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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으로 온라인 상거래 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국제  국내 기업의 상표권이 침해되는 사례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기업 는 개인이 국내 기업의 상표권

을 침해한 사례와, 국내 기업 간 발생하는 상표권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

허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상표보호를 한 사  방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응

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선등록 상표에 한 사 조사 는 자사의 상표보호를 

해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이 원인인 것으로 단된다.

한편, 국내에서 선등록상표에 한 사 조사를 해 상용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상표 이미지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다수의 기업은 자사의 상표 보호  선등

록 상표에 한 사 조사 수행 시 방 한 양의 선등록된 상표를 수작업으로 조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상표권 보호  선등록 상표에 한 사 조사 수행 시 투입되는 인력  

비용 감과,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합성곱 신경망 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지  재산권 문가가 선정한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ResNet V1 101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결과를 통해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이 단순한 사물 인식 분야뿐만 아니라 이미지 검색 분야에서도 높은 성

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실증 으로 입증했으며, 본 연구는 실제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실제 산업 환경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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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략 으로 리된 랜드는 독 , 배타 인 

사용이 가능한 상표권으로 인정되며 기업의 지

식재산권으로써 다양한 활용이 가능(윤 수와 조

성종, 2007;, 김문태, 2011;, 박문기 외, 2015;, 김

상조, 2015)하기 때문에 최근 다수의 기업들은 

강력한 랜드 자산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  성

과를 향상시키고 있다(박문기 외, 2015).

하지만 기업의 랜드 자산 구축에도 불구하

고,  세계 으로 온라인 상거래 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례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차상육, 2013; 장 양

과 배정한, 2015; 김 과 김세진, 2017). 

장 양과 배정한(2015)에 따르면, 국제 기업들

이 다양한 국가 법원에 오  마켓 기업을 상

으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김 과 

김세진(2017)에서는 국 상표 개인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2월부터 2016

년 5월까지 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권을 침

해한 사례가 월 평균 57건 발생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허심 원의 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간 상표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상표권에 한 심  청구 건수는 2013

년 비 2017년 약 2.50%, 심  처리 건수는 약 

5.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기업에 의

한 상표권 침해 사례와 국내 기업 간 상표권 침

해 사례의 증가는 국내 기업이 선등록상표에 

한 사 조사를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났다(특허청, 2013).

국내에서 선등록상표에 한 사 조사를 

해 활용되는 서비스는 특허정보원의 ‘키 리스

(Kipris)’와 ㈜마크 로의 ‘마크서치(Mark 

Search)’의 서비스가 표 이나, 두 기  모두 

상표 이미지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국내 기업이 선등록상표에 한 사 조

사 수행 시, 자사의 출원 상표와 방 한 양의 선

등록된 상표를 수작업으로 비교하여 조사해야하

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한

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이 선등록상표에 

한 사 조사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감과 국내

외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해  특정 상표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검

색하는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 모형을 제안하고

자 하며,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연구 차를 수

행한다.

첫째,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는 수집된 상표 이

미지 데이터를 상으로 개별 상표 이미지의 여

백을 제거하며,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 모델의 학

습을 해 여백이 제거된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상으로 해상도를 조정한다.

둘째, 데이터 라벨링  증폭 단계에서는 해상

도가 조정된 상표 이미지 데이터에 한 학습 

 검증을 해 개별 상표 이미지 데이터에 

한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며, 모델 학습 시 발생

하는 과 합 문제를 방지하기 해 상표 이미지 

데이터에 한 증폭과정을 수행한다.

셋째, 모형의 학습  검증 단계에서는 데이터 

증폭 과정이 완료된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상

으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가 7:3 비율로 

분할되어 모형의 학습  검증 과정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형의 활용성을 평가하기 하여 지

식재산권 문가가 선정한 테스트 데이터를 활

용하여 학습이 완료된 모형의 정확도를 산출한

다.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활용한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 모형 개발  57

Ⅱ. 선행연구 고찰

1. 상표권 침해 관련 선행연구

상표권 침해에 한 정의는 상표법 제 10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1호는 상표권의 직

 침해 행 , 제2호～제4호는 상표권의 간  

침해 행 에 해 정의하고 있다.

특허청(2013)에 따르면 이종(異種)업체에 의해 

자사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약 24%로 나타났으며, 동종(同種)업체에 

의해 자사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응답한 기

업의 비율은 약 44%로 나타났다. 한, 국내외 

분쟁 발생 실태에 해 조사한 결과 상표 분쟁

에 한 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을 상으로 ‘국

내외에서 상표권에 한 분쟁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약 63.1%, 담부서가 미

설치된 기업을 상으로 ‘국내외에서 상표권에 

한 분쟁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

이 약 78.9%로 나타났다. 체 조사 상 기업  

‘상표보호를 한 사  방 활동을 수행하지 않

는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약 65.3%로 나

타났으며,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49명 이하의 

기업이 73%, 50～299명 규모의 기업이 66.4%의 

비율로 상표보호를 한 사  방 활동을 수행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해당 통계자료는 타 기

업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더라도 인력  자

본의 부족으로 인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

고 있는 기업의 비 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분 내용

제1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

제2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 으로 교부․ 매․ 조․모조 는 소지하는 행

제3호
타인의 등록상표를 조 는 모조하거나 조 는 모조하게 할 목 으로 그 용구를 제

작․교부․ 매 는 소지하는 행

제4호
타인의 등록상표 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는 인도하기 하여 소지하는 행

