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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식물 잎 분류는 특징 기반의 다양한 접근 방법으

로 연구됐으나, 하드웨어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영

상 분류에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딥 러닝

(deep learning)을 활용한 연구로 변화되고 있다. 딥 

러닝을 활용한 영상 분류는 최근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ompetition)라는 

영상 분류 관련 대회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간의 능력보다 우수한 분류 결과를 보여주

었다. 하지만 해당 대회에서 활용하는 영상의 경우 

본 연구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식물 잎 영상과 달리 

각 종마다 분류 특성이 좋으며, 유사도가 그리 높지 

않다. 즉, 식물 잎 영상은 각 종마다 유사한 색깔로 

구성되어 있거나, 모양 등의 특징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영상 한 장 내의 식물 잎인 전경과 불필요한 

배경이 매우 유사한 색감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기존의 식물 잎 분류 연구는 과거 방법인 특징 기반 

분류법과 최근의 딥러닝 분류법 둘 다 분류 오차를 

높이는 배경을 제외시키는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불필요한 전처리를 수

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알고리즘을 거듭 수행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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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연산이 수행된다. 최근 영상 분류에 주로 활

용되는 딥러닝의 경우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주로 활용하며, 컨볼루션(convolution)

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인근 픽셀을 고려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불필요한 배경을 삭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Fig. 1은 이러한 CNN의 흐름에 대한 과정을 

보여준다[1-3].

딥 러닝은 은닉층이 깊어질수록 좋은 특징을 뽑아

낸다는 기존 연구에 따라 ResNet[4]이나, DenseNet

[5]과 같은 깊은 은닉층을 가진 신경망모델에서 매우 

우수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에는 은닉층

이 깊어지는 것은 기울기 소실의 문제와 학습 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정확도가 그다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앞에서 추출된 특징들을 이후 은닉층에 더

해주는 방법으로 [4]와 [5]의 방법에서 해당 문제 뿐 

아니라 계산복잡도의 문제도 해결하였다. 이에 본 연

구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식물 잎 또한 깊은 은닉층을 

통해 특징을 많이 추출하여 분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딥 러닝을 활용하더라도 은닉층

의 깊이에 따른 다양한 실험이 불충분하여 식물 잎 

인식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딥 러닝 모델이 적합한지 

알 수 없다. 즉, 일반 영상의 데이터 집합과 식물 잎 

영상의 데이터 집합은 그 종류와 영상이 가진 성질이 

다르므로 그에 맞는 딥 러닝 모델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는 배경을 제외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CNN의 방법

은 컨볼루션 과정에서 인근 픽셀을 고려하여 불필요

한 정보를 대거 삭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처리가 

필요 없을 것이다[1-5].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영상과는 달

리 자연 환경에서 획득한 영상을 그대로 활용하여 

딥 러닝을 통해 분류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먼

저 24종에 대해 각 500장씩  식물 잎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 영상 분류 연구

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깊은 망 딥 러닝

을 사전 연구 하고, 잎 분류에 적합하도록 일부 개선

한다. 식물 잎은 기존 분류된 영상들과는 달리, 색상

이나, 잎 모양 등 분류 종 사이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적기 때문에 기존 딥 러닝의 은닉 망을 다르게 구성

하여 모델을 개선한다. 일반적으로 은닉 계층에서 추

출되는 특징 맵들은 각 층마다 다른 형태로 추출된

다. 이는 영상 내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을 경우 여

러 형태로 추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식물 잎 영상의 

경우 유사한 특징이 중복될 확률이 많아 수렴시간이 

길어지거나, 수렴 정도의 오차 변동 폭이 커진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좀 더 얕으면서 적절한 깊이의 

망으로 구성하여 빠른 수렴속도와 우수한 분류 성능

을 나타내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이전연구

2.1 딥러닝을 활용한 식물 잎 인식

본 절에서는 딥 러닝 방법을 통해 식물 잎 영상을 

분류한 기존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식물 

잎 분류 연구 역시 영상 인식 및 분류 연구와 마찬가

지로 기존의 특징 추출 기반 연구에서 딥러닝을 활용

한 연구로 변화되고 있다. 딥러닝 모델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도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므로 많은 수

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모델은 일반적

으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이나, 식물 잎 영상은 영

상 간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 분류보

다는 낮은 성능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존 식물 잎 분

류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 연구

에서도 딥러닝을 활용하는 추세를 보인다[1, 6-9].

