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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간의 시신경을 모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회선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

다.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Image

Net에서 해마다 개최한 세계적인 이미지 인식 대회인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탁월한 성능을 입증한 회선신경망 

모델들[1-4]의 이미지 분류 성능을 살펴보면 이 분야

의 연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분류 연구[5]

와 같이 회선신경망을 접목한 응용 연구도 점점 늘어

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선신경망 모델에서는 평면적

인 단일 분류기를 사용할 뿐 분류 카테고리명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계층구조(hierarchy)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는 일반적인 선형 분

류기에서 계층 구조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데 비하면 

의외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카테고리 명이 나타내

고 있는 계층구조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

지 않은 이유는 전통적인 선형 분류기와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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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신경망에서는 카테고리 계층을 이용하는 것보

다 평면적인 N-way 분류기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본 논문은 회선신경망 모델에서 평면적인 단일 분

류기와 카테고리 계층을 이용한 분류기의 성능을 비

교하고, 카테고리의 상/하위 레벨에 따라 분류 성능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관련 연구로 회

선신경망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와 특히 카테고리 계

층을 이용한 분류에 관하여 설명한다. 3절에서는 본 

연구의 카테고리 계층 및 분류 모델에 대하여 설명하

고, 4절에서는 카테고리 계층을 이용한 분류의 성능

을 평면적인 단일 분류기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소개하고 그 결과 및 분석을 다룬다. 마

지막으로 5절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

2. 관련 연구

2.1 회선신경망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회선신경망은 회선(Convolution, 합성곱)이라 불

리는 연산을 이용하는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의 일종이다. 영상처리분야에서 사용되는 

회선 연산은 이미지의 픽셀과 그 주변 픽셀의 값을 

커널 혹은 마스크 혹은 필터라 불리는 것과 대응되는 

요소끼리 곱하고, 그 곱한 값들을 모두 더한 값을 결

과 값으로 반환한다. 이러한 과정을 이미지의 픽셀들

을 돌며 반복 수행하는 연산을 회선 연산이라 말한

다. 신경망에서 뉴런의 가중치와 편향을 학습한다고 

할 때, 가중치에 해당하는 것이 이 합성곱 커널의 가

중치이다.

회선신경망은 주로 세 가지 타입의 레이어(layer)

가 쌓인 것인데, 그 세 가지 타입은 회선 연산을 수행

하는 Convolutional 레이어, 데이터 수를 줄이는 서

브 샘플링을 위한 연산을 수행하는 Pooling 레이어,

마지막으로 모든 값을 연결하고 모아서 이를 바탕으

로 분류를 수행하는 Fully-connected 레이어로 구성

된다. Fully-connected 이전의 레이어들은 필터를 

통해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특

징들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Fully-connected 레이

어에서는 실제적인 분류(classification)를 수행하게 

된다. GoogLeNet[3] 이후의 최근 회선신경망 모델들

에서는 Pooling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곱의 진

전(stride)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는 등, 다소의 변형

들은 있지만 대부분 위와 같이 세 가지 타입의 레이

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회선신경망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는 2012

년 ImageNet의 세계적인 대규모 이미지 인식 경연

대회인 ILSVRC에서 AlexNet[1]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며 우승을 한 이후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리

하여 AlexNet 이후로 VGGNet[4], GoogLeNet(In-

ception)[3], ResNet[4] 등의 모델이 나타나 회선신경

망의 이미지 인식 성능은 점점 향상되었다.

이러한 회선신경망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는 Image

Net과 같은 대규모의 정제된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

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일반 

대중들에 의하여 생성되는 비정제된 이미지들에 대

해서도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비정제된 소셜 네트워크 상

의 이미지를 이용한 분류에 관심을 둔 연구들[6, 7]이 

있었으며, 대규모의 정제된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학

습된 회선신경망이 비정제된 소셜 네트워크 이미지

의 분류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2.2 카테고리 계층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회선신경망의 이미지 분류성능을 더욱 높이기 위

하여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법 중 하나인 

분할 정복(Divide and Conquer)을 적용해보고자 하

는 시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발상이다. 즉, 분류하고

자 하는 카테고리를 계층구조로 구성하여 추상성이 

높은 상위 카테고리와 그 아래에 추상성이 낮은 하위 

카테고리를 둔다. 분류는 계층구조에서 상위에 있는 

카테고리를 먼저 분류하고 차츰 하위 카테고리로 이

어지며, 마지막에 최하위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방식

이다.