<표 1> 상표권 침해 범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상표권 침해에 한 국내외 선행연구조사 결

과, 국내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한 법리  고

찰’에 한 연구와, ‘상표에 한 유사 단 기 ’

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상표권 침해에 한 법리  고찰’에 한 연

구를 살펴보면, 먼  박태일(2010)에서는 상표권 

침해  상품 주체 오인 혼동 행 에 한 검토

를 수행했으며, 상표법에 명시되어 있는 각 행

만으로 상표권 침해죄를 인정하는 것이 죄형법

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는 것인지 논의했다. 조

선(2013)에서는 오  마켓에서 공동불법행 의 

책임을 갖는 상표권 간 침해자에 해 상표법 

제67조 4항에 명시되어있는 경과실 감액을 극 

고려함으로써 오  마켓 수요자의 불이익이 

래되지 않도록 배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상육(2013)에서는 오  마켓에 시된 상품

이 제3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오  마켓 운

자가 상표권 침해를 인지하어 합리 인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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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웹사이트로부터 상품을 삭제하지 아니한 경

우, 오  마켓 운 자가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환(2014)에서는 상표권 침해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  마켓 운 자가 해당 상품에 

한 정보를 삭제하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삭제된 정보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합리 이라고 

주장했다. 

나동규(2015)에서는 지리  표시 단체표장의 

권리자인 법인과 해당 지자체 계자들은, 지역

의 특산품 랜드에 한 침해에 한 인식 제

고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해 등록 상표 운

에 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세진(2016)에서는 국에서 발생

한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국 내에서 

재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

며, 우리나라 한 재 시장에서 발 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상표에 한 유사 단 기 ’에 한 연

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원 (2011)은 도

형 결합 상표의 유사 단 기 을 정리했으며, 

상 결을 통해 상표의 유사여부 단  식별 

사례와 한국․미국․유럽․일본의 입법례  

례를 비교, 분석했다. 

양 승(2014)는 비 리업무를 표상하는 업무표

장의 식별력을 일반상표나 서비스표와 다른 시

각에서 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으며, 상표

법이나 상표심사기  등의 개정과 같은 입법  

검토를 통해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2015)는 상표 소송 실무에서 결합 상표

를 분리, 찰하는 경우에 수요자와 거래자의 

실을 반 할 유사 단 기 이 필요하다고 언

했다. 

김원오(2017)은 상표의 동일성 단의 공통  

기 에 한 규정의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동

일성 단의 범주나 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설기석(2017)은 출원인에게 상표 등록가능성 

측에 한 신뢰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 과 심

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구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선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 에

서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한 명확한 단

기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표권 침해  유사 단에 한 해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rsoof(2010)은 

상표권이 지역 으로 용됨에도 불구하고 상표

권에 한 법률이  세계 으로 통합됨에 따라 

유럽 사법 재 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결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언 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고를 게재하는 세계  기업은 상표를 사

용함에 있어 잠재 인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ealem et al.(2010)은 특정 기업의 명성을 활

용하여 자사의 이득을 취하려는 상표 도용 사례

에 해 조사했으며, 상표권자의 경우 상표 도용

에 한 처벌의 수 가 높을 때만 자사의 상표 

도용 여부를 감시한다고 주장했다. 

Weckstorm(2010)은 상표권 침해에 한 인터

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비 했으며, 인터넷상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다양한 행 를 수행하는 주체들의 의무를 규제

하는 상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ernandes(2014)는 다양한 국가에서 게재되는 

비교 고에 한 연방 법원의 인식이 정 으

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할권의 인식

이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에 한 상

표를 고에 사용할 수 없는 실에 해 비

했다. 

Dispoto(2015)는 상표권 보호에 한 미국 연

방법과 국 법을 비교한 결과 미국이 불공정한 

소송을 통해 시장 유율을 확 하는 것을 막는

데 충분한 조취를 취하지 않은 사실에 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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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상표권자의 허  고발 

문제를 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표 유사 단 기 에 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객 인 측정 방법이 아닌 법리  해

석 심의 연구가 으로 수행되었으며, 과

학 인 방법을 활용하여 상표권 침해 문제를 해

결하고자 수행된 연구는 무한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성곱 신경망 모형을 

활용한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 모델을 개발함으

로써 상표권 침해에 한 문제를 과학 으로 해

결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을 통해 

상표 간 유사도를 객 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 합성곱 신경망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합성곱 신경망 모형(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이미지를 효과 으로 분류하기 해 

LeCun et al. (1989)에 의해 제안된 모형이며 사

람의 시각처리 과정을 모방하여 고안되었기 때

문에 이미지 특성을 추출하기에 합한 모형으

로 평가되고 있다.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는 일반

으로 아래 <그림 1>과 같이 합성곱 계층

(convolutional layer), 통합 계층(pooling layer), 

완  연결 계층(fully-connected layer)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계층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합성곱 신경망 모형 구조(Lecun et al., 1995)

합성곱 계층은 이미지 데이터와 같이 2차원 

는 3차원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

하기 해 활용되는 계층이다(LeCun et al., 

1989). 합성곱 계층에서는 이미지 특성 추출 역

할을 담당하는 필터(filter)와 필터의 개수, 필터

가 움직이는 간격을 의미하는 이동 간격(stride), 

입력 데이터 주변을 특정 값으로 채우는 패딩

(padding) 4개의 요소를 활용한다.