유사 연구 중, 영상 처리에 좋은 결과를 보이는 

CNN 방법을 통해 식물 잎 영상을 분류하고, DN

Fig. 1. The process of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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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nvolutinal Network) 통한 특징맵을 시각화를 

수행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식물 잎의 종류

는 Fig. 2와 같이 44종으로 식물원을 통해 영상을 획

득하고 배경 제거 및 일정한 회전의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즉, 배경 및 잡음을 포함하지 않은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였기에, 이에 강건한 분류 연구가 필요

하다[1, 6-9].

2.2 DenseNet 알고리즘

딥 러닝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깊은 망이 좋은 결

과를 낸다. 하지만 일정 비율 이상으로 망이 깊어질 

경우 기울기 소실의 문제와 학습 방법의 어려움이라

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때

문에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 발

표된 ResNet에서는 망의 깊이를 100개의 계층 이상

의 깊은 망을 유지하면서도 해당 깊이에서 충분한 학

습 효과를 얻는 방법을 제시하고 Residual Learning

이라고 하였다[1,4].

이 방법은 출력값이 생성될 때 기존의 모델에서 

이루어지는 컨볼루션 등의 연산과정을 거쳐나온 결

괏값에 이전 단계의 출력값을 바로 더한 값이 새로운 

목푯값이 되며, 이를 Residual Learning의 기본 구조

라고 표현한다. 해당 구조를 반복적으로 쌓는 것이 

ResNet이라고 할 수 있다. 52 계층에서 top-5 error

가 3.57%로 인간보다 딥 러닝의 영상 분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 제시되었다[4].

일반적인 CNN에서의 목표인 출력 를 구하는 

것 대신 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 출력과 

입력 사이의 차를 구하도록 한다면 각 계층의 경우 

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가 된다

면, 결과적으로 실제 구해야 하는   가 

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에

서 를 찾기 위해서는 뒤의 계층인 에서 를 

감해주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연산의 복잡도가 

없다. 해당 개념에 대해 ResNet은 다음 수식 (1)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특징맵을 더한 것을 곱하는 형식

을 취함으로써 연산을 수행한다. Fig. 3는 해당 알고

리즘의 흐름도를 보여준다[4].

       (1)

DenseNet의 경우 앞서 가공된 특징에 대해 모든 

층에서의 값을 누적하는 전달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

전 계층에서 추가된 입력에 대하여 후속계층으로 전

달한다. 이는 깊어진 모델의 후반 층까지 앞선 정보

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Dense

Net은 상대적으로 ResNet에 비해 얕은 은닉층에도 

더욱 좋은 성능을 보이며, 이에 대해 적은 수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DenseNet이 

가지고 있는 크고 깊은 모델이 잘 학습되어서 좋은 

표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ResNet보다 과적합과 최

적화 문제에 대해 자유롭다. 아래의 Fig. 4는 Dense

Net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입력 데이터에 대한 컨

볼루션 후 3단계의 Dense Block과 그 사이의 컨볼루

Fig. 2. Leaf images for Deep Plant research.
Fig. 3. The flow of Residual Net.

Fig. 4. The flow of Den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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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과 풀링과정으로 구성된 전이 층(transition layer)

을 통과하게 된다[1, 5].