회선신경망 기반의 분류 이전에, 다수의 클래스들

을 다루는 선형 분류기 기반의 이미지 분류에서는 

이미 분류기들의 계층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

식이었다[8]. 연구[9]에서는 ImageNet에서 미리 정

의된 카테고리 계층을 이용하였으며 연구[10]에서는 

계층적 레이블 트리를 구성하여 최종 판단을 위한 

확률적 결합을 시도하였다.

회선신경망 기반의 이미지 분류에 카테고리 계층

구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는 연구[11]에 

소개되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충분하지 못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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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데이터로 분류기를 학습시킬 때, 분류 성능을 높

이기 위해서 클래스들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었

다. 예를 들어 포유동물 ‘치타’를 분류하기 위한 회선

신경망 분류기에서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치타’ 이

미지 개수가 아주 적다면 분류기 성능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 계층구조 상 이웃한 클래스인 ‘호

랑이’, ‘사자’, ‘표범’, ‘재규어’ 등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훈련 데이터의 정보를 확대시킴으로써 분류기 성능

이 높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충분한 

훈련 데이터 정보를 확보하고자 분류 클래스의 계층

을 이용한 것인데 반해 본 논문의 연구에서는 분류 

클래스의 계층을 직접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단일 분

류 방법에 비해 계층 분류 방법에서 회선신경망분류

기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

다. 연구[12]에서는 분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레이블들 간의 상호관계를 계층구조로 표현하

였다. 일반적인 회선신경망분류기의 성능 향상은 소

개되지 않았으며 훈련 이미지의 일부가 계층 클래스 

트리의 내부 노드 명으로 다시 레이블링됐을 때에만 

분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형 분류기에서 계층 구조를 적극 이용하

고 있는데 비하여 회선신경망 기반의 이미지 분류에

서는 카테고리 계층구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회선신경망에서는 카테고리 계층의 레벨에 따라서 

평면적인 단일 분류기보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

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회선신경망 

모델에서 평면적인 단일 분류기와 카테고리 계층을 

이용한 분류기의 성능을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카테

고리 계층의 레벨에 따라 분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카테고리 계층구조 및 분류 모델

3.1 분류 카테고리의 계층구조

본 연구에서는 상/하위 2계층의 구조로 카테고리 

레벨을 설정하고 각각의 회선신경망 모델을 적용하

여 상/하위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분류를 수행하게 

한다. 분류할 이미지들의 카테고리는 ImageNet의 

카테고리 계층구조 중 일부인 domestic animal –

domestic dog, domestic cat 의 카테고리를 이용하였

다. 해당 카테고리는 domestic cat 5종, domestic dog

116종, 총 121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의 상/하위 2계층의 카테고리 구

조를 보여준다. 음영 박스로 표시된 영역인 상위 카

테고리명(domestic dog 및 domestic cat)이 추가됨

으로써 단일 구조의 분류기가 계층구조를 갖게 되었

다. 단일 분류기에서 하나의 회선신경망 분류 모델로 

121개 카테고리를 한꺼번에 분류하는 것에 비하여 

상/하위 2계층의 카테고리로 단계적으로 분류할 때,

각각의 회선신경망 모델에서 분류 카테고리 수가 줄

어들기 때문에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집중된 학습 

효과를 얻어 전체적으로 분류 성능이 올라가는지 확

인하고자 한다.

3.2 카테고리 분류 모델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총 3가지의 분류작

업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분류작업 및 모델은 아래

와 같다.

