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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픽셀단위 의미분할(pixel-

level semantic segmentation)이란 영상의 각 픽셀들

이 특정 물체 또는 어떤 의미를 지닌 영역에 속하는

지를 구분해주는 작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영상에 

의자와 책상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의자 부분에 속한 

픽셀들은 의자라는 물체를 나타내는 기호(대개는 숫

자 아이디)로, 책상 영역에 속한 픽셀들은 책상을 나

타내는 기호로 분류될 때 이를 픽셀단위 의미분할 

또는 픽셀단위 물체분류(Pixel-level Object Classi-

fication)라고 한다.

만약 주어진 영상에 대해 픽셀단위 의미분할이 가

능하다면 우리는 영상의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픽셀단위 의미분할은 컴퓨

터비전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면서 어려운 일

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단순히 

주변 픽셀과 밝기, 색상 등이 비슷한 픽셀들을 군집

화한 후에 분류기를 통해서 영역을 분할하거나 슈퍼

픽셀을 이용하여 의미분할을 수행한다[1]. 하지만 종

래의 방법들은 비슷한 색상정보를 갖고 서로 근접한 

픽셀을 단순히 결합 또는 분리하였을 뿐 해당 픽셀이 

어떤 물체의 영역 혹은 영상 전체의 배경, 전경 등 

고수준의 의미를 고려한 분할은 불가능하였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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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CNN 기반의 심층 

신경망 기술을 이용하여 정확한 의미분할을 얻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3,4,5,6,7,8,9].

CNN 기반의 심층 신경망 기술은 초기에 물체인

식을 위한 수단으로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널리 사용

되었다[2,3]. 최근에 들어 이 방법은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답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급속도로 정확도가 향상되고 있다. 이 

기법을 기반으로 한 의미분할 연구는 물체인식 모델

을 기반으로 한 FCN[8]과 인코더-디코더 형식의 

SegNet[9]이 대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 영상을 대상으로 한 의미분할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한다. 실외 영상의 경우(예를 

들어 자동차, 도로, 건물 등) 물체마다 다른 패턴과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교적 의미분할이 쉽다. 반

면 실내 영상에 포함된 물체, 즉 의자, 책상, 침대,

커튼 등은 비슷한 형상과 특징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실외데이터에 비해서 의미분할이 용이하지 않다. 따

라서 비슷한 특징이 있거나 주변 물체에 비해 뚜렷한 

특징이 없는 경우에도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알

고리즘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픽셀단위 물체분류와 영상수준 물체분류(Image-

level Object Classification)가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영상수준 물체분류란 하나의 이미지 전체가 

나타내는 물체를 찾는 것이다. 영상수준 물체분류를 

통해서 이미지의 특징을 정확하게 추출하고 픽셀수

준 물체분류를 통해서 물체의 위치와 영역을 정확하

게 찾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서 기술한다. 3장에서는 픽셀수준 물체

분류에 관해 기술하고, 4장에서는 영상수준 물체분

류에 관해 기술한다. 5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6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인다. 7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은 전경과 배경을 분할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분할된 영역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층신경망을 이용했다. 심층신경망을 이

용한 영상 의미분할 연구의 대표적인 모델은 FCN[8]

과 SegNet[9]이 있다.

FCN[8]은 물체분류 모델인 VGG[3]을 기반으로 

설계했다. 이 방법은 전단에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

는 컨볼루션 네트워크(Convolution Network)와 콘

볼루션 네트워크의 마지막 층은 풀링(Pooling)을 이

용했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다. 낮은 해상도를 원본이

미지의 해상도로 크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특징의 위

치 정보와 물체의 영역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서 스킵 아키텍처(Skip Architecture)를 사용한다.

스킵 아키텍처는 콘볼루션 네트워크의 계층을 이용

하며 해상도에 따라 여러 개 존재한다. 단순히 낮은 

해상도의 계층을 원본 해상도로 복원하는 것이 아닌 

스킵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정확도를 향상 시켰다.