DenseNet은 Dense Block을 통해 해당 Block 안에

서는 모든 계층에 대해 경우에 계층의 수만큼 더해주

는 연산을 수행한다. 이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징맵을 Bottleneck 층을 통해 줄여줌으로서 계산

복잡도를 안정화 할 수 있다. 이때의 DenseNet 수식

은 (2)와 같다. 이때 은 계층을 뜻하고, 는 특징맵

을, 는 Dense Block의 연산을 뜻한다. 즉, 하나

의 계층에서 이전에 오는 모든 계층을 가지는 연산 

구조를 가지며 concatenation으로 특징맵을 합치게 

된다[1, 5].

    ⋯    (2)

이 연구에서는 Bottleneck 층 구조를 활용하는데,

이 층은 역할은 계산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BN(Batch Normalization), ReLU, 1×1 컨볼루션 단

계를 거쳐, BN, ReLU 그리고 3×3 컨볼루션으로 구

성되어 있다. 해당 알고리즘은 ResNet보다 얕은 은

닉층에서도 높은 결과를 보이며 같은 수의 은닉층에

서는 연산량이 적은 것을 보인다[1, 5].

3. 제안한 방법

본 연구에서는 딥 러닝 방법 중 가장 좋은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는 DenseNet을 활용하여 자연 환경

에서 획득된 식물 잎 영상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때 

딥 러닝으로 편향성이 없는 일반화 모델을 추출하기 

위해, 기존 연구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 집합을 구성

한다. 본 연구에서는 24개 종류에 대해 각 500개의 

영상을 확보 하였으며, 300장을 트레이닝(training)

집합, 100장을 확인(validation) 집합, 100장을 테스

트(test) 집합으로 활용하여 정확도의 신뢰도를 높이

고자 하였다. 이때 취득된 영상은 한 명의 획득 영상

이 아닌 여러 명이 획득한 영상으로 편향성(개인의 

영상 취득 취향을 고려하는)을 없앨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딥 러닝을 이용하여 식물 잎 인식 및 분류를 

수행할 때, 얕은 은닉층과 깊은 은닉층을 비교하기 

위해 기존 DenseNet 모델과, 일부 개선된 여러 모델

들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자 비교 

연구를 수행한다. 해당 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

서는 수집된 식물 잎 데이터 세트의 고유 특성을 충

분히 활용 가능한 깊은 은닉층 딥 러닝 모델을 제시

한다.

최근의 딥러닝 모델은 기존 특징 기반 분류 연구

와는 달리 수학적 해석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에 대해 모든 실험 결과에 대한 예측은 있을 수 있으

나, 이는 실험 기반의 축적된 통찰력으로 구성된 것

이다. 예를들면, 기존의 딥러닝 실험에서 자주 활용

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각 은닉층(hidden layer) 별로 

추출되는 서로 다른 특징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

닉층이 깊어지는 것이 유리함을 예측할 수 있다. 기

존에 활용하는 데이터세트는 종(class)별로 매우 다

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자동차, 과일, 사람 등등 

각종 종류별로 은닉층에서 추출되는 특징맵이 매우 

다르다. 또한 종류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은닉층이 

깊어질수록 추출될 특징맵의 중복성이 높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종 별로 색상 특징이 거의 

비슷하고, 모양이 비슷한 경우에는 은닉층이 많아질

수록 추출되는 특징맵의 중복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은

닉층에서 구성되는 흐름은 블랙박스와 거의 비슷하

여 내부적으로 어떤 수행이 일어날지 단언할 수 없으

므로 이에 대해 세밀한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적합 

모델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

델은 개선된 DenseNet이다. 해당 모델의 파라미터를 

일부 수정 및 개선하여 중복성 강한 특징맵을 추출하

지 않는 적합 모델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때 제시되

는 적합 모델은 다른 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

나 식물 잎에 적합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식물 잎을 

위한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깊은 신경망인 DenseNet은 앞서 기술한 것처럼,

수많은 특징맵을 가지기 때문에 얕은 신경망을 활용

해서 특징맵을 뽑는 것 보다 식물 잎 분류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보편적으로 너무 얕은 신경망

