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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비 에서 가장 기본 이고, 복잡한 문제를 수반하는 의미론  분할(Semantic segmentation)은 이미지

의 각 픽셀을 특정 객체로 분류하며, 이블(label)을 지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기존에 연구되어온 확률  그

래  모델인 MRF와 CRF는 픽셀 수 의 라벨링 작업의 정확도를 높이는 효과 인 방법으로 연구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각 받고 있는 딥러닝의 한 부류인 CNN과 확률 모델인 CRF를 결합한 형태의 의미론  

분할 방법을 제안하 다. 학습과 성능 검증을 하여 Pascal VOC 2012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고, 학

습에 사용되지 않은 임의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 하 다. 연구의 결과로서 기존 의미론  분할 

알고리즘보다 더욱 뛰어난 분할 성능을 보여주었다.

ABSTRACT

Semantic segmentation, which is the most basic and complicated problem in computer vision, classifies each pixel of an image into a specific object and 

performs a task of specifying a label. MRF and CRF, which have been studied in the past, have been studied as effective methods for improving the 

accuracy of pixel level label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 semantic partitioning method that combines CNN, a kind of deep running, which is in the 

spotlight recently, and CRF, a probabilistic model. For learning and performance verification, Pascal VOC 2012 image database was used and the test was 

performed using arbitrary images not used for learning. As a result of the study, we showed better partitioning performance than existing semantic 

partition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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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터비 에서 가장 기본 이고, 복잡한 문제를 

수반하는 의미론  분할(Semantic segmentation)은 

이미지의 각 픽셀을 특정 객체로 분류하며, 이블

(label)을 지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각 픽셀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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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사용되는 특징 표 은 의미론  분할 작업

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미지 경계의 

형태를 일 성 있게 지정하는 등의 분할 성능에 향

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는 것 한 요하다.

의미론  분할에 확률  그래  모델(probabilistic 

graphical models)을 용하는 것이 픽셀 수 의 라벨

링작업의 정확도를 높이는 효과 인 방법으로 연구되

어왔다. 가장 표 으로 MRF(: Markov Random 

Fields)와 CRF(: Conditional Random Field)가 사용되

고 있으며, 분할 작업의 성능 향상에 많은 향을 주

었다. 확률  그래  모델을 사용하면 각 픽셀의 이

블을 정교하게 측 할 수 있으므로, 미세하게 분할된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최근 딥러닝의 한 부류인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과 같은 심층 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객체 분류[1][2], 객체 검출[3], 행동 인식[4] 등의 많

은 컴퓨터 비  역에서 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주

고 있다. CNN의 가장 요한 은 객체를 표 하는 

특징을 연구자의 경험  지식에 기반한 수작업

(hand-crafted)특징이 아닌 종단간(end-to-end) 방법

을 통해 라미터를 수정하며 스스로 학습한다는 것

이다. 

하지만 CNN을 분할에 용하기에는 문제가 발생

한다. 이미지가 CNN의 Max-pooling 이어를 거치

면서 가장 큰 특징만 추출하고, 이미지 크기를 여주

는 샘 링 과정이 용되기 때문에, 분할에 필요한 

요한 정보를 제외시켜 선명하지 않은 분할 결과를 보

여주게 된다.

상기 CNN의 문제 을 해결하고, 분할 성능을 높이

기 하여, CNN과 CRF를 결합한 형태의 신경망을 

연구하 다. 본 논문에서는 분류 문제에 사용되는 풀

리 커넥티드 이어(: Fully-Connected Layer)를 컨볼

루션 이어(Convolution Layer)로 교체한 Fully 

Convolutional Network 형태의 학습 망을 사용 하

고, 효과 인 분할 작업을 수행하기 하여 CRF 

Layer를 추가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의미론  분할과 련된 선행연구를 소개

하며, 3장은 CNN과 CRF를 결합한 형태의 연구 방법

을 기술하 다. 4장은 사용된 학습 데이터, 실험환경 

 실험의 결과를 서술하 으며, 마지막 5장에서는 결

론  향후 과제에 하여 기술하 다.

