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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물체 영상 분류(object image categorization)의 목적은 영상에서 

나타나는 물체가 어떤 종류의 물체 클래스에 속하는 지 

판단하는 것이다. 최근 다양한 기기에서 영상 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물체 분류가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물체 영상 분류 과정에서 풀링(pooling)은 추출한 여러 

개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모아 그 통계적인 값으로 영상 

특징(image feature)을 구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물체 영상 분류 

방법은 영상 전체나 인위적으로 정한 소구역(sub-region)에 속한 

지역 특징점 기술자의 정보에 대해 각각 풀링을 수행한다. 

이러한 방법은 격자 모양의 고정된 풀링 영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상 표현에 단순한 위치 정보만을 반영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내의 물체 위치를 반영하는 가변적인 풀링 

영역을 사용하여 물체와 물체의 주변 영역을 고려하는 풀링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한 풀링 방법을 사용하여 물체 

영역에 중점을 둔 영상 특징과 주변 영역에 중점을 둔 영상 

특징을 구해 물체 분류에 사용한다. 또한 분류 단계에서 분류 

신뢰도를 정의하여 분류 신뢰도가 낮은 샘플에 대해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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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과정을 더한 계층 구조 분류(hierarchical classification)을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Caltech-101 데이터 세트와 Drama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분류 성능 

측정을 통해 기존의 코드화 방법과 결합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물체 분류, 물체 범주화, 영상 특징, 계층 구조 

분류 

학번 : 2012-2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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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영상에서 나타나는 물체가 어떤 종류의 물체 클래스에 속하는 

지 판단하는 물체 영상 분류(object image categorization)는 최근 일

상에서 영상 정보의 획득이 쉬워지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물체 분류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는 주제로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물체 영상 분류를 위한 영상 특징(image feature)을 구하는 방법

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bag-of-features(BoF)[1, 14]는 영상에서 

추출한 지역 특징점 기술자(local feature descriptor)를 양자화

(quantization)하여 그 히스토그램으로 영상을 표현한다. 하지만 

BoF는 영상 전체 영역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

역 특징점 기술자의 분포에 대한 공간적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다.  

Lazbnik 등이 제안한 spatial pyramid matching(SPM)[9]은 단계적

으로 크기를 정한 소구역(sub-region)으로 영상을 나누어 각 영역

에 대해 BoF 방식으로 풀링을 수행하여 영상 내의 정보를 영역 

별로 분할하였다. 이 방법은 BoF 의 단점을 개선해 큰 성능 향상

을 나타내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영역을 일정한 격자로 나누

었기 때문에 단순한 수준의 영역 정보만을 포함하며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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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의 위치나 물체의 특성에 관계없이 고정된 풀링 영역을 사

용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SPM 의 격자 영역을 대신하는 풀링 영역에 주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상 내에는 물체 클래스에 대

한 단서를 포함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

에 풀링을 수행하는 영역을 선택하는 것은 물체 분류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둔 Jia 등의 연구[8]는 최

적화 식을 통해 over-complete 영역 집합 중에서 분류에 효과적인 

영역을 학습하여 공간적 풀링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Sharma 등이 제안한 방법[13]에서는 영상을 격자로 나누어 풀링

을 수행하는 영역은 고정시켰지만 latent support vector machine 으로 

각 격자에 대해 관심 영역 지도(saliency map)를 학습함으로써 각 

격자에 가중치(weight)를 주어 중요한 영역을 선택하는 것의 연장

선상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학습 영상으로 고정한 영역

에 대해 풀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상에서 물체와 물

체의 각 부분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림 1. SPM[9]과 제안한 방법의 풀링 영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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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상 내

에서 물체가 나타나는 위치를 반영하는 풀링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관심 영역 지도(saliency map)를 이용해 물체 영역

과 주변 영역을 추정하고 풀링 과정에서 가중치를 이용하여 각

각 물체 영역과 주변 영역을 표현하는 영상 특징을 구하였다. 그

리고 이 두 가지의 영상 특징을 결합해서 분류에 사용하여 분리

성(separability)을 향상시켰다. 또한 분류 단계에서 분류 신뢰도

(classification confidence)를 정의하여 분류 신뢰도가 낮은 샘플에 

대해 추가적인 분류 과정을 더한 계층 구조 분류(hierarchical 

classification)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다양한 

코드화 방법, 풀링 방법 등과 결합하여 물체 분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전체적인 물체 분류 