A. ImageNet 카테고리 레이블을 기반으로 학습

되어 1,000개의 카테고리 분류를 수행하는 평면적인 

단일 Pretrained 회선신경망 모델에서 이미지 분류

B. ImageNet의 domestic dog 및 domestic cat에 

속하는 총 121개의 카테고리 레이블을 갖도록 모델 

A의 마지막 레이어를 조정하여 단일 회선신경망 모

델에서 이미지 분류

C. 카테고리 상/하 관계를 갖도록 설정한 다음 아

래의 3가지 재조정된 회선신경망 모델에서 이미지 

분류 

C.1 Domestic dog와 Domestic cat을 분류하는 

모델

C.2 Domestic cat 5종을 분류하는 모델

C.3 Domestic dog 116종을 분류하는 모델

Fig. 1. Category hierarchy of upper & lower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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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분류 모델 A와 B의 비교를 보여준다. A

와 B의 비교를 통하여 분류할 카테고리 수가 적어지

면 회선신경망 모델이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분류성

능이 올라가는가를 파악한다. Fig. 3은 분류 모델 B

와 C의 비교를 보여준다. B와 C의 비교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카테고리 계층 구조를 이용하면 

이미지 분류성능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한다.

각 모델의 Transfer Learning은 마지막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재조정 하였으며, batch_size :

32, learning_rate: 0.01, epoch : 1, optimizer : RMS

Prop 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여기서, batch_size는 

한 번의 반복(iteration)에 이용되는 이미지의 수를 

나타내며, learning_rate는 학습하는 속도, epoch는 

모든 이미지를 한 번씩 다 학습한 것을 나타낸다. op-

timizer의 RMSProp은 적절하게 learning_rate를 조

금씩 수정하는 최적화 방식을 말한다.

4. 실험 및 분석

4.1 실험 데이터 및 실험환경

실험을 위한 데이터 셋은 Training set/Validation

set/Test set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Training set은 

회선신경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며,

Validation set은 회선신경망 모델이 제대로 학습되

었는지, 데이터에 과적합(Overfitting) 된 것은 아닌

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Test set

은 최종적으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Training과 Validation set은 ImageNet 2012 대회의 

데이터셋[13]을 사용하였으나, ImageNet 2012 대회

의 Test set은 정답 레이블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Test set은 선행 연구[7]와 같이 플리커와 인스타그

램을 통하여 수집한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ImageNet 2012 대회의 데이터셋은 Training set

약 130만장, Validation set 5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 데이터들 중 121개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이

미지는 Training set 약 152,000 장, Validation set

6,050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Test set인 플리커와 

인스타그램 이미지는 121개의 카테고리 별로 50장씩 

6,050장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을 위해서 사용하는 회

선신경망 모델은 선행연구[6]에서 사용한 Google의 

Inception V3 모델[3]로 설정하였다.

실험이 진행된 PC의 사양과 소프트웨어는 환경은 

Table 1과 같다. 딥러닝에서 학습속도를 높이기 위한 

아키텍처이자 소프트웨어인 CUDA 8.0을 이용하여 

GPU 연산을 수행하였다.

4.2 실험 결과

Validation set 및 Test set에 대한 실험의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2와 Table 3과 같다.

Fig. 2. Comparison of classification model A and B.

Fig. 3. Comparison of classification model B and C.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CPU Intel(R) Core(TM) i7-6700 CPU @ 3.4.0 GHz

RAM 64 GB

SSD 250 GB

GPU NVIDIA GeForce GTX 1080

OS Ubuntu 16.04.1 LTS (4.4.0-71-generic)

SW

Cuda 8.0

TensorFlow 1.2.1

Python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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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각각의 모델들의 Validation Set에 대한 

Top-1, Top-5 error rate를 보여주고 있다. Domes-

tic dog와 Domestic cat을 합친 Domestic animal의 

121개의 카테고리에 적용된 단일 모델 B의 결과는 

Top-1 Error rate 21.65%, Top-5 Error rate 4.08%

를 보여주고 있다. Domestic cat과 Domestic dog,

두 가지 카테고리 레이블을 반환하는 C.1 모델은 

Top-1 error 1.00%를 보여주고 있다. C.1과 C.2에서

는 각각의 모델이 분류하는 카테고리 수가 2와 5이기 

때문에 Top-5 이내에 해당 카테고리 레이블이 반드

시 나타나게 되어 Top-5 error rate가 0이 된다.