에서는 많은 특징맵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 식물 잎 영상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너무 깊고 많은 계층 및 특징맵을 가지는 것보다 적

절한 층 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학적인 해석이 

완벽하게 불가능함으로, 세밀한 파라미터 조절을 통

한 반복 트레이닝으로 정확도 비교를 하는 것이 통찰

력의 축척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 잎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개적으로 자

주 사용되는 데이터세트와는 다른 고유 특징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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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먼저 다른 종 간에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색상이 유사하며, 후경과 전경이 두드러지게 

분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식물 잎의 후경은 대부분 

같은 잎일 확률이 높다. 또한 후경에 위치한 잎의 모

양 역시 획일화된 구성이 아니다. 두 번째로 같은 종 

간의 영상에서도 두드러지게 추출되는 특징이 많지 

않다. 색상이 역시 그러하고, 영상을 획득하는 사람

이 아무리 관심 있는 식물 잎을 중앙에 놓고 영상을 

획득하더라도 잎의 크기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존 식물 잎 인식 및 분류 연구는 후경

을 완전히 제거하고, 획일한 방법으로 전처리된 데이

터세트로 영상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공개된 데이터 세트의 

경우 형태와 색깔, 전경과 배경의 명확한 분리 등 상

대적으로 구분하기 쉬운 요소들이 존재한다. 배경 및 

다양한 잡음이 포함된 식물 잎의 경우 이와 다른 형

태를 보이기 때문에 딥 러닝을 사용한 분류 결과가 

제시된 식물 잎 데이터에 우수한 분류성능을 나타내

는 최적의 모델이 필요하다.

즉, 너무 깊은 층은 특징맵을 추출할 시 중복성 

등에 의한 과적합을 초래할 수 있어 Dense Block 내

의 계층을 일부 줄인 개선된 DenseNet을 제시하고

자 여러 Dense Block 변화 모델을 다음과 같이 비교 

실험 수행 하였다. 아래 Table 1과 2는 실험 구성에 

대해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레이어들 

간의 반복적 트레이닝을 통해 비교함으로서 식물 잎

을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

다. 아직까지 24종의 소규모 종을 분류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실존하고 있

는 식물의 종류는 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멸종하는 종도 

있고, 새로 생겨나는 종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분류 모델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DenseNet의 경우 초기 컨볼루션 레이어 이

후 풀링 단계를 수행하나,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크

기를 64×64로 사용하여 기존 DenseNet 실험에서 활

용한 112×112보다 작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삭제 

시키고 일부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기존 연

구에서는 보다 큰 영상으로 분류 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현저히 작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만족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각 종마다 500장씩의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산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다.

Table 1은 DenseNet에서 실험된 두 개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비교 수행할 모델들의 구성을 보여준다. 해당 비교는 

기존 DenseNet에서 실험한 두가지 중 은닉노드가 

Table 1. An experiment configuration of original models in DenseNet

Layers DenseNet 201(original) DenseNet 121(original)

Convolution  ×  conv, stride 2

Dense Block (1)  ×
×

×   ×
×

× 

Transition Layer (1)
 ×  conv

 ×  average pool, stride 2

Dense Block (2)  ×
×

×   ×
×

× 

Transition Layer (2)
 ×  conv

 ×  average pool, stride 2

Dense Block (3)  ×
×

×   ×
×

× 

Transition Layer (3)
 ×  conv

 ×  average pool, stride 2

Dense Block (4)  ×
×

×   ×
×

× 

Classification Layer
4×4 avg pool

24D fully connected, soft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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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깊은 모델을 두 개 골라서 본 연구에 적

용해 보았다. 기존 연구의 모델을 함께 비교한 이유

는, 기존 연구에서 역시 다양한 모델에 대해 결과를 

비교하여 적합 모델을 추출하였기 때문으로 본 연구

에서는 식물 잎의 고유 특성 때문에 그리 좋지 않은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추측하였다.