과정에 대해 배경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3 장에서는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영상 표현 방법과 이를 활용한 물체 분류 방법 

및 계층 구조 분류에 대하여 설명한다. 4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여 기존의 물체 분류 알고리즘과 성능

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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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이론 

 

2.1 물체 영상 분류(Object Image Categorization)  

일반적인 영상 분류 연구에서 분류 과정은 그림 2 의 정형화된 

흐름을 따라 이루어진다. 먼저 각각의 영상을 지역 특징점 

기술자 추출(local feature descriptor extraction), 코드화(encoding), 

풀링(pooling) 과정을 거쳐 하나의 영상 표현(image-level 

representation) 벡터로 나타내고 이 영상 표현 벡터들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류한다. 

특징점 추출 단계에서는 영상에서 정보를 벡터 집합으로 

나타내기 위해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추출한다. 이 지역 특징점 

기술자는 영상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에 따라 SIFT[10],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HOG)[2], 색 히스토그램, Texton 등을 

사용하거나 이 지역 특징점 기술자들의 조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영상의 크기나 사용하는 특징점 기술자에 따라 영상마다 

다른 수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추출할 수 있다. 

다음 코드화 단계에서는 추출한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코드북(codebook)을 이용하여 다른 형태의 벡터로 바꾼다. 

코드북은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대표하는 베이시스(basis)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k-means 등의 클러스터링(clustering)으로 

구한다. 코드화하는 방법은 vector quantization[1,14], spa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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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ng[16], locality-constrained linear coding[15]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지역 특징점 기술자는 코드 벡터로 변환된다. 

코드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1 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풀링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코드화한 지역 특징점 

기술자들을 이용하여 전체 영상을 하나의 벡터로 표현한다. 이 

단계에서는 영상의 특정 영역에서 추출한 여러 개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들에 대한 통계적인 값을 구하여 하나의 벡터로 

요약한다 

그림 2. 영상 분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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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들은 위의 특징점 추출, 코드화, 풀링 단계를 거쳐 각각 

하나의 영상 표현 벡터로 변환된다. 학습 영상의 영상 표현 

벡터들을 이용하여 support vector machine 등의 분류기를 

학습하거나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 등을 사용하여 시험 샘플 

영상이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분류할 수 있다. 

 

2.1.1 코드화(Encoding) 

영상 분류 과정에서 영상에서 추출한 지역 특징점 기술자는 

코드화 과정을 거친다. 지역 특징점 기술자는 학습 영상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대표하는 베이시스로 구성된 코드북을 

이용하여 다른 형태의 벡터로 변환된다. 차원마다 편차의 차이가 

있거나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 원래의 특징점 

기술자 벡터와는 달리 변환된 코드는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등의 단순한 거리 비교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변환되면서 차원이 커지더라도 대부분의 코드화 방법이 코드를 

희소 벡터(sparse vector)가 되도록 구하기 때문에 특징점 기술자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장점이 있다. 

개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 ∈ , 1, …	,  를 개의 

베이시스를 갖는 코드북 	 … ∈ 를 이용하여 

코드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Vector quantization(VQ) 코드화는 아래의 식으로 에 대한 코드 

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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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 | 					 . .		‖ ‖ 1, ‖ ‖ 1, 0, ∀ . ( 1 ) 

VQ 코드화에서는 제한 조건의 ℓ -norm과 ℓ -norm으로 인해 는 

한 개의 원소만이 0 이 아닌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 이어야 한다. 