Ⅱ. 련연구

분류에 기반한 의미론  분할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  스 일의 슈퍼 픽셀을 사 에 정의된 범주로 분

류를 한 뒤, 픽셀별로 분류 결과를 결합한 연구[5-6]

와 객체의 역들을 분류하고 최종 분할된 역을 얻

기 하여, 이미지 벨 맵에서 이블을 정제하는 연

구[7-8]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사 에 분류된 슈퍼픽

셀의 분류 에러율이 커질수록 분할오차가 증가한다는 

단 이 존재한다.

의미론  분할에 딥러닝을 목한 형태인 FCN (: 

Fully Convolutional Network)[9]은 기존 CNN의 풀리 

커넥티드 이어를 컨볼루션 이어로 변환하 고, 이

미지를 네트워크로 입력한 뒤, 앞먹임(feed forward)연

산을 통해 획득한 클래스 수 맵(score map)을 사용

하여 분할을 진행하지만, 수 맵을 원본크기로 단순히 

업샘 링하기 때문에 세 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Chen et al. [10]은 픽셀 단 의 이블을 측하고 

모든 노드가 연결된 CRF를 사용하여 이블 맵을 정

제하기 해 FCN 임 워크 안에서 도에 기반 

한 수 맵(score map)을 얻는 연구를 진행하 다.

DeepLab 모델[11]은 확장된 컨볼루션과 도가 높은 

CRF추론을 통해 출력 해상도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

고, CRFasRNN[12]모델은 오직 FCN만 학습되는 형

태의 네트워크에서 RNN을 사용하여 CRF까지 학습하는 

네트워크 형태를 제안하 다. U-Net[13]은 이미지의 픽

셀 라벨링을 하여 FCN의 스킵 이어와 학습된 디컨

볼루션 이어를 결합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제안하 다.

Ⅲ. CNN과 CRF를 결합한 의미론  분할 
알고리즘

3.1 FCN의 기본 구조

FCN의 근간이 되는 CNN의 기본구조는 컨볼루션 

이어, 풀링 이어, 풀리 커넥티드 이어로 구성되

어있으며, 각 이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컨볼루션 

이어는 입력된 이미지 는 하  이어에서 추출

된 특징 맵의 수용필드(receptive field)에 커 을 

치시켜 컨볼루션 연산을 용하여 고수 의 특징 벡

터를 추출한다. 컨볼루션 이어에서 출력된 특징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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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경망의 각 노드간 연결된 형태로 구성되고, 특징

을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필터는 학습을 통해 최 의 

값으로 결정된다. 풀링 이어는 컨볼루션 이어에서 

출력된 특징맵에서 최  값을 출력하는 연산과 이미

지 크기를 여주는 샘 링 연산이 이루어진다. 마지

막으로 풀리 커넥티드 이어는 출력된 특징맵을 사

용하여 분류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달리, FCN은 CNN의 맨 마지막 이어인 풀

리 커넥티드 이어를 컨볼루션 이어로 변환한 형

태로서, 네트워크 종단에서 출력되는 작은 크기의 특

징맵에 동일한 크기의 커 을 용하면, 입력이미지 

체 역에 컨볼루션 연산을 용한 형태를 보여 다.

3.2 조건부 랜덤 필드

조건부 랜덤 필드는 입력 시 스에 한 출력 시

스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비  

에서의 조건부 랜덤필드는 특정 객체를 표 하고 있

는 특징 벡터     가 연속으로 나타난다면, 특징 

벡터     가 연속으로 나타날 확률을 의미한다.

조건부 랜덤 필드 (Y, X)는 무 방향(undirected) 그

래  G=(N, E)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르코  랜덤 필

드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노드 N은 확률 변수들

을 표 한다. 를 노드 집합 S와 연 된 확률 변수 

집합이라 가정하고, 엣지 E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통

해 조건부 독립 계를 인코드(encode) 한다. 노드 A, 

B, C의 결합 되지 않는 부분 집합들이 주어진다면, A

의 특정 노드로부터 B의 임의의 노드까지의 경로가 

C노드를 통과 하지 않는 경우 는 주어진  ,

의 조건부 독립이다. 상기 내용을 ∐ 로 나

타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경로가 존재하면 부분 

집합은 의존 이다.

노드 N의 이웃 집합 은 그래  

 ∈  ∈  에서 엣지를 통해 으로 연

결되는 노드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그림 1과 수식 1은 CRF를 용한 이미지 분할의 

를 보여주고 있다.

