 학습 모델 실험 결과

이번 장에서는 제 4.1장의 데이터 증강 기법 실험 결
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기하학  증강에 

맞춰 재구성 하 다. <Table 2>에서 기하학  증강이 가

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므로 우리는 기하학  증강의 

데이터 증강 기법을 활용하 다. 기존 학습용 데이터 Set 
2 에서의 90도 회   반  데이터를 더욱 증식하고자, 
추가 으로 45도, 15도, 5도 그리고 3도의 기하학  회  

 반 을 통해 데이터를 증강하 다. 각 증강 조합은 앞
의 각도만큼 회 한 것과 그것들을 반 하여 증강된 것

으로 90도 회 은 원본, 90도, 180도, 270도의 4개 증강, 
그리고 그것들을 반 한 4가지 증강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기존보다 8배 많은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 다. 같
은 방식으로, 45도 회  증강은 16배, 15도 회  증강은 

48배, 5도 회  증강은 144배, 3도 회  증강은 240배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냈다.

<Table 3>에서는 기존의 90도 회 /반  증강 방식과 

함께, 회 의 각도를 다양하게 하여 데이터를 추가로 증

강한 학습용 데이터들의 결과를 정리하 다. 결과를 종
합해보면, Set 4 ~ Set 7의 결과를 통해 학습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이에 따라 모델의 정확도 역시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5000회 학습한 Set 2 보다 1500회 

학습한 Set 4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의 정확도는 Data의 양에 따라 크게 향을 받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하학  증강 모델의 경우에

는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것이 효과 임을 볼 수 있었다. 
데이터 수가 2배 증가한 Set 4의 경우, 3000회 까지는 
Set 2 비하여 3.15% 증가하 으나 5000회로 학습 횟수
가 늘어난 경우에는 오히려 정확도가 하락하 다. 이를 
통해 Set 4는 3000회 학습 이후에 과 합이 발생하 다

는 것을 측할 수 있다. Set 5와 Set 6은 학습 횟수가 증
가함에도 정확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가
장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Set 7은 3000회 학습까지는 Set 
6 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나, 5000회까지 지속
인 성능 상승을 보여주었으므로 학습 횟수를 더욱 늘린

다면 더 높은 정합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된다. 

<Table 4> The Confusion Matrix for the Learning Model 

(5000 epochs case)

Predicted Class

Top Mid Bottom

Actual 
Class

Top 93.55% 6.06% 0.39%
Mid 10.67% 87.19% 2.15%

Bottom 10.77% 18.65% 70.58%

앞선 실험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측된 Set 7 조건에서, 
학습 횟수 5000회를 용한 분류 모델의 성능을 더욱 자세하
게 분석하기 해 혼동행렬(Confusion Matrix)을 <Table 4>
와 같이 제시하 다. 실제 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
로 한 16,032개의 Test Set을 활용하여, 각 행의 실제 정답
(Actual Class; Actual Label)에 한 모델의 측 결과

(Predicted Class)를 정리하 다. 혼동행렬을 통해 각 부 별 



Deep Learning based Image Recognition Models for Beef Sirloin Classification 7

<Figure 5> Loss Value for Each Set and Epoch

<Figure 6> Accuracy Results for Each Set and Epoch (%)

정확도를 살펴보면 윗등심(Top), 꽃등심(Mid) 그리고 아랫
등심(Bottom)에 해 각각 93.55%, 87.19% 그리고 70.58%의 
정확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한 <Table 4>를 통해 윗등심과 
아랫등심 부 를 꽃등심으로 오 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

게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꽃등심의 형태가 
나머지 두 부 의 간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로 보이며, 특히 형태  특징이 강한 새우살이 

포함될 수 있는 꽃등심과 아랫등심 사이의 측 실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상된다. 
<Figure 5>와 <Figure 6>에서는 각각 기하학  증강

에 한 정확도  손실 함수 (Loss Function)에 한 

분석 결과를 보여 다. <Figure 5>에서는 학습 횟수에 
따라 손실 함수의 감소량에 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손
실 함수가 감소할수록 모델의 정확도는 높아진다고 

단할 수 있다.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Set 2, Set 4, Set 
5는 1500회 이 에 손실률이 수렴되는 것을 볼 수 있

으며, Set 6는 3500회에서 수렴하기 시작하 다. 다만, 
Set 7은 5000회 학습까지도 꾸 하게 손실률이 감소하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Figure 6>에서는 각 Set의 정
확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 5000회 학습까지는 Set 6와 
Set 7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에서 언 된 것처