통합 계층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통합하여 데

이터의 크기를 축소하는 역할이 수행되며, 이미

지 특징 맵을 축소하는 필터와 이동간격, 입력 데

이터 주변을 특정 값으로 채우는 패딩이 활용된다. 

완  연결 계층에서는 인공 신경망(Neural 

Network)을 활용하여 입력 데이터의 측값을 출

력하는 역할이 수행된다. 완  연결 계층의 입력 

계층(input layer)에서는 합성곱 계층과 통합 계

층의 연산 결과로 도출된 특성지도(feature map)

가 활용된다. 은닉 계층(hidden layer)에서는 입

력 계층과 가 치의 행렬 곱 연산과 잔차에 

한 합산이 이루어지며 출력 계층(output layer)에

서는 입력 데이터에 한 연산 결과가 출력된다.

본 연구에서는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우수한 성능

을 나타낸 합성곱 신경망인 VGG-Net(Simon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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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sserman, 2014), GoogLeNet(Szegedy et al., 

2015), ResNet(He et al., 2016)에 한 모형에 

해 살펴보고자 하며, 각 모형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VGG-Net은 Simonyan & Zisserman(2014)이 

제안한 합성곱 신경망 구조(<그림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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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VGG-Net 계층 구조(Simonyan & Zisserman, 2014 재편집)

해당 연구에서는 합성곱 신경망의 깊이가 모

형 성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모든 합성곱 계층  통합 계층에서 다수의 

×크기 필터를 활용했다. 그들은 합성곱 계층

과 통합 계층에서 ×  이상 크기의 필터를 1

개 활용하는 것 보다 ×  크기의 필터를 2개 

활용할 때 모형의 연산 량이 감소될 뿐만 아니

라 모형의 정확도가 상승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선행 학습(Pretrain) 방법을 활용하여 신경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발생하는 경사 기울기 사라

짐 문제를 해결했으며, 신경망의 구조가 단순하

기 때문에 모형의 변형과 수정, 확장이 간편하다. 

GoogLeNet은 Szegedy et al.(2015)이 개발한 합

성곱 신경망 구조(<그림 3>)이다. 연산량 증가

로 인한 처리 속도 하 문제를 해결하기 해 

Inception module을 도입했으며, 경사 기울기 사

라짐 문제를 해결하기 해 Auxiliary classifier

를 활용했다.

Pre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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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convolutions

1 1
convolutions

3 3max
pooling

3 3
convolutions

5 5
convolutions

1 1
convolutions

Filter
concatenation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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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oogLeNet의 계층 구조(왼쪽)와 기본 블록(오른쪽)(Szegedy et al., 2015 재편집)

ResNet은 Microsoft의 북경 연구센터에서 고

안된 합성곱 신경망 모형이며, 아래 그림과 같이 

152개의 계층을 갖는 깊은 신경망 구조로 설계

되었다. ResNet 기본 블록에서는 2개의 합성곱 

연산 과정을 거친 특징 지도에 2개의 합성곱 계

층을 거치지 않은 특징 지도를 결합하여 기 

계층에서 학습이 수행되지 않는 경사 기울기 사

라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ResNet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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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을 반복 으로 쌓으며 신경망 구조를 설계

한 결과 ILSVRC 2015에서 가장 뛰어난 정확도

를 나타내어 우승을 차지했다.

<그림 4> ResNet의 계층 구조(왼쪽)와 기본 블록(오른쪽)(He et al., 2016 재편집)

합성곱 신경망 모형에 한 선행연구 조사 결

과 국내와 해외 모두 다양한 분야에 합성곱 신

경망 모형을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수행된 합성곱 신경망 모형에 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한웅 외(2017)은 Armato et al. 

(2011)이 제작한 흉부 CT 상 데이터인 LIDC- 

IDRI(Lung Image Database Consortium and 

Image Database Resource Initiative)를 상으로 

그들이 고안한 합성곱 신경망 모형을 활용하여 

흉부 결  여부를 별했으며, 93.75%의 정확도

로 흉부의 결  여부를 별했다. 박웅규 외(2017)

는 Krizhevsky & Hinton(2010)의 CIFAR-10 

(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데

이터를 활용하여 야간 상황에서 차량의 조등

과 후미등을 별하는 실험을 수행했으며, 실험 

결과 차량의 조등은 약 96.33%, 후미등은 약 

94.07%의 정확도로 별했다. 황선유(2017)는 실

제 비행을 통해 취득한 상 데이터와 온라인상에 

공개된 상 데이터를 상으로 Badrinarayanan 

et al.(2015)이 제안한 SegNet과 Simonyan & 

Zisserman(2014)이 제안한 VGG-Net을 활용하여 

비행체를 검출하는 연구를 수행했으며, 약 

69.88%의 정확도로 비행체를 검출했다. 윤재웅 

외(2017)은 아토피피부염 병변별 증도를 별

하기 해 가톨릭 학교 의과 학 성모병원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이미

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상으로 다양한 합

성곱 신경망 모형에 한 학습을 수행했다. 실증 

분석 결과 홍반(Erythema)의 경우 ResNet V1 

101, 은 정도(Excoriation)의 경우 ResNet V2 

50이 90%이상의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태선화

(Lichenification)의 경우 VGG-Net이 89%의 정

확도를 기록했다.