116개의 Domestic dog 카테고리에 대한 결과를 

반환하는 C.3는 Top-1 및  Top-5 error rate가 각각 

21.48% 3.95%로 나타났다. 5개의 Domestic cat 카

테고리에 대한 결과를 반환하는 C.2는 Top-1 error

rate가 28.67%로 나타났다. Inception V3의 Image

Net 테스트셋의 결과가 Top-1 및  Top-5 error rate

각각 22%, 6.1%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Table 2의 

Validation Set에 대한 결과에서 각각의 모델들의 

Transfer Learning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은 모델 A, B, C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

는 Test set의 평가 결과이다. ImageNet 1,000개 카

테고리의 단일 분류에 해당하는 A의 결과가 Top-1

error rate 24.67% Top-5 error rate 6.78%로 나타났

다. Domestic cat과 Domestic dog를 합친 121개의 

평면적인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B의 결과는 Top-1

error rate 27.21%, Top-5 error rate 7.88%로 나타나 

A의 결과보다 좋지 못하였다. 카테고리 계층구조를 

이용하여, Domestic cat과 Domestic dog를 분류하

는 C.1, 5개의 Domestic cat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C.2, 116개의 Domestic dog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C.3를 포함하는 3개의 모델을 사용한 C의 결과는 

Top-1 error rate 27.55% , Top-5 error rate 8.03%로 

분류 성능이 B보다 약간 더 낮았다.

4.3 실험 결과 분석 

실험 결과에서 ImageNet 1,000개 카테고리의 단

일 분류에 해당하는 모델 A의 결과가 같은 단일 분류

이지만 카테고리 수를 121개로 줄인 B의 결과보다 

오히려 좋았다. 즉, 카테고리 수를 줄이는 것이 분류 

성능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와

같은 수의 카테고리 레이블을 이용하되 2단계의 계

층 구조를 적용한 모델 C의 분류 성능이 B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카테고리 계층 구조를 이용하

는 분류 방법에서 특별히 성능 향상의 효과는 없었다.

Table 4, Table 5, Table 6은 C에서의 분류 실패 

케이스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보기 위한 것이다.

Table 4는 B, C에 대한 상위 Top-1 결과에서 분류 

성공과 실패를 나타내는 True/False 횟수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4를 보면 상위 Top-1 결과로 

B에서는 분류 성공했지만 C에서 실패한 경우(B-T

Table 2. Classification results from Validation sets

Model
Top-1 Error

rate

Top-5 Error

rate

B. 121 single 21.65% 4.08%

C.1. domestic animal 1.00% 0.00%

C.2. cat 28.67% 0.00%

C.3. dog 21.48% 3.95%

Table 3. Classification results from Test sets

Model
Top-1 Error

rate

Top-5 Error

rate

A. 1000 single 24.67% 6.78%

B. 121 single 27.21% 7.88%

C. 121 3models 27.55% 8.03%

Table 4. Comparison of True(T)/False(F) from model B 

and C

B-T

C-T

B-T

C-F

B-F

C-T

B-F

C-F
Total

Top-1 4,150 254 233 1,413 4,404

Table 5. Classification errors of model C.1

Domestic cat

Error

Domestic dog

Error

Total

Error

Top-1 3 33 36

Table 6. Classification errors of model C affected by 

failures of model C.1

B-T

C-F

B-F

C-F
Total

Domestic cat Error 2 1 3

Domestic dog Error 10 23 33

Total 12 2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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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가 254이며 반대로 B에서 실패 , C에서 성공한 