따라서 목적 함수의 복원 오차(reconstruction error)를 최소화하기 

위해 와 가장 가까운 코드북의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원소가 

1 이 된다. VQ 코드화는 오직 하나의 베이시스만을 고르는 

경할당(hard assignment)이기 때문에 복원 오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후에 제안된 성긴 코딩(sparse coding)[16], locality-constrained 

linear coding[15], Fisher vector encoding[11], vector of locally aggregated 

descriptors[7] 등의 코드화 방법은 연할당(soft assignment) 방식을 

적용하여 경할당의 단점을 개선하였다. 이 중 성긴 코딩은 식 

(2)의 목적 함수로 지역 특징점 기술자 의 코드를 구한다. 이 

식에서는 두 번째 항의 ℓ -norm으로 인해 코드 가 희소 벡터가 

된다. 

min‖ ‖ | | 					 . .		1 1, ∀ .   ( 2 ) 

또 다른 코드화 방법인 locality-constrained linear encoding[15]은 

성긴 코딩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단점을 개선하였다. 

min‖ ‖ | ∘ | 					 . .		1 1, 	∀ .     ( 3 ) 

여기서 연산자 ∘는 Hadamard product(element-wise multiplication)를 

나타낸다. 이 방법은 식 (3)의 두 번째 항으로 코드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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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locality)을 고려하여 계산 복잡도(computational 

complexity)를 낮추고 코드의 일관성(consistency)을 보장하였다. 

4 장의 실험에서는 VQ 와 LLC 코드화를 사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측정하고 각각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결합하여 측정한 정확도와 비교하였다. 

 

2.1.2 풀링(Pooling) 

풀링은 영상에서 추출되는 여러 개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모아 하나의 영상 표현 벡터를 만드는 과정이다. 영상 표현 

벡터는 지역 특징점 기술자의 통계적인 값(statistic value)으로 

구하며 코드화를 한 경우에는 지역 특징점 기술자의 코드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영상들은 그 크기와 추출되는 

지역 특징점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차원을 갖고, 각각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 자체보다 영상 전체를 표현하는 영상 표현 

벡터로 변환된다. 

대표적인 풀링 방법인 평균 풀링(average pooling)과 최대 

풀링(max pooling)은 풀링 과정에서 서로 다른 함수를 사용한다. 

풀링을 수행하려는 영상의 전체나 일부 영역에서 추출한 개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 코드를 열로 갖는 행렬 	 … 을 

하나의 영상 표현 벡터 로 만드는 과정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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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dimension)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의 번째 원소는 

여러 개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 또는 그 코드의 번째 원소의 

통계적인 값으로 정해진다(식 (4)). 

	 	 	 	 , , … , 	 .     ( 4 ) 

평균 풀링은 사용하는 함수로 ℓ -norm ( 	 	 , , … , 	

∑ | | )을 사용하고, 최대 풀링은 ℓ -norm ( 	 	 , , … ,

	 max )를 사용한다. 이 밖에 차원마다 가중치와 를 

학습하여 weighted ℓ -norm 을 사용하는 Geometric ℓ -norm 

pooling[5]이 있다. 

한편, 목적에 적합한 함수를 사용하는 것 외에 풀링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풀링을 수행하는 영역이다. 영상 전체에서 풀링을 

수행하면 영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점들의 정보를 함축할 수 

있지만 특징점 분포에 대한 공간적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Spatial pyramid matching(SPM)[9]에서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크기를 정한 소구역(sub-region)으로 영상을 나누어 

각 영역에 대해 풀링을 수행한다. 그림 3 은 SPM 에 대한 

그림 3. Spatial pyramid matching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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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이다. 그림의 왼쪽에서 두 영상은 전혀 다른 모양이지만 

영상 전체에 대해서는 동일한 패턴 히스토그램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그림 오른쪽에서처럼 영상의 영역을 4 등분한 각 영역에 

대한 두 영상의 히스토그램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SPM 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영상을 몇 개의 단계(level)로 나누어 각 

영역에 대해 풀링을 수행하고, 수행한 결과를 이어 

붙여(concatenating) 풀링에 영역 정보를 더한 영상 표현 벡터를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단순히 영역을 나누는 것으로 성능을 

크게 향상시켜 다양한 영상 분류 알고리즘에서 사용된다. 풀링을 

수행하는 영역에 대한 연구는 이 밖에도 Jia 등이 제안한 영상 

분류에 효과적인 영역을 학습하여 풀링에 이용한 방법[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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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물체와 주변 영역을 고려한 특징 풀링 

 