SegNet[9]은 인코더-디코더의 아키텍처를 사용

하였다. 인코더 부분은 콘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하

여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했고, 디코더 부분은 디콘볼

루션 네트워크(Deconvolution Network)를 사용하

여 낮은 해상도를 높여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로 키우

는 역할을 한다. 풀링한 횟수만큼 해상도를 단계적으

로 높이며, 풀링하는 과정에서 최댓값의 인덱스 정보

를 저장했다가 해상도를 높일 때 최댓값의 인덱스 

픽셀에만 값을 부여한다. 이는 풀링으로 인해 손실된 

위치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한다.

보통 네트워크가 복잡하고 깊은 구조를 갖을수록 

손실함수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는 네트워크 중간에 학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손실함수를 추가했다. 또 영상 전체를 분석하기 위해 

영상수준 물체분류에 대한 손실함수를 추가하여 픽

셀수준 물체분류에 대한 손실함수와 같이 사용한다.

3. 픽셀수준 물체분류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영상 의미분할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손실함수는 크로스엔트로피(Cross-En-

tropy) [10]이다. 크로스엔트로피는 미분 가능하며,

확률의 정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 하나의 픽

셀에서 물체의 분류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소프트맥스(Softmax) 함수를 사용한다. 소프트맥스

는 한 픽셀의 인덱스를 지수함수에 적용하여 0보다 

큰 값으로 만들며 식 (1)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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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픽셀의 값을 나타내며, 는 물체의 종

류를 나타내는 인덱스(Index), 는 분류할 수 있는 

총 물체의 수이다.

픽셀수준 물체분류의 참값(Ground Truth)의 형

태는    ⋯  으로 해당 물체의 인덱스는 1

로 표기되고 나머지 물체에 대해서는 0을 갖는다. 한 

픽셀의 채널은 개이며, 추정값(Estimation Value)

의 기본 형태는     ⋯  이며, 소프

트맥스를 통해 계산한 최종 추정값은 

    ⋯  이다. 참값과 추정값을 크

로스엔트로피에 적용하여 식 (2)와 같이 정의한다.

    









log  (2)

이때  는 물체 분류의 참값, 는 물체 분류 결과

의 추정 확률이다. 확률이 클수록 손실함수의 값은 

작아지고, 확률이 작을수록 손실함수의 값은 커진다.

따라서 손실함수의 전체 합이 작아지도록 학습하는 

것은 참값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4. 영상수준 물체분류

픽셀단위 의미분할은 픽셀수준 물체분류라고 하

며 각 픽셀마다 물체분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픽셀단위 물체분류의 학습 과정은 콘볼루션 네트워

크에서 추출한 특징맵을 원본이미지의 해상도로 복

구해서 각 픽셀마다 물체분류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때, 콘볼루션 네트워크에서 정확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영상수준 물체분류에 대한 손실함수를 정의

한다.

일반적인 영상수준 물체분류는 하나의 이미지 속

에 하나의 물체가 표현되었을 때 물체의 종류를 판단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미지에는 여러 

물체가 포함되어있고, 정의된 참값 데이터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수준 물체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손실함수의 참값은 식 (3)과 같다.


 


∈

 
(3)

위 식에서  는 영상수준 물체분류의 참값, 는 

이미지의 총 픽셀수를 의미하고 
∈

 
는 물체별로 

이미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픽셀수를 의미한다. 따라

서 식 (3)은 영상에서 각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

에 대한 비율을 표현한 것이다. 영상수준 물체분류에 

대한 손실함수를 사용한 이유는 차지하는 비율이 높

을수록 많은 특징이 추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

만 이미지에 존재하지 않은 물체거나 비율이 낮은 

물체의 특징이 많이 추출된다면 정상적인 특징 추출

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의 

특징을 정확하게 추출하여 픽셀수준 물체분류의 정

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영상수준 물체분류에 대한 참값은 식 (3)과 같이 

정의하였고, 추정값은 영상수준 물체분류에 대한 확

률이다. 참값과 추정값의 확률분포가 유사하도록 학

습하기 위해서 쿨벡-라이블러 발산(KL-Divergence)

