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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딥 러닝의 학습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양의 데이터 세트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
에, 회전, 반전 (flipping), 필터링 (filtering) 등의 간단한 데이터 확장 (data augmentation) 기법을 통해 작은 데이터 세트를 좀 더 큰
데이터 세트로 만드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세트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확장성에
제약을 갖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 데이터 세트의 영상 데이터를 CBIR(Contents based image retrieval)의 쿼리로 이용하여 유사 영상들을 검색하여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CBIR을 이용해 확장한 데이터를 딥 러닝으로 학습시켜 확장 전후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Abstract

Generally, a large data set is required for learning of deep learning. However, since it is not easy to create large data sets, 
there are a lot of techniques that make small data sets larger through data expansion such as rotation, flipping, and filtering. 
However, these simple techniques have limitation on extendibility because they are difficult to escape from the features already 
possess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 a method to acquire new image data by using existing data. This is done 
by retrieving and acquiring similar images using existing image data as a query of the content-based image retrieval (CBIR). 
Finally,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base model with the model using CB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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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다양한분야에서딥러닝이활용되고있다. 딥러닝
의 학습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큰 사이즈의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다. 학습을 위한 데이터세트의사이즈가수준 이하
로작으면학습이 제대로되지않을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다. 특히, 네트워크가 특정한 영역에 과도한 학습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의 범용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이를방
지하기위해 영상 자르기, 영상 회전, 영상반전등의 데이
터확장기술을통해데이터의양을늘리는연구와 실험이

많다. 그러나앞서말한데이터확장기술은이미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세트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양을 늘리는 정도

에제약이있으며 이미지자체가가진특징이 크게 늘어나

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특징을
가지는확장데이터를획득하는아이디어를제시한다. 이기
술은 기존의 영상을 이용하되 기존의 영상과는 거리가 먼

영상들을획득하여확장하는기술이다. 이는기존의검색엔
진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 중 사용자가 활용하기에

적합한데이터를 content-based image retrieval (CBIR)[1]을 
통해 찾아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Ⅱ. CBIR

1. CBIR의 프로세스

CBIR은 컴퓨터 비전 기술을 사용하여 영상을 검색하는
기술이다. CBIR은 기존의키워드나메타데이터 등의 텍스
트 기반 검색이 아닌 영상이 가진 컨텐츠, 즉 색상, 모양, 
텍스처 등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검색이다. 영상 데이터베

이스는자신이 가진 각각의영상의특징을 미리 전부 추출

해 기억하고 있다가 새로운 영상이 쿼리로 들어오면 새로

운 영상의특징을추출한 후기존영상의 특징과비교하여

적절한 영상을 결과로 표출한다.

그림 1. CBIR 구조
Fig. 1. CBIR structure

2. CBIR을 이용한 데이터 확장

현재 구글은 ‘이미지로 검색’이라는 기능을 통해 구글이
가진 거대한 영상 데이터베이스의 CBIR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지로검색’은 사용자가자신의 영상을구글 웹에업로
드하면그영상을쿼리로이용해 CBIR 결과와영상에가까
운검색어를제공하는서비스다. 본고에서는이와같은환경
을이용하여데이터세트를확장하였다. 데이터세트의학습
영상전부를구글영상검색의쿼리로이용하여각각영상의

유사 영상을 다운로드한다. 이를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 세트를가지고 있는하드를 서버화하여 하드
내의영상을웹에서접근가능하도록한다. 그다음, 웹코드
를이용하여하드내의영상을구글영상검색의쿼리로전송

한다. 마지막으로, 검색결과의웹소스를분석하여유사이
미지의 소스로부터 영상을 필요한 개수만큼 다운로드한다. 
만약, 검색결과에충분한양의영상이없거나아예유사영
상이 없을 경우 가능한 범위의 영상만을 다운로드한다. 웹
소스분석은크롬브라우저(Chrome browser)의개발자도구
를 이용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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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BIR을 이용한 추가 영상 데이터 획득 과정
Fig. 2. Process of additional image data acquisition using CB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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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글 이미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
Fig. 3. Google Image Search and Chrome browser developer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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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우리의기술의효과를측정하기위하여 CIFAR-100 데이
터 세트와 Caltech-256 세트, 그리고 이를 CBIR의 쿼리로
이용하여얻은추가데이터를딥러닝으로학습하고, CBIR 
확장 데이터의 활용 유무에 따른 분류기의 정확도 결과를

비교하였다[3].

1. 실험 세부 사항

데이터 확장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php로 구현되었다. 
원하는 주소에서 영상 데이터를 받아와 웹에 업로드하고

업로드된영상의 source url을구글이미지검색에전송한
다. 그 결과로 검색 결과 도메인(그림 2의 위)을 획득하고
도메인을분석하여유사이미지 원도우(window)의 도메인

(그림 2의아래)을획득한다. 최종적으로유사이미지윈도
우의도메인을분석하여유사영상 5장의 source url을획득
하고다운로드한다. 이과정은그림 2에, 과정을통해얻은
영상의 예는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딥러닝학습실험의모델은다음과같이두모델로나뉜

다. 1) CIFAR-100 데이터세트의학습영상인총 50,000장
과 2) CBIR을 통해 획득한 추가 246,775장(원래는 50,000
장의 5배인 250,000장이어야 하나, 3,225장은 유사 영상
을 찾지 못해 손실 됨)을 추가하여 296,775장을 학습한다. 
이를 CBIR 확장 모델이라 후술한다. 비교를 위해 기본
CIFAR-100 데이터 세트의 학습 영상 50,000장에 CIFAR- 
100 데이터 세트 내에서 246,775장을 추가하여 296,775장
으로 양을늘린모델도 따로 학습한다. 이 때, 추가한영상
은 1) CIFAR-100 데이터 세트의 학습 영상에 50,000장을
4번 복제한 200,000장의 영상, 2) CBIR에서 유사 영상을