해외에서 수행된 합성곱 신경망에 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Cresan & Schmidhuber 

(2013)은 3,755개의 범주로 구성된 한자 손 씨 

이미지 데이터를 상으로 MCDNN(Max-pool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이라는 합성곱 

신경망 모형을 고안하여 약 94.47%의 정확도로 

한자 손 씨 이미지를 별했다. Razavian et 

al.(2014)은 ‘OverFeat’이라는 합성곱 신경망을 고

안하여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이

미지 분류, 사물인식, 이미지 검색 등에 용하

으며, 실험 결과 그들이 고안한 ‘OverFeat’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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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분류는 물론 사물인식, 이미지 검색에 뛰

어난 성능을 나타냈음을 증명했다. Parkhi et 

al.(2015)은 그들이 제안한 합성곱 신경망 모형 

기반 얼굴 인식 모형인 ‘VGG-Face’와 기타 얼굴 

인식 모형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

으며, 그들이 제안한 ‘VGG-Face’의 정확도(약 

97.3%)가 기타 얼굴 인식 알고리즘의 정확도보

다 더 높다는 것을 증명했다. Gulshan et 

al.(2016)은 다양한 망막 이미지 데이터를 상으

로 Inception V3 모형을 활용하여 망막증 진단 

연구를 수행했으며, EyePACS-1 데이터에서는 

99.1%, Messidor-2 데이터에서는 99.0%의 정확

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Esteva et al.(2017)은 

Inception V3 모형을 피부암 진단에 용하여 피

부과 문의보다 더 정확한 이미지 인식률(약 

96%)을 나타냈다. Lan et al.(2018)에서는 

Chatfield et al.(2014)가 제안한 VGG-F 모형을 

활용하여 상표 이미지 검색에 한 연구를 수행

했으며, 총 320개의 테스트 데이터 셋을 상으

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 0.68의 mAP를 기록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이미지 검색 모형 정확

도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상표 이미지의 여백을 

제거하는 과정이 생략되어있다는 한계 이 존재

한다.

다양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합성곱 

신경망 모형은 이미지 인식에 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합성곱 신경망 모

형을 활용하여 특정 상표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

지를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모형

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Ⅲ.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 차는 <그림 5>와 같이 데이

터 정제, 데이터 라벨링  증폭, 모델 학습  

검증, 모델 테스트의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

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모델 학습 및 검증

여백 제거 크기 조정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증폭

데이터 분할

데이터 정제

GoogLeNet

VGG-Net

ResNet

데이터 라벨링 및 증폭

GoogLeNet

VGG-Net

ResNet

모델 테스트

테스트 정확도 산출 검증 정확도 산출

<그림 5> 연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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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정제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는 여백 제거와 해상도 

조정 과정이 수행된다. 상표 이미지는 상표에 따

라 여백 존재 유무와 정도가 각각 다르다. 상표 

여백 유무와 정도는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모형 

학습 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림 

6>과 같은 과정이 수행된다.

첫째, 여백의 색을 추출하기 해 이미지 픽셀 

값  (0, 0)의 픽셀 값 이 상표 이미지( )

로부터 추출된다. 둘째, 첫 번째 단계에서 추출

된 색 으로 구성되며 상표 이미지와 같은 

크기의 배경 이미지()가 생성된다. 셋째, 상표 

이미지( )에서 배경 이미지()가 차분된 후 

 값이 용된 이미지( )가 생성된다. 넷째, 

에서 픽셀 값이 0이 아닌 지역의 치를 나타

내는 경계 상자, 즉, 좌측, 상단, 우측, 하단의 좌

표 값을 의미하는가 생성된다. 마지막

으로, 상표 이미지( )에서 경계 상자()

를 활용하여 여백이 제거된다. 

여백이 제거된 상표 이미지는 해상도와 이미

지의 가로 세로 비율이 각각 다르다. 지능형 유

사상표 이미지 검색모형의 효과 인 학습을 

해 여백이 제거된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상으

로 특정한 크기의 해상도로 상표 이미지 데이터

의 해상도가 조정된다.

, 위치의 픽셀 값( )

상표 이미지( )

배경 이미지( )

상표 이미지( ) 배경 이미지( )

- =

차분된 이미지( )

차분된 이미지( )

상표 이미지( )

Step 1:
배경의 픽셀 값 추출

Step 2:
배경 이미지 생성

Step 3:
상표 이미지에서
배경 이미지 차분

Step 4:
경계 상자 생성

Step 4:
여백 제거

경계 상자( , , , )

여백이 제거된상표 이미지( )

추출

추출

<그림 6> 여백 제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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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라벨링 및 증폭

데이터 라벨링  증폭 단계에서는 ‘데이터 라

벨링’, ‘데이터 증폭’ 과정이 <표 2>와 같이 수행

되며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데이터 라벨

링’ 과정에서는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모형의 출

력 데이터 셋을 구성하기 해 수행되며, 해상도

가 조정된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상으로 개별 

상표의 고유 번호인 출원번호를 활용하여 하나

의 상표에 고유한 출원번호를 부여하는 라벨링 

작업이 수행된다. 한 하나의 상표 이미지 데이

터만으로 모형을 학습할 경우 과 합 문제가 발

생하여 모형의 성능이 하될 가능성이 존재하

므로(Krizhevsky et al., 2012; Szegedy et al., 

2015; Fadaee et al., 2017), 상표 이미지 데이터

에 무작 로 임의의 선을 추가하여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복제하는 ‘데이터 증폭’ 과정이 수행된

다.

과정 설명

데이터 라벨링
해상도가 조정된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상으로 개별 상표의 고유 번호인 출원번호를 

부여함.