럼 학습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추가로 

개선할 여지가 남아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소고

기 등심의 세부 부 에 해, 이미지 인식 기법을 활용하여 
등심 부 를 세분화할 수 있는 분류 모델을 다루었다. 이미
지 인식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 주어진 데이터를 증
강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 고, 서로 다른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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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활용하여 MobileNet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을 개
발하 으며, 다양한 증강 기법과 학습 횟수를 조 하여 소

고기 등심 부  구분에 합한 모델을 제안하 다. 실험 
결과에 따라 원본 데이터의 회   반 을 활용한 기하학

 증강 기법을 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

고, 83.56%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개발된 
학습 모델을 탑재한 어 리 이션을 함께 개발하여 장에

서 실용 으로 사용 가능한 계산 속도가 보장됨을 확인하

다. 다만, 재의 모델은 등심 부 가 상 으로 앙에 

치하여 칭구조를 이루는 시료들의 사진을 집 으로 

활용하 기 때문에, 지방조직의 패턴을 분석하기 어려운 
수 의 작은 이미지나 패턴의 일부분만 촬 된 사진에 해

서는 학습과 측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 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는 다양한 환경  다양한 분야에서 실

제 사례 용에 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나, 축산업 분
야에서는 아직 활발하게 용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고기의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소고

기의 유통 과정에서 세부 부 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론

을 제시하 고, 이를 통해 유통 과정의 효율화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한, 소고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 를 구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서 축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의 품질과 

분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 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20(C-D-2020-0842). This work 
was also supported in part by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under Grant 
2020R1I1A3073672 and 2020R1G1A1099829. This research 
was also suppor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KIAT)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Grant No. 
N0002429).

References

[1] Bagherinezhad, H., Horton, M., Rastegari, M., and 
Farhadi, A., Label Refinery: Improving ImageNet 
Classification through Label Progression, arXiv, 2018, 

arXiv:1805.02641.
[2] Carney, M., Webster, B., Alvardo, I., Phillips, K., Howell, 

N., Griffith, J., Jongejan, J., Pitaru, A., and Chen, A., 
Teachable Machine: Approachable Web-Based Tool for 
Exploring Machine Learning Classification, Extended 
Abstracts of the 2020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2020, New York, USA, pp. 1-8.

[3] Cho, S.H., Park, B.Y., Byun, J.S., Kim, J.H., Ahn, J.N., 
and Yun, S.G., Visual Evaluation Factors of Pork Loin 
and Korean Consumer’s Preference Choice, Korean 
Society of Animal Sciences and Technology, 2004, Vol. 
46, No. 3, pp. 415-426.

[4] Choi, S., Hwang, H., Kim, J.H., Han, N.Y., Ko, M.J., 
and Cho, S.H., Quantization and Calibration of Color 
Information From Machine Vision System for Beef Color 
Grading, Journal of biocystems Engineering, 2007, Vol. 
32, No. 3, pp. 160-165.

[5] Cubuk, E.D., Zoph, B., Mane, D., Vasudevan, V. and 
Le, Q.V., AutoAugment: Learning Augmentation 
Strategies From Data, 2019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19, 
Long Beach, USA, pp. 113-123.

[6] Efros, A.A. and Freeman, T.W., Image quilting for texture 
synthesis and transfer, Proceedings of the 28th annual 
conference on Computer graphics and interactive 
techniques, 2001, New York, United States, pp. 341-346.

[7] Fukushima, K., Miyake, S., and Ito, T., Neocognitron: 
A Neural Network Model for a Mechanism of Visual 
Pattern Recognition, IEEE Transactions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1983, Vol. SMC-13, No.5, pp. 
826-834.

[8] Gatys, A.L., Ecker, S.A., and Bethge, M. Image Style 
Transfer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2016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16, Las Vegas, USA, pp. 2414-
2423.

[9] He, K., Zhang, X., Ren, S., and Sun, J.,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2016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16, Las Vegas, USA, pp. 770-778.

[10] Jang, A.R., Kim, H.J., and Kim, M.B., Deep Learning-
based Analysis of Meat Freshness Measurement, The 
Korean Society of Broad Engineers, 2020, Vol. 25, No. 
3, pp. 418-427.

[11] Jeong, D.W., Kim, D.K., and Ren C., A Survey of Deep 



Deep Learning based Image Recognition Models for Beef Sirloin Classification 9

Learning in Agriculture: Techniques and Their Appli-
cations, JIPS(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020, Vol. 16, No.5, pp. 1015-1033.