1.1 물체 분류에서 물체 영역과 주변 영역 분리 효과 

물체 영상 분류의 대상이 되는 영상에는 촬영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배경이 존재한다. 그림 4의 왼쪽 영상들처럼 영상에 배경

이 없거나 단조로울 경우에는 영상 분류에서 대상이 되는 물체

만이 부각된다. 하지만 배경이 다른 물체나 어떤 패턴으로 인해 

복잡할 경우 대상 물체를 분류하기 위해 우선 영상에서 어떤 부

분이 물체 영역인지를 구분하여 방해가 되는 부분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Russakovsky 등의 논문[12]에서 PASCAL 

VOC 2007 물체 분류 데이터 세트[3]에 대해 영상 전체에 대한 

영상 표현으로 물체 분류 성능을 측정한 것과 미리 주어진 물체

그림 4. 물체 영상의 다양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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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면(bounding box) 내부 영역 만에 대한 영상 표현을 사용

한 것을 비교하였을 때 52.0% mAP 에서 69.7% mAP 의 성능 향상

이 있었다. 이는 배경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물체 영역 만을 구분

할 수 있을 때 물체 분류 성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 는 각 그림에서 가운데의 영상을 BoF[1, 14]를 이용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레이블을 아는 왼쪽과 오른쪽의 영상과 비

교하여 분류하는 예이다. 기존의 물체 분류 방법은 왼쪽 그림과 

같이 그림의 전체 영역에서 풀링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

에서는 물체 영역에서 특징점 분포가 ‘birdbath’ 영상과 유사하더

라도 배경이 비슷한 ‘chimp’ 영상과 유사한 히스토그램을 나타내

게 된다. 이러한 경우,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배경인 검은 영역의 

특징점을 제외하고 물체 영역에서 풀링을 수행하면 더 정확한 

물체 레이블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물체 분류에서 방해가 

되는 배경 영역을 제외하고 물체 영역에 집중했을 때 더 높은 

분류 성능을 얻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부 물체 분류 예에서는 물체의 형태만으로 물체를 

분류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그림 6의 영상에서는 배경을 제외하

그림 5. 물체 분류에서 물체 영역에 주목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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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체 영역만을 고려했을 때 적은 정보의 양과, 물체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인해 물체의 구분이 더 힘들어지기

도 한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물체 영역보다 물체 주변의 배경 

부분을 이용하였을 때(그림 6 의 오른쪽) 귀나 얼굴, 머리카락 등 

물체 주변의 맥락(context)을 통해 물체를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

다. 이 밖에도 자동차 영상에서는 주변의 도로가, 헬리콥터 영상

에서는 하늘 부분이 물체 영상을 분류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림 5 와 6 의 두 가지 예는 물체 종류에 따라 물체 영역의 정

보나 물체 주변 영역의 정보가 모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7은 물체 영역에서 풀링을 수행한 히스토그

램을  주변 영역에서 풀링을 수행한 히스토그램을 으로 

정의하고, 각각을 하나의 차원으로 가정하여 2 차원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쪽의 ‘birdbath’ 클래스는 양성 샘플(positive sample) 

영상들의 물체 영역의 정보는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그 배경이 

다양하게 나타나서  축 방향으로 넓게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

낸다. 그림 5의 예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성 샘플 영상과 음성 샘

플(negative sample) 영상에서 배경 부분, 즉  값이 유사하더라

그림 6. 물체 분류에서 주변 영역에 주목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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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물체 영역을 나타내는  차원의 값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

문에 이 경우 두 가지 영상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물체 클래스

의 분리성(separa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7 의 아래 부분

은 위와 대조적인 경향을 보이는 ‘earring’ 클래스의 분포를 나타

낸다. 이 경우에는 물체 영역의 변화가 크지만 주변 영역이 비슷

하게 나타나  축 방향으로 넓게 분포하지만 특징적인  

값을 갖고 있어 음성 영상과의 분리가 가능하다. 

한편 기존의 방법과 같이 영상 전체에서 풀링을 수행한 와 

위의 두 가지 영상 표현 과 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물체 영역 표현( 과 주변 영역 표현( 의 분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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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영상 전체에서 추출한 개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에 대한 

경할당 코드 벡터 집합을 U |	 1, 2, … , 라고 하면 BoF[1, 

14] 방법에서 영상 표현 는 평균 풀링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5 )  

마찬가지로 와 는 아래의 식으로 구하며 와 는 각각 

물체 영역과 주변 영역에 속하는 코드 집합을 의미한다. 