데이터 증폭 상표 이미지 데이터에 무작 로 임의의 선을 추가하여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복제함.

<표 2> 데이터 라벨링  증폭 단계 요약

3. 모델의 학습 및 검증

모델 학습  검증 단계에서는 ‘데이터 분할’ 

과정과 ‘모형 학습’ 과정이 <표 3>과 같이 수행

되며, 해당 단계에 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과정 설명

데이터 분할
‘데이터 증폭’ 과정이 완료된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상으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

터를 7:3의 비율로 분할함.

모델의 학습  검증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에 한 학습을 수행한 후, 검증 데

이터를 활용하여 각 모델에 한 검증을 수행함.

<표 3> 모델의 학습  검증 단계 요약

모델의 학습  검증 단계의 첫 번째 과정에

서는 모델의 학습과 검증을 해 ‘데이터 증폭’ 

과정이 수행된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상으로 

<그림 7>과 같이 학습 데이터 셋과 검증 데이

터 셋을 각각 7:3의 비율로 분할하는 작업이 수

행된다. 한 IL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우수한 성과

를 보 던 VGG-Net, GoogLeNet, ResNet이 지

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델의 실험 모형으로 활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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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데이터 분할 시 

<그림 8> 모형 학습  검증 과정

4. 모델 테스트

본 연구의 목 은 유사상표를 정확하게 검색

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산업 

환경에서 제안 모형에 한 활용 가능성을 확인

하기 해 <표 4>와 같은 과정이 수행된다.

과정 설명

테스트 데이터 선별
학습에 활용된 상표 이미지 데이터와 유사한 상표 이미지가 문가(변리사)를 통해 

선별됨.

모델 테스트 정확도 산출
선별된 데이터를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활용하여 모형의 테

스트 정확도가 산출됨.

<표 4> 모델 테스트 단계 요약

Ⅳ. 실증분석 및 결과

제안 모형에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한 실증 

분석 차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라벨링  증폭’,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형에 

한 학습  검증’,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형 

테스트’와 같이 5단계의 연구 차를 수행하게 되

며, 각 차에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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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수집

데이터는 키 리스 DB로부터 검색 식(AN= 

[40?]*AD=[20170101～20171231])을 활용하여 2017

년에 등록된 총 59,886건, 약 10.9MB 크기의 상

표 정보 데이터가 xls 일 형태로 수집되었으

며, 수집된 상표 정보 데이터의 시는 아래 

<표 5>와 같다.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공고번호 리인 명칭 TM5공통상태지표

4020170086952 20170712 4020170122270 - M MATERIALS SG 소재 등록/발행  효력발생

4020170077572 20170623 4020170132458 이승환
다요미 조경 DAYOMI 

DAYOMI LANDSCAPE
등록/발행  효력발생

4020170073452 20170615 4020170128223 - NOBISSAN STUDIO 등록/발행  효력발생

4020170040432 20170329 4020170125546 박성 염 염청림 가원 SEA SALT 등록/발행  효력발생

<표 5> 수집된 상표 정보 데이터 시

키 리스 러스 OPEN API 서비스를 활용한 

상표 이미지 수집 시 입력키 값으로 출원번호가 

활용되므로 Python3.5 라이 러리인 ‘pandas’를 

활용하여 수집된 상표 정보 데이터로부터 출원

번호를 추출하여 DB에 장했으며, 입력키 값으

로 DB에 장된 상표 출원번호를 호출하여 약 

2.21GB 크기의 상표 이미지 데이터가 수집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학습 시 소요되는 컴퓨

 연산량과 메모리 크기 등의 한계로 인해 키

리스 러스 OPEN API 서비스로부터 수집된 

상표 이미지 데이터  단순 무작  추출 방법

을 활용하여 1,000개의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추

출하여 DB에 장되었다.

2. 데이터 정제

키 리스 러스로부터 수집된 상표 이미지 

원본 데이터는 상표에 따라 여백 존재 유무와 

정도가 각각 다르다. 상표 여백 유무와 정도는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모형 학습 시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Python3.5 라이 러리  하

나인 ‘pillow’를 활용하여 <그림 9>와 같이 무작

 추출된 1,000개의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상

으로 여백을 제거하는 과정이 수행되었다.

여
백
제
거
후

여
백
제
거
전

<그림 9> 여백 제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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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이 제거된 상표 이미지는 해상도와 이미지

의 가로 세로 비율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지능형 

유사상표 이미지 검색모형의 효과 인 학습을 

해 여백이 제거된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상으로 

<그림 10>과 같이 ×픽셀 크기의 해상도

로 상표 이미지 데이터의 해상도가 조정되었다.

해
상
도
조
정
전

해
상
도
조
정
후

<그림 10> 해상도 조정 시

3. 데이터 라벨링 및 증폭

해상도가 조정된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상

으로 각 상표에 출원번호를 부여하는 ‘데이터 라

벨링’과정이 수행되었다.

상표 이미지 데이터 라벨 상표 이미지 데이터 라벨

4020170009300 4020170000890

4020170007576 4020170015093

4020170009482 4020170025993

<표 6> 데이터 라벨링 과정 수행 결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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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라벨링이 완료된 상표 이미지 데이터

를 상으로 <그림 11>과 같이 무작 로 임의

의 선을 추가하여 상표 이미지를 복제하는 ‘데이

터 증폭’ 과정이 수행되었다. 기존의 데이터 증

폭 방법에는 이미지의 좌우를 반 시키는 방법, 

이미지의 일부만 사용하는 방법, 이미지를 회

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Bjerrum, 2017). 본 연구

에서는 상표 이미지에 한 형태를 보존함과 동

시에 모형 학습 시 발생되는 과 합 문제를 방

지하기 해 상표 이미지에 임의의 선을 추가하

는 데이터 증폭 방법이 활용되었다.