[11]을 사용한다. 쿨벡-라이블러 발산을 사용한 이유

는 참값과 추정값의 확률 분포가 유사한 형태를 갖도

록 하기 위해서 이다. 두 확률분포가 유사하면 작은 

값을 갖고 차이가 클수록 큰 값을 갖는다. 영상수준 

물체분류에 대한 손실함수는 식 (4)와 같은 손실함수

를 정의한다.

  
 






log


(4)

이때 는 영상수준 객체분류의 참값,  는 네트워

크를 통해 계산한 추정값이다. 는 분류할 물체의 수

를 의미한다.

5. 네트워크 구조와 손실함수

5.1 네트워크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 구조는 Fig. 1과 

같다. 네트워크 구조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

었으며, 콘볼루션 네트워크, 의미분할 네트워크

(Semantic Segmentation Network), 풀리커넥티드

계층(Fully Connected Layer)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Fig. 1(a)이며, 콘볼루션 네트워크

로 RGB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풀링을 하기 전 계층을 의미분할 네트와 결합하여 

풀링으로 인해 손실된 특징의 위치 정보와 엣지

(Edge)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Fig. 1(d)와 같은 계층

을 추가했다.

두 번째 부분은 Fig. 1(b)이며, 의미분할 네트워크

는 콘볼루션 네트워크의 마지막 계층인 저해상도 특

징맵(Low Feature Map)을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로 

복원하여 픽셀수준 물체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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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은 이미지를 하나의 픽셀을

4개의 픽셀로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고, 콘볼루션 네

트워크의 풀링 횟수와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높인다.

Fig. 1(d)와 같이  연쇄 계층(Concatenation Layer)

은 손실된 특징의 위치 정보와 엣지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한다. 콘볼루션 네트워크의 풀링계층은 특

징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추출한 

특징을 결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댓값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라진 픽셀에 있는 특징 정보가 

사라진다. 또한 해상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특징을 나

타내고 있는 픽셀의 위치 정보가 사라지면서 물체의 

경계에 대한 정보 또한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풀

링 계층을 통과하기 전 계층을 의미분할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해상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손실된 정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부분은 Fig. 1(c)이며, 풀리커넥티드계층은 

영상수준 물체분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플리커

넥티드계층은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물체 분류에서 사

용하며, 최종 계층의 채널은 분류할 물체의 수와 동일

하다. 물체별 확률을 구하기 위해 최종 계층에 소프트

맥스 함수를 적용한다. 영상수준 물체분류에 대한 손

실함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이다.

5.2 손실함수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문제인 픽셀수준 물체분류

와 영상수준 물체분류에 대해 각각의 손실함수를 적

용한다. 픽셀수준 물체분류의 손실함수는 식 (2)와 

같이 정의하며, 크로스엔트로피를 사용한다. 영상수

준 물체분류는 식 (4)와 같이 정의하며, 쿨벡-라이블

러 발산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최종 손

실함수는 식 (5)와 같다.

             


(5)

이때 두 개의 손실함수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α를 사용하고 본 논문에서는 α를 0.6으로 두었다.

6.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평가방법으로 MIoU(Mean Inter-

section-over-union)와 Mean을 사용하고 데이터 셋

은 SUN RGB-D 데이터 셋[12]을 사용하였다. 데이

터 셋은 총 5285개의 학습 데이터와 5050개의 실험데

이터로 해상도는 224*224이다.

픽셀수준 객체분류의 평가 방법은 MIoU와 Mean

이다. MIoU는 객체별 참값의 영역과 추정값의 영역

의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정답의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식 (6)과 같이 정의한다.