[12] Jin, J.H., Dundar, A., and Culurciello, E., Flatten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Feedforward 
Acceleration, arXiv , 2015, arXiv:1412.5474.

[13] Kang, J.O., Choi, D.Y., Oh, H.R., and Kim, G.H., Com-
parison of Physico - 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Meat 
Quality Grades in Hanwoo Beef and Imported Beef From 
Several Countries,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1999, Vol. 41, pp. 555-562.

[14] Kim, Y.G., Yu, Y.M., Kim, J.H., and Ahn, J.N., Theme 
Common Sense of Meat, Dairy Science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Munsung, 2007, 
pp. 178-182.

[15] Kim, J.W., Pyo, H.A., Ha, J.W., Lee, C.G., and Kim, 
J.H.,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applications, Com-
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2015, Vol. 33, No.8, pp. 25-31.

[16] Krizhevsky, A., Sutskever, I., and Hinton, G.E., ImageNet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ommunications of the ACM , 2017, Vol. 60, No. 6, 
pp. 84-90.

[17] Lawrence, S., Giles, C.L., Tsoi, A.C., and Back, A.D., 
Face recognition: A convolutional neural-network approach, 
IEEE Transactions on Neural Networks, 1997, Vol. 8, 
no. 1, pp. 98-113.

[18] LeCun, Y., Bottou, L., Bengio, Y., and Haffner, P., 
Gradient-based learning applied to document recognition, 
Proceeding of the IEEE, 1998, Vol. 86, No. 11, pp. 
2278-2324.

[19] Lee, J.H., Lee, B.H., and Sin, Y.G., A study on evaluation 
of the meat safety,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2005, Vol. 32, No. 4, pp. 
728-745.

[20] Lee, M.G., A Multi-Layer Perceptron for Color Index 
based Vegetation Segmentation, Journal of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2020, Vol. 
43, No. 1, pp. 16-25.

[21]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notice 
No.2007-82,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
do?admRulSeq=2894.

[22]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otice No.2014-116,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0
10202&admRulSeq=2100000184120.

[23] Reed, S., Akata, Z., Yan, X., Logeswaran, L., Schiele, 

B., and Lee, H., Generative Adversarial Text to Image 
Synthesis, Proceedings of The 33rd International Con-
ference on Machine Learning, 2016, New York City, 
USA, pp. 1060-1069.

[24] Russakovsky, O., Deng, J., Su, H., Krause, J., Satheesh, 
S., Ma, S., Huang, Z., Karpathy, A., Khosla, A., Bernstein, 
M., Berg A.C., and Fei-Fei, L.,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Vision, 2015, Vol. 115, pp. 211-252.

[25] Sandler, M., Howard, A., Zhu, M., Zhmoginov, A. and 
Chen, L.C., MobileNetV2: Inverted Residuals and Linear 
Bottlenecks, 2018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18, Salt Lake City, 
USA, pp. 4510-4520.

[26] Shiranita, K., Miyajima, T., and Takiyama, R. Deter-
mination of meat quality by texture analysis, Pattern 
Recognition Letters, 1998, Vol. 19, No.14, pp. 1319-1324.

[27] Shorten, C. and Khoshgoftaar, T.M., A survey on Image 
Data Augmentation for Deep Learning, Journal of Big 
Data, 2019, Vol. 6, No. 60.

[28] Simonyan, K. and Zisserman, A., Very Deep 
Convolutional Networks for Large-Scale Image 
Recognition., 2014, arXiv, arXiv:1409.1556.

[29] Timsorn, K., Wongchoosuk, C., Wattuya, P., Promdaen, 
S., and Sittichat, S., Discrimination of chicken freshness 
using electronic nose combined with PCA and ANN, 
2014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Engineering/Electronics, Computer,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ECTI-CON), 2014, 
Nakhon Ratchasima, Thailand, pp. 1-4.

[30] Wang, M., Liu, B., and Foroosh, H., Factorized Con-
volutional Neural Networks.,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Workshops (ICCVW), 
2017, Venice, Italy, pp. 545-553.

[31] Zhong, Z., Zheng, L., Kang, G., Li, S. and Yang, Y., 
Random erasing data augmentation., In Proceedings of 
the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20, 
New York, USA, pp. 13001-13008.

ORCID
Jun-Hee Han | https://orcid.org/0000-0003-3292-5705
Sung-Hun Jung | https://orcid.org/0000-0002-9400-2896
Kyungsu Park | https://orcid.org/0000-0002-5386-5222
Tae-Sun Yu | https://orcid.org/0000-0002-9209-108X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