<원본 데이터> <복제 #1> <복제 #2> ... <복제 #N>

...

...

...

<그림 11> 상표 이미지 데이터 증폭 시

4.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델 학습 및 

검증

단순 무작  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데이터 증

폭 과정을 거친 총 100,000개 상표 이미지 데이

터  70%인 70,000개 상표 이미지 데이터가 지

능형 유사상표 검색모형의 학습용 데이터 셋으

로 설정되었으며, 나머지 30% 상표 이미지 데이

터는 모형 검증용 데이터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Tensorflow API에서 제공하는 GoogLeNet, 

ResNet, VGG-Net의 선행 학습 모형(Pre-trained 

model)을 이용하여 제안 모형에 한 학습을 수

행하 다. 모형별 학습의 형평성을 해 각 각 

모형의 기 학습 비율(Initial learning rate)을 

0.01, 최  학습반복 횟수는 40,000회, 모형 학습 

방법은 RMSprop, 감쇠율은 0.96으로 설정하 다.

모형 학습이 완료 된 후 30,000개의 검증용 데

이터를 활용하여 유사도 기  모형 정확도를 측

정하 다. 해당 측정 방법은 학습 모형이 입력 

데이터의 범주를 측할 때 K% 확률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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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한 범주 가운데 입력 데이터의 실제 범주를 

측할 확률을 의미한다. 산출된 모형별 정확도

는 아래 <표 7>과 같으며, 모형별 산출 결과 

시는 <표 8>과 같다. <표 7>을 살펴보면 유사

도 10%를 기 으로 모형의 정확도를 측정한 경

우 GoogLeNet V1, V2가 100%의 정확도로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GoogLeNet V3, 

ResNet V1 50, ResNet V1 152, ResNet V2 152, 

VGG 19가 모두 99.80%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유사도 30%를 기 으로 모형의 정확도를 측정한 

경우 GoogLeNet V1의 정확도가 100%로 나타나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으며, ResNet V1 50과 

ResNet V2 152는 각각 99.7%의 정확도를 나타

냈다. 유사도 50%, 70%, 90%를 기 으로 모형

의 정확도를 측정한 경우 ResNet V1 50이 각각 

99.7%, 99.4%, 99.2%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

능을 나타냈다.

모형
유사도

평균
10% 30% 50% 70% 90%

GoogLeNet

V1 100.0% 99.8% 98.5% 95.3% 82.5%

90.4%

V2 100.0% 99.4% 97.3% 92.6% 73.3%

V3 99.8% 99.3% 97.6% 94.6% 80.7%

V4 93.0% 90.0% 84.3% 74.6% 55.2%

평균 98.2% 97.1% 94.4% 89.3% 72.9%

VGG-Net

VGG 16 99.8% 98.8% 96.6% 94.1% 84.9%

93.9%VGG 19 99.4% 97.6% 96.0% 92.6% 78.8%

평균 99.6% 98.2% 96.3% 93.4% 81.9%

ResNet

V1 50 99.8% 99.7% 99.7% 99.4% 99.2%

99.1%

V1 101 99.6% 99.6% 99.5% 99.4% 98.6%

V1 152 99.8% 99.5% 99.4% 99.3% 98.7%

V2 50 99.7% 99.6% 99.1% 98.1% 97.1%

V2 101 99.7% 99.5% 99.2% 98.7% 96.8%

V2 152 99.8% 99.7% 99.3% 98.7% 96.5%

평균 99.7% 99.6% 99.4% 98.9% 97.8%

<표 7> 검증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모형의 정확도

입력 데이터 모형 유사도  모형 출력 결과

GoogLeNet V1

96.57% 1.22% 0.64% 0.44% 0.38%

GoogLeNet V2

94.05% 1.16% 0.53% 0.28% 0.21%

<표 8> 검증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모형 산출 시



70  경 과 정보연구 제38권 제3호

5.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델 테스트

본 연구의 목 은 유사상표를 효과 으로 검

색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지능형 유사상표 모형에 한 산업환경에서

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테스트 데이터

를 활용하여 모형의 정확도를 산출했다. 본 연구

에서 선정된 테스트 데이터는 <그림 12>와 같다.

GoogLeNet V3

99.82% 0.02% 0.01% 0.01% 0.01%

GoogLeNet V4

32.94% 9.91% 5.17% 3.77% 3.18%

VGG 16

87.96% 8.11% 1.39% 0.56% 0.39%

VGG 19

98.81% 0.67% 0.14% 0.11% 0.06%

ResNet V1 50

99.92% 0.06% 0.01% 0.01% 0.01%

ResNet V1 101

99.87% 0.11% 0.02% 0.01% 0.01%

ResNet V1 152

99.95% 0.01% 0.01% 0.01% 0.01%

ResNet V2 50

99.95% 0.01% 0.01% 0.01% 0.01%

ResNet V2 101

99.94% 0.02% 0.01% 0.01% 0.01%

ResNet V2 152

99.87% 0.09% 0.01%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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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그림 12> 모형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시 

<그림 12>와 같이 지식재산권 문가가 학습 

데이터와 유사하다고 단한 총 100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사도 기  모형 정확도가 

측정 다. 모형별 정확도 측정 결과는 <표 9>와 

같으며, 모형별 산출물 시는 <표 10>과 같다. 