  








  


(6)

이때 는 참값과 추정값의 교집합, 는 참값

에서 를 제외한 부분, 는 추정값에서 을 

제외한 부분이다. 는 클래스의 수를 의미하며, 각 

영역의 c는 객체별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Mean은 객체별 참값의 영역과 추정값의 영역에

서 교집합을 참값의 전체 영역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

다. 참값의 영역을 얼마나 추정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식 (7)과 같이 정의한다.

  








 


(7)

이때 는 참값과 추정값의 교집합, 는 참값

에서 를 제외한 부분이다. 와 의 차이

는 의 사용유무에 따라 나누어지며, 이 

Fig. 1. The network architecture proposed in this paper. 

(a) Convolutional network for extracting features 

of an image, (b) a segmentation network for in-

creasing the resolution of the lower resolution 

layer to the resolution of the original image, (c) 

a network for performing image level object 

classification, (d) a layer for combining with the 

layer of the convolution network in the segmen-

t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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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다.

Table 1은 기존의 세분화 연구와 정확도를 비교한 

표이다. 두 개의 평가 방법인 Mean과 MIoU를 이용

해 기존 모델과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인코더-

디코더 모델인 SegNet[9]과 유사한 구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도를 비교하면, 영상수준 물체분류를 사

용했을 때 정확도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는 물체별 (Intersection-over-union)

를 나타내고 있다. 는 물체별 의 평균을 말

한다.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물

체인 벽, 천장, 바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내지만 

창문, TV는 뚜렷한 특징이 없어 주변 물체에 의해서 

특징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높지 않다. 또한 특징

을 추출하기 때문에 반사된 물체의 경우에는 물체분

류가 정확하지 않아 낮은 정확도를 나타낸다.

Fig. 2는 테스트 이미지 중에서 여러 물체를 포함

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영

상수준 물체분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사용한 경

우에 대한 비교도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논문 중에

는 의자의 다리와 같이 주변 물체의 특징에 비해 뚜

렷하지 않아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주변 물체

와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 분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네트워크 구조의 결과이미지를 보면 뚜렷한 패턴

이 없는 경우에도 주변 물체와 분할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의자의 다리와 같이 주변 물체의 특징에 사라지

는 물체의 경우에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NN기반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영상의 픽셀수준 객체분류를 수행하는 새로

운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구조는 이미

지를 해석하는 두 가지 문제인 영상수준 물체분류와 

픽셀수준 물체분류를 동시에 사용하여 픽셀단위 물

체분류 문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구조이다. 영상수준 물체분류에 대한 손실함수는 쿨

벡-라이블러 분산을 사용하였고 픽셀수준 물체분류

에 대한 손실함수는 크로스엔트로피를 사용한다. 영

상수준 물체분류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특징을 정확

하게 추출하였고 연쇄계층을 사용하여 풀링으로 인

해 손실된 특징의 위치정보와 물체의 경계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였다. 실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뚜렷

한 특징이 없거나 주변 픽셀과 비슷한 패턴을 갖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물체로 인식하고 물체의 경계를 

잘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과제

Table 1. Comparing Accuracy with Existing Studies

SUN RGB-D  

FCN[8] 38.41 27.39

SegNet[9] 44.76 31.84

Proposed 46.68 35.44

Table 2. Comparing the accuracy of each object

 

Bed 38.24 51.82

Books 21.67 23.58

Ceiling 66.25 70.45

Chair 37.33 42.62

Floor 51.57 68.14

Furniture 72.41 79.21

Object 13.12 14.64

Picture 13.53 15.84

Sofa 31.11 36.11

Table 40.99 55.53

Tv 12.35 14.83

Wall 69.32 77.32

Window 33.64 45.12

Fig. 2. A comparison of existing research results with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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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입력데이터로 깊이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깊

이를 추정하는 네트워크를 추가하여 의미분할과 깊

이추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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