(a) (b)

그림 4. (a): CIFAR-100 영상, (b): (a)를 쿼리로 이용하여 CBIR을 통해 획득한 영상들 (저작권 이유로 블러 처리)
Fig. 4. (a): CIFAR-100 image, (b): Obtained images from CBIR using (a) as query (Blur processing for copyright)

그림 5. InceptionNet V1 모델의 구조[2]

Fig. 5. The architecture of InceptionNet V1 mode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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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지 못한 3,225장만큼의 영상을 CIFAR-100 데이터 세트
의 학습 영상 50,000장에서 임의로 제거한 46,775장의 영
상이다(총합 246,775장). 이는 기본 모델이라 후술한다. 
 학습에는빠르고효과적인실험을위해파라미터수가적
고 학습효율이 높은 Inception Net V1 모델을 사용하였다
[2]. InceptionNet V1 모델의 구조는 그림 5와 같으며, 파란
블록은 CNN 모듈, 빨간블록은 Pooling 모듈, 녹색블록은
normalize와 concatenate 모듈그리고노란블록은 soft-max 
모듈이다. InceptionNet은 2014년 IRSVRC에서 구글에서
발표한모델이다. InceptionNet의핵심은그림 6과같이 In- 
ception 모듈을 이용해 큰차원의 convolution 연산을 작은
차원의 convolution 연산으로 쪼개 정확도를 올리고, 계산
양은 줄이는 것이다. 

 

그림 6. Inception 모듈[2]

Fig 6. Inception module[2]

비교를위해 CBIR 확장모델과 기본모델모두 10 에폭
(epoch)을 학습하였다. 학습률(learning rate)은 0.0001로두
모델 모두 같게 적용하였고 배치 사이즈는 32로 적용하였
다. 추가적인 비교를 위해 Caltech-256 데이터 세트[3]도같

은환경에서실험을진행하였다. Caltech-256는 30,607장의
영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세트이며영상을 256가지의 종
류로분류해놓은데이터세트이다. Caltech-256의경우, 테
스트세트가따로존재하지않아전체데이터세트의 5분의
1인 임의의 4,121장을 유효성 검사 세트로 지정하고 나머
지 26,486을학습을위한데이터세트로지정하였다. CBIR
을이용하여 획득한영상은 131,220장으로(학습데이터세
트의 242장이검색에실패하였다) 총 157,706장의학습데
이터세트가만들어졌고비교를위한데이터세트는 CIFAR- 

100과 같은 방법으로 기존 24,486장의 데이터 세트를

157,706장으로복제하여만들어졌다. 이후의실험은 CIFAR- 
100 데이터 세트의 실험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2. 실험 결과

실험결과, 기본모델에비해 CBIR 확장모델이 CIFAR- 
100 테스트 세트 Top-1 정확도에서 약 1.2%, Caltech-256 
유효성 검사 세트 Top-1에서는 약 0.8%의 향상을 이뤘다. 
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CBIR-augmented 
model Base model

CIFAR-100 test 
Top-1 68.56% 67.37%

CIFAR-100 test 
Top-5 90.08% 90.05%

Caltech256 
validation Top-1 74.72% 73.95%

Caltech256 
validation Top-5 91.29% 91.11%

표 1. CIFAR-100 테스트 데이터 세트와 Caltech-256 validation 데이터
세트의 Top-1, Top-5 정확도 비교
Table 1. Top-1, Top-5 accuracy comparison on CIFAR-100 and 
Caltech256 dataset 

실험을통해, CBIR을이용한데이터 확장이효과적임을
보였다. CIFAR-100 데이터세트와 Caltech-256 데이터 세
트는학습을위한충분한 데이터양이확보된데이터 세트

이며데이터세트의크기가동일함에도불구하고정확도의

향상이있었다. 이것이의미하는것은같은영상을반복학
습하는 것에 비해 다양한 영상을 이용하여 학습할수록 딥

러닝의학습이더효율적이며 CBIR을통해획득한영상이
학습에사용해도될 정도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
데이터 세트에 과도하게 학습되는 overfitting 문제를 추가
로 늘어난양질의데이터 세트가예방하여 딥러닝모델이

실험 데이터 세트나 유효성 검사 데이터 세트에서 더 잘

동작하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overfitting
이 일어나기 쉬운 작은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CBIR을 이용한 데이터 확장의 효과가 위의 실험보다 더
크게 작용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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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고에서는 딥 러닝을 위한 CBIR 기반의 데이터 확장
기술을 제안하였다. 이는 이전의 데이터확장기술과는다
르게 데이터 세트의 양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장

또한이루어졌다. CBIR로획득한영상이영상분류학습의
overfitting을줄여 분류정확도를높이는것을목표로하였
고, 실험을 통해 분류 정확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CBIR의특성상, 사용자가원하지않는영상이나질
이낮은영상을추가데이터 세트로획득할가능성이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의 적용 환경에 맞게 우리가 제안한

방법을사용해야원하는결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또한
최근 Bing, 얀덱스그리고바이두등검색엔진이나자체적
으로많은양의데이터 세트를보유하고 있는 웹사이트등

에서 이미지 기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추세다. 
사용자는이를고려하여 목적에맞는데이터를 얻을 수있

도록 CBIR 엔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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