     


 




  


 

 (1) 

그림 1. CRF를 이용한 이미지 분할
Fig. 1 Image Segmentation using CRF

이미지의 각 픽셀 좌표를 노드로 설정한 뒤, 각 픽

셀 값을 가 치로 한 그래 를 제작함으로써 CRF를 

정의 할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4.1 FCN 이어  CRF 구성

본 논문에서는 국제 이미지 분류 회인 ILSVRC 

(: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  VGG16[14] 네트

워크를 사용하 다. 

그림 2. 분할 흐름도

Fig. 2 Segmentation flowchart

그림 2는 체 분할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VGG16 

네트워크를 FCN형태로 변형하기 하여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이어를 컨볼루션 이어로 교체하 고, 마

지막  컨볼루션 이어에서 출력되는 특징맵은 해상

도가 작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 크기로 복구하기 하

여, Deconvolution[15] 이어와 컨볼루션 이어를 

반복 배치하는 형태로 제작 하 다. 마지막 C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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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에서 추출된 수 맵을 이용하여 분할을 진행한

다. 각 이어의 커  개수는 반복 학습  테스트를 통

해 최 의 분할 결과를 도출하는 값으로 설정 하 다.

FCN을 통해 출력된 수 맵을 사용해서 분할을 

진행하기 해, 오 소스 형태의 CRF 이어[11]를 

추가하여 진행 하 다. 

4.2 학습 데이터베이스 구성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검증하기 하여 Pascal VOC 

2012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다. 해당 DB는 

17,125장의 학습용 이미지와 2,913장의 이블 이미지

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그림2와 같다.  

        (a)          (b) 

그림 3. 학습 DB의 구성 (a) 원 이미지 (b) 이블 
이미지

Fig. 3 Configuration of training DB (a) Original Image (b) 
Label Image

4.3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는 딥러닝 임워

크인 Caffe[16][17]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네트워크

를 학습하기 해 12GB 메모리와 3072개의 CUDA코

어로 구성된 Titan X 그래픽 카드  Intel I7-4790K 

4.0GHz CPU를 사용하 다. 학습에 사용된 기 학습

률(base_lr), 모멘텀(momentum), weight_decay는 각

각 0.01, 0.9, 0.0005로 설정하 다. 

4.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20개 클래스로 구성된 Pascal 

VOC2012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성능검증을 실시하

다. 그림 4은 원본이미지, 분할된 이미지, 이블 데이

터를 보여주고 있다. 

Input
image

Proposed
Net

Ground 
Truth

(a)

(b)

(c)

(d)

(e)

(f)

그림 4. Pascal VOC 2012의 검증데이터를 이용한 
의미론  분할 결과 

Fig. 4 Semantic segmentation results using 
verification data of Pascal VOC 2012

그림 4 (a)는 사람과 자 거 객체가 포함된 그림이

지만, 거친 형태로 분할된 것을 볼 수 있으며, (c)의 

자 거 이미지의 경우, (a)의 자 거 객체와 달리 온

히 분할 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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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Image
Proposed

Net

(a)

(b)

(c)

(d)

(e)

그림 5. 임의의 이미지를 이용한 분할 결과 
Fig. 5 Semantic segmentation results using arbitrary 

image

이를 통해서 이미지 내에 포함된 객체의 크기가 분

할에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의 이미지의 

경우, 원본 이미지에는 개의 머리 일부만 포함되어 있

지만, 이러한 제약조건 안에서도 온 히 분할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는 네트워크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임의의 

이미지들에 한 분할 결과를 보여 다. 그림 5의 (d)

는 사람과 기차 객체가 존재하는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사람을 기차 역으로 잘못 분할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의 (a)처럼 객체가 이미지에 포

함 되었을 때 일정 크기 이상을 유해야만 효과 으

로 분할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VGG16네트워크와 CRF를 결합한 

의미론  분할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네트워크는 20

개 클래스로 구성된 Pascal VOC 2012 데이터 베이스

를 이용하여 학습되었다. 분할 결과로서 기존의 의미

론  분할 방법보다 CNN과 CRF를 융합한 형태의 

방법이 성능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차후 

연구 과제로서 제안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데 많은 

메모리(12GB)가 소모되기 때문에, 압축을 통해 메모

리를 축소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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