<표 9>를 살펴보면 ResNet V1 101이 모든 유

사도 기 에서 각각 89.0%, 84.0%, 80.0%, 

78.0%, 69.0%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유사도 30%를 기 으로 모형의 정확도를 측정한 

경우 ResNet V1 50이 84.0%를 기록하며 

ResNet V1 101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모형별 정확도를 살펴보면 ResNet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으며, 

GoogLeNet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GoogLeNet의 정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이

유는 복잡한 색과 형태를 갖는 사진 데이터를 

상으로 모형의 학습을 수행한 것이 아닌 단순

한 색과 형태를 갖는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상으로 모형의 학습을 수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이는 GoogLeNet이 단순한 선

(line)을 갖는 이미지를 분류하기에 합하지 않

은 모형이라고 주장한 Ballester & Araujo(2016)

과 일치한다. 한편, ResNet의 경우 모든 측정 지

표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으며, 이는 

Residual Connection을 통해 경사 기울기 사라짐 

문제를 가장 효과 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로 단된다.



72  경 과 정보연구 제38권 제3호

모형
유사도

평균
10% 30% 50% 70% 90%

GoogLeNet

V1 84.0% 79.0% 75.0% 68.0% 54.0%

64.9%

V2 81.0% 76.0% 70.0% 58.0% 43.0%

V3 83.0% 73.0% 65.0% 64.0% 50.0%

V4 72.0% 61.0% 54.0% 50.0% 37.0%

평균 80.0% 72.3% 66.0% 60.0% 46.0%

VGG-Net

VGG 16 80.0% 76.0% 68.0% 63.0% 55.0%

67.6%VGG 19 75.0% 73.0% 66.0% 61.0% 59.0%

평균 77.5% 74.5% 67.0% 62.0% 57.0%

ResNet

V1 50 87.0% 84.0% 79.0% 77.0% 67.0%

77.0%

V1 101 89.0% 84.0% 80.0% 78.0% 69.0%

V1 152 86.0% 83.0% 79.0% 76.0% 64.0%

V2 50 86.0% 83.0% 78.0% 69.0% 57.0%

V2 101 86.0% 83.0% 77.0% 71.0% 57.0%

V2 152 85.0% 79.0% 78.0% 73.0% 65.0%

평균 86.5% 82.7% 78.5% 74.0% 63.2%

<표 9>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모형의 정확도

입력 데이터 모형 유사도  모형 출력결과

GoogLeNet V1

62.06% 16.06% 4.20% 4.08% 1.29%

GoogLeNet V2

57.74% 16.68% 6.99% 2.33% 1.10%

GoogLeNet V3

97.50% 0.17% 0.10% 0.09% 0.07%

GoogLeNet V4

30.90% 13.53% 4.58% 2.71% 2.13%

VGG 16

75.67% 8.87% 6.84% 2.81% 0.99%

<표 10>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모형 산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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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미지 데이터 특성에 따라 합성곱 신경

망의 합성을 단하기 해 아래 <표 11>과 

같이 모든 합성곱 신경망 모형에서 정확하게 분

류된 테스트 데이터와 모든 합성곱 신경망 모형

에서 분류하지 못한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했다. 

<표 11>을 살펴보면 학습 데이터에는 자가 

없지만 테스트 데이터에는 자가 있는 경우, 

자 자체가 완 히 바 는 경우에 합성곱 신경망 

모형에서 해당 이미지 데이터를 올바르게 인식

하지 못한 반면, 자가 추가되거나 반 정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합성곱 신경망 모형에서 해

당 이미지 데이터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해당 문제

을 보완하기 해 사물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하

여 상표에 존재하는 표장을 효과 으로 인식하

여 보다 정교한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모형을 개

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VGG 19

32.77% 25.63% 19.24% 13.40% 3.54%

ResNet V1 50

78.79% 12.74% 7.98% 0.08% 0.06%

ResNet V1 101

80.25% 19.30% 0.26% 0.03% 0.03%

ResNet V1 152

88.68% 10.51% 0.73% 0.02% 0.01%

ResNet V2 50

91.90% 6.82% 0.38% 0.16% 0.13%

ResNet V2 101

74.51% 9.7% 4.52% 3.14% 2.05%

ResNet V2 152

51.81% 21.61% 21.09% 1.35%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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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테스트 데이터 학습 데이터 구분 테스트 데이터 학습 데이터

정분류 데이터 오분류 데이터

<표 11> 정분류 데이터와 오분류 데이터 시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형을 

개발하기 해 다음과 같은 단계가 수행되었다.

첫째,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모형에 사용될 상

표 이미지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2017년에 등

록된 총 59,886개, 약 2.21GB 크기의 상표 이미

지 데이터  단순 무작  추출 방법을 활용하

여 1,000개의 상표 이미지 데이터가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델의 학습  검증 데이터로 선정

되었다.

둘째, 수집된 상표 이미지 원본 데이터는 상표

에 따라 여백 존재 유무와 정도가 각각 다르므

로, 상표 이미지의 여백을 제거하는 ‘여백 제거’ 

과정이 수행되었다. 여백이 제거된 상표 이미지

는 해상도와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이 각각 

다르므로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모형의 효과 인 

학습을 해 여백이 제거된 상표 이미지 데이터

를 상으로 299*299 pixel 크기의 해상도로 상

표 이미지 데이터의 해상도가 조정되었다.