Table 2에서 제안된 개선된 DenseNet 모델들의 

경우 기존 Table 1의 모델보다 Dense Block이 한 

단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입력되는 식물 

잎 영상의 특징인 배경과 잡음으로 인해 깊이가 깊어

질수록 불필요한 중복성이 발생하여 분류 정확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식물 잎의 특성을 고

려하여 작은 모델을 만들었다. 각 모델마다 첫째 

Dense Block에 좀 더 많은 특징맵을 추출하는 모델

과, 뒤에서 더 많은 특징맵을 추출하는 경우로 달리 

구성하였다. 은닉계층마다 추출되는 특징 복잡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달리 비교하기 위해 위와 같이 

구성하였다. 따라서 은닉층의 깊이를 줄이고, Dense

Block내 반복되는 단계를 여러 형태로 바꾸어 봄으

로서 적합한 모델을 찾고자 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 잎 영상을 직접 

취득하여 활용하였다. 식물 잎 영상 데이터가 공식적

으로 공개된 경우는 많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배

경이 제거된 데이터 집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한 국내에서는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등의 

국가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나, 이는 

종류에 대해서는 방대하나 각 종에 대한 데이터 집합

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1-2, 10]. 따라서 식물 

잎 분류 연구를 위해서 직접 취득하였으며, 그에 대

한 제한사항 또는 획득 환경은 다음 Table 3과 같다.

Fig. 5은 수집된 영상들의 대표적 형태를 보여준다.

촬영 장소는 Fig. 6과 같이 다양한 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대구수목원과 계명대학교에서 수집하였다. 총 

24종에 대해 수집하였으며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유

사성이 높은 식물 잎 종류가 포함되어있다. 해당 식

물 잎은 앞서 기술한 것처럼 각 500장을 편향성 없이 

수집하였으며 총 3명의 데이터 수집 인원을 통해 획

득 되었다. 이는 데이터 집합을 구축함에 있어 집합

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본 실험을 위해서 각 영상의 크기는 64×64를 활용

하였다. 실제 취득된 식물 잎 영상의 경우 1024×1024

의 해상도를 가지나,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알고

리즘의 경우 많은 은닉층 및 파라미터 결과를 도출함

으로 하드웨어 사양의 한계를 고려하여 메모리 상 

Table 2. An experiment configuration of comparison models

Layers

Comparison

Model 1

DenseNet 77

Comparison

Model 2

DenseNet 101

Comparison

Model 3

DenseNet 71

Comparison

Model 4

DenseNet 89

Convolution  ×  conv, stride 2

Dense Block (1)  ×
×

×   ×
×

×   ×
×

×   ×
×

× 

Transition Layer (1)
 ×  conv

 ×  average pool, stride 2

Dense Block (2)  ×
×

×   ×
×

×   ×
×

×   ×
×

× 

Transition Layer (2)
 ×  conv

 ×  average pool, stride 2

Dense Block (3)  ×
×

×   ×
×

×   ×
×

×   ×
×

× 

Transition Layer (3)
 ×  conv

 ×  average pool, stride 2

Classification Layer
4×4 avg pool

24D fully connected, soft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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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상이 입력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영상의 크기 

및 해상도를 작게 전처리하여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던 식물 잎 영상

의 해상도는 200×200 이상의 크기를 활용하기 때문

에 최근 연구에서의 분류정확도는 매우 높은 결과를 

내는 것을 이전 연구에서 확인 하였다. 하지만 본 연

구와 같이 작은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딥 러닝을 활용하더라도 본 연구와 같은 대용량 

Table 3. An environment of leaf image acquisition

Category Contents Details

Light

Shooting time 10:00～18:00

Shadow Not considered

Lighting restrictions Not considered

Leaf condition
Degree of damage Not considered

Shooting period August to September

Back Ground
Presence of nearby objects Not considered

Collection environment Keimyung University, Daegu Arboretum

Fig. 5. Image of plant leaf by species.