경우(B-F C-T)가 233으로 나타났다. B-T C-F의 

경우가 B-F C-T의 경우보다 많다는 것은 모델 C에

서 카테고리를 계층적으로 적용했을 때, 모델 B에서

는 분류 실패한 것을 제대로 분류하게 된 경우보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테고리를 계층적으로 적용한 모델 C에서 최종 

분류인 C.2와 C.3에서 실패한 것은 상위 분류인 C.1

에서의 실패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오류

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Table

5와 Table 6은 이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Table

5의 Domestic cat Error는 Domestic cat에 분류되어

야 할 대상을 Domestic dog로 잘못 분류한 경우를 

말하며, Domestic dog Error는 그 반대를 말한다. 전

체적으로 잘못 분류한 경우가 36건이고, 이는 Table

4에서의 B-T C-F의 경우와 B-F C-F의 경우에 영

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영향을 Table 6에서 

보여주고 있다. 12건의 Domestic dog/cat Error가  

B-T C-F의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4건

의 Domestic dog/cat Error가 B-F C-F의 경우에 영

향을 주었다. 이는 계층구조상 상위 분류에서의 36건

의 분류 실패가 하위 카테고리 분류에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위 카테고리에서 이미 잘못 분류된 

결과는 고스란히 하위 카테고리 분류에서도 오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4는 Domestic dog/cat Error를 일으킨 이미

지들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은 분류 성공한 

이미지들에 비하여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객체들

의 특징을 상대적으로 잘 파악할 수 없거나, 복수의 

다른 객체들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실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분석 및 고

찰이 가능하다.

첫째, 단일 회선신경망 모델에서 분류하는 카테고

리의 수를 줄이는 것이 분류성능을 높이는데 기여하

는 바는 거의 없다. Table 2에서 모델 B, 그리고 C.2

와 C.3는 A 모델에서 분류하는 카테고리의 수를 줄

인 경우가 된다. 하지만 카테고리의 수를 줄여도 성

능이 향상되지 않고, 성능이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실제적인 분류를 수행하는 마지막 레이어만

을 재학습(Transfer Learning)하는 방식으로는, 상

위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성능은 높아질 수 있지만 

하위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모델의 성능은 기존 모델

의 그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Table 2와 Table

3을 보면 상위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C.1은 분류 성능

이 뛰어난 반면, 하위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나머지 B,

C.2, 및 C.3의 경우는 성능이 기존의 A와 비슷하다.

5. 결  론

일반적인 선형 분류기에서 계층적인 구조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대부분의 회선신경망 모델

에서는 평면적인 단일 분류기를 사용할 뿐 분류 카테

고리 레이블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계층구조를 이용

하고자 하는 연구가 매우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회선신경망 모델에서 평면적인 단일 분류기와 카테

고리 계층을 이용한 분류기의 성능을 비교하고, 카테

고리 계층의 상/하위 레벨에 따라 분류 성능이 어떻

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하

나의 모델이 분류하는 카테고리 수를 줄이는 것이 

분류성능을 높이는데 생각보다 기여하는 바가 없었

다. 또한, 실제적인 분류를 수행하는 마지막 레이어

만을 재학습하는 방식으로는, 상위 카테고리를 분류

하는 성능은 높아질 수 있지만 하위 카테고리를 분류

하는 모델의 성능은 기존 모델의 그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계층적으로 신경망을 구성하여 성능 향상을 기대

하기 위해서는 하위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모델에서 

성능 향상이 있어야 한다. 물론, 상위 카테고리를 분

Fig. 4. Representative images occur classification er-

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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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는 모델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분류 성능을 보장

하여야한다. 그럼으로써, 상위 카테고리 분류에 실패

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하위 카테고리를 분류하

는 모델에서 성공 이익이 더 커져야 한다. 이를 위하

여 향후에는 단순히 분류를 수행하는 마지막 레이어

만을 재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징 추출을 담당하

는 깊은 쪽의 레이어들을 튜닝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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