셋째, 효과 인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델의 

학습  검증을 해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증

폭’ 과정이 수행되었다. ‘데이터 라벨링’ 과정에서

는 개별 상표 이미지에 응하는 상표 고유 출

원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데이

터 증폭’ 과정에서는 모형 학습 시 발생하는 과

합 문제를 해결하기 해 상표 이미지 데이터

에 무작 로 임의의 선을 추가하여 상표 이미지

를 복제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넷째, 제안 모형의 학습  검증 단계에서는, 

‘데이터 셋 분할’, ‘모형 학습’, ‘모형 검증’ 과정이 

수행되었다. ‘데이터 셋 분할’과정에서는 ‘데이터 

증폭’이 완료된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상으로 

단순 무작  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총 100,000개 

상표 이미지 데이터  70%인 70,000개 상표 이

미지 데이터가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모형의 학

습용 데이터 셋으로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30% 

상표 이미지 데이터는 모형 검증용 데이터로 선

정되었다. ‘모형 학습’ 과정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GoogLeNet, ResNet, VGG-Net 모델을 

상으로 상표 이미지에 한 학습이 수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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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검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델의 정확도가 산출되었다. 유사도 10%

와 30%를 기 으로 모델 별 검증을 수행한 결

과, GoogLeNet V1이 100%의 정확도로 가장 높

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유사도 50%와 70%, 90%

를 기 으로 모형의 정확도를 측정한 경우 

ResNet V1 50이 각각 99.7%, 99.4%, 99.2%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능형 유사

상표 모형에 한 산업 환경 활용 가능성을 활

용하기 해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수집된 총 

59,886건의 상표 이미지 데이터 에서 지식재산

권 문가가 선정한 100개의 상표 이미지를 선

별하여 지능형 유사상표 모형에 한 정확도를 

산출했다. 모형의 테스트 결과 모든 유사도 기

에서 ResNet V1 101이 각각 89.0%, 84.0%, 

80.0%, 78.0%, 69.%0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에 활용된 상표 이미지 데이터는 한민국 특허

청에 등록된 데이터이며,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

여 모형에 한 학습  검증, 테스트가 수행되

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모형은 실제 산업 환경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단순히 이미지를 분류하는 이미지 인식 

모형을 상표 이미지 검색모형에 용한 결과 유

사도 90%를 기 으로 모형의 정확도를 측정했을 

때 ResNet V1 101의 정확도가 69.0%로 가장 높

게 측정되었으며, 해당 결과를 통해 기존의 다양

한 이미지 분류 모형이 사물인식 분야뿐만 아니

라 이미지 검색 분야에도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는 것을 본 연구에서 실증 으로 입증했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이 상용화된

다면 선등록상표에 한 사 조사를 수행함에 있

어 투입되는 인력  비용 감과 상표권 침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학습 데이터는 

2017년에 등록된 상표 데이터이며, 모형 학습 시 

소요되는 컴퓨  연산과 메모리 크기 등으로 인

해 단순 무작  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59,886개 

상표 이미지 데이터  1,000개의 상표 이미지 

데이터가 추출되어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모형에 

한 학습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

법론을 활용하여 상표 출원  선등록상표에 

한 사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투입되는 인력  

비용 감과 국내기업 간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문제를 실질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국내 상표 이미지 데이터 수를 상으

로 모형에 한 학습과 검증이 수행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GoogLeNet, ResNet, 

VGG-Net을 활용하여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모

형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상표 

이미지와 같이 단순한 색감과 형태를 갖는 이미

지 데이터는 합성곱 신경망 계층이 깊어질수록 

모형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상표 이미지와 같이 단순한 색

감과 형태를 갖는 이미지 데이터에 합한 합성

곱 신경망 모형을 고안하여 해당 모형의 학습과 

검증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모형은 상표 내에 존재하는 자가 완

히 바 거나 상표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

가 추가되는 경우에 유사한 상표 이미지를 검색

하지 못하는 한계 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 

향후 연구에서는 사물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상표 내에 존재하는 표장을 인식하여 자의 변

경과 유무에 계없이 유사 상표를 인식하는 모

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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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imilar Trademark Search Model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Yoon, Jae-Woong
*
․Lee, Suk-Jun

**
․Song, Chil-Yong

***
․Kim, Yeon-Sik

****
․

Jung, Mi-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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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San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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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many companies improving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by building a powerful 

brand value which is recognized for trademark rights. However, as growing up the size of online 

commerce market, the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is increasing. According to various studies 

and reports, cases of foreign and domestic companies infringing on their trademark rights are 

increased. As the manpower and the cost required for the protection of trademark are enormou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could not conduct preliminary investigations to protect their 

trademark rights.

Besides, due to the trademark image search service does not exist, many domestic companies 

have a problem that investigating huge amounts of trademarks manually when conducting 

preliminary investigations to protect their rights of trademark.

Therefore, we develop an intelligent similar trademark search model to reduce the manpower and 

cost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which is developed in 

this study, test data sel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was used, and the performance of 

ResNet V1 101 was the highes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experimental 

results empirically demonstrate that the image classification algorithm shows high performance not 

only object recognition but also image retrieval. Since the model that developed in this study was 

learned through actual trademark image data,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applied in the real 

industrial environment.

Key Words: Deep Learn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Trademark Retrieval System, Image 

retrieva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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