(a) (b)

Fig. 6. Plant leaf image acquisition places (a) Keimyung University Plant Leaf Image Acquisition Site (b) Daegu 

Arboretum plant leaf image acquisitio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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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배경을 제

거하지 않은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해상 영상

에서 활용 가능한 딥 러닝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하

드웨어 사양이 만족 될 때 더 큰 해상도를 활용 할 

시 기존 연구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앞서 언급한 Table 1과 2의 여러 

DenseNet 모델들을 비교하였다. 실험 환경은 아래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 집

합을 활용하기 위해 멀티 GPU를 활용하였으며 텐서

플로우를 통해 두 개의 그래픽카드가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여섯 개 모델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다. 해당 결과는 총 300세대(Epoch)를 수행 한 것 

중 확인 집합 결과의 최대치 세대 일 때의 결과를 보

여준다. 또한 Table 6은 총 300세대 중 300번째 세대

의 결과에서 테스트를 수행했을 때 결과를 보여준다.

5번 표를 보면, 확인 집합에서 최대 결과를 낸 세

대에서는 4번 모델 DenseNet 89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3번인 DenseNet 71과 

약 0.9%의 미미한 수준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나, 두 

모델의 가장 최고 수치의 세대의  확인 결과를 볼 

때, 4번 모델이 좀 더 빨리 수렴되어 결과를 보여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00번째를 최대로 수행

한 해당 세대에서는 0.4%가량 DenseNet 71번 모델

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보인다.

또한 기존 DenseNet에서 기본적으로 실험되었던 

121, 201 두 개의 모델은 비교모델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두 모델 

중에서도 201의 은닉층을 가지는 모델보다 121의 얕

은 은닉층을 가지는 모델이 약 1%정도의 좋은 결과

를 보여주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목적 영상이 식물 잎 영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식물 잎 영상은 영상 내의 추출되어야 하는 특징

들이 적고, 많은 특징을 지속적으로 추출할 경우 특

징맵의 중복성(redundancy)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

Table 4. An hardware and sofware environment of research

Category Contents Details

Hardware

Processor Inter(R) Core(TM) i7-6700K @4.00GHz 4.01GHz

RAM 64GB

Graphic Card
GeForce GTX TITAN X
GeForce GTX TITAN X
(multi GPU, total 2)

Software

Operating System Windows 10 Education

Platform of deep learning Anaconda 3
Tensorflow 1.2

python coding environment Visual Studio community 2015

Table 5. The test result of research in the highest validation result

Category
Top validation

result epoch
train result validation result test result

DenseNet 201(original) 159 98.2533% 85.4166% 84.4167%

DenseNet 121(original) 212 99.6805% 89.7083% 87.25%

Comparison Model 1

DenseNet 77
170 99.9166% 92.6666% 91.5%

Comparison Model 2

DenseNet 101
175 99.8194% 91.625% 89.5833%

Comparison Model 3

DenseNet 71
281 99.7916% 93.3750% 91.4583%

Comparison Model 4

DenseNet 89
207 99.8333% 93.2916% 9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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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기

존 연구에서 은닉층이 깊어질 때 좋은 결과를 보여주

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영상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딥 러닝 모델이 필요하며 특징맵의 경우에는 중복성

을 줄여서 추출하여야 더욱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과 8은 상기 비교모델 중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3번 모델과 4번 모델의 트

레이닝 정확도와 확인 정확도 변화수치를 보여준다.

각 그림의 정확도 변동 그래프 중 확인 정확도의 최

고 수치에 대해 표기 하였다.

최종 테스트 정확도를 볼 때 3번과 4번 결과는 약 

1%의 정확도 차이를 보이지만, 상기 그림을 보면 4

번 모델보다 3번 모델의 정확도 변동 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3번 모델보다 4번 모델이 식물 

Table 6. The test result of research in 300 epoch

Category Epoch train result validation result test result

DenseNet 201(original) 300 98.9583% 84.7916% 84.7500%

DenseNet 121(original) 300 99.0555% 88.125% 86.5%

Comparison Model 1

DenseNet 77
300 99.8055% 92% 91.125%

Comparison Model 2

DenseNet 101
300 99.8611% 90.8333% 86.2033%

Comparison Model 3

DenseNet 71
300 99.7638% 92.875% 91.5%

Comparison Model 4

DenseNet 89
300 99.7083% 91.4583% 91.0833%

Fig. 7. The result of comparison model 3.

Fig. 8. The result of comparison mod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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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에 좀 더 적합한 모델로서 적은 폭의 변동으로 수

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은 해당 두 모델의 

확인 정확도만을 추출하여 비교한 그래프이다. 눈여

겨 볼 실험 결과는 비교모델 2번으로, Dense Block을 

기존 4개에서 3개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Dense-

121모델과 유사한 결과값을 낸다. 이는, 초기 추출된 

특징이 중요한 정보이긴 하나 깊은 은닉망에서 추출

되는 특징맵보다 복잡도 낮기 때문에 초기에 너무 

많은 특징맵을 뽑으면 중복성(redundancy)이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실험에서는 앞서 3장에서 밝힌 것과 같이 기존 

연구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새로운 실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때 획득된 영상은 기존의 실험과는 달

리 전처리를 제외시키고 배경을 포함시켜 실험을 수

행하였다. 하지만 실세계 환경에서 적은 제약사항으

로 찍은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CNN의 환경에서는 좋

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DenseNet은 작은 크기의 입

력 영상에서도 90%대 초반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볼 때 영상의 크기가 커진다면 더욱 좋은 결과도 기

대할 수 있다.

또한 본 실험을 통해 영상 특징에 따라 적절하게 

은닉층을 줄이는 것이 더욱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안된 방법 중 미미한 차이로 

DenseNet 89가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 이는 영

상의 특성에 따라 무조건 깊은 계층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 식물 잎 등의 목적 영상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딥 러닝 중 깊은 은닉층을 가지고 

있는 CNN 모델인 DenseNet을 활용하여 식물 잎 분

류를 수행하였다. 딥 러닝의 연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주목받는 일부 모델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기존

의 연구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양

한 영상의 특성 보다는 웹 상에 공개된 영상 집합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특정 영상 집합에 대한 모델을 구성할 때는 또 다른 

형식의 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영상 분류 및 물체 인식 등에서는 기존 

모델들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특정적인 목적

을 가진 영상 분류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영상 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중복성을 배제시킨 

분류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와 연

관된 목적을 볼 때, 대량의 식물 잎 빅데이터 집합 

개발이나, 식물의 병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시스템 등

을 개발할 때는 ‘식물’이라는 종류 안에서 영상을 분

류하고 물체명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교 

실험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시된 모델 역시 기존 모델을 일부 개선

하였으며, 식물 잎 영상과 같이 한 영상 내부의 특성

이 유사하고, 종류별의 개별 영상 역시 유사할 때 과

한 계층을 쌓는 방법을 통한 특징맵 추출은 오히려 

불필요한 연산 및 중복성을 늘이는 작업이 되기 때문

에 정확도에 있어 반감되는 작용을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사례들과는 달리 제한사항

이 극히 드문 획득 영상과 저해상도의 영상을 활용하

여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하드웨어가 만족된다면 식물 

잎 인식 앱 등의 흥미 위주의 응용적 접근보다는 생

물학자들에게 좀 더 직접적인 관리 도구와 분류 도구

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식물의 잎을 인식

Fig. 9. The compared result of comparison model 3,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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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분류한 후, 분류된 종에 대해 각각의 질병의 종

류를 파악하는 등 겹겹이 쌓인 딥 러닝 모델들로 연

구목적의 응용까지 가능하다. 향후 식물 잎 인식 모

델을 통해 농업, 산림업 등의 전문적 목적을 가진 관

리 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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