	 ∑ ∈ , 	 	 ∑ ∈ .  ( 6 ) 

U ∪  이고 ∩ ∅임을 고려하면 는 아래와 같이 와 

 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7 ) 

따라서 는 와 	 으로 이루어진 차원이 투영된 값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 은 그림 7 의 그래프에서처럼 와 , 를 

각각 하나의 차원으로 도식화하여 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

그림 8. 기존 영상 표현 와 , 의 관계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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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존 풀링 방법을 사용하여 구하는 가 양성 영상과 음성 영

상에 대해 비슷한 값을 나타내 분류가 힘든 경우에도 물체 영역

과 주변 영역으로 차원을 나눔으로써 전체 영역에서 양성 영상

과 음성 영상이 섞여있던 부분이 분리가 되는 분포로 변환되어 

결과적으로 물체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3.2 물체와 주변 영역을 고려한 특징 풀링 방법 

이 절에서는 3.1 에서 언급한 물체 영역과 주변 영역을 분리하

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이용하기 위하여 물체 영역을 나타내는 

영상 특징(image feature)과 주변 영역을 나타내는 영상 특징을 구

하는 풀링 방법을 제안한다. 

실제 영상에서는 앞의 절에서 예로 든 그림과 달리 물체 

영역과 그 주변 영역을 명확하기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다. 분할(segmentation)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지만 최신 방법에서도 물체 영역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산과 사전 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할을 

대신하여 물체 영역과 주변 영역을 추정하기 위해 관심 영역 

지도(saliency map)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영상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영역은 영상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물체 영상의 경우에는 그러한 영역이 대

부분 분류하려는 대상 물체가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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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이는 영역을 나타내는 관심 영역 지도를 이용하여 물체 영

역을 대략적으로 찾을 수 있다. 관심 영역 지도는 영상에서 배경

으로 추정되는 부분과 다른 색과 질감을 가지는 등 보기에 두드

러지는 특징을 이용하여 픽셀마다 두드러짐 정도를 돌출 값

(saliency value)으로 표현한 지도이다. 그림 9 는 Graph-based visual 

saliency[6]를 사용하여 물체 영상에서 관심 영역 지도를 구하여 

표시한 것이다. 배경이 단순하지 않은 상황(첫 번째, 네 번째)에

서도 물체가 있는 부분의 돌출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관심 영역 지도는 영상 분할처럼 물체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지는 않지만 분할과는 달리 별다른 사

전 정보 없이도 물체 영역을 추정할 수 있으며 돌출 값이 높은 

부분을 물체 영역, 낮은 부분을 주변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돌출 값은 연속적인 값을 나타내며 물체의 위치를 대략적으

그림 9. 영상의 관심 영역 지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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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추정하기 때문에 특정 값으로 경계화(thresholding)하여 영역

을 나누는 대신 돌출 값 자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와 

	 를 구하였다. 

영상 표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2.1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먼저 영상에서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추출한다. 개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 , 1, …	, , 이 각각의 특징점 

기술자를 코드화한 벡터를 ∈ , 1, … , 이라고 정의한다. 

는 사용하는 코드화 방법에 따라 코드북을 이용하여 최적화 

식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코드북 크기 과 동일한 

차원을 갖는다. (2.1.1) 예를 들어 LLC 코드화[15]를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최적화 식으로 c를 구한다. 

min‖ ‖ | ∘ | 					 . .		1 1	.   ( 8 ) 

여기서 는 미리 구한 코드북, 는 와 코드북의 베이시스 

사이의 거리, 연산자 ∘ 는 Hadamard product(element-wise 

multiplication)이다. 이러한 코드화를 통해 지역 특징점 

기술자들은 를 열로 하는 행렬 	 …	 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 풀링 단계에서 물체 영역 가중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선 각 지역 특징점 기술자에 대한 돌출 값 평균을 구한다. 

번째 지역 특징점 기술자에 대한 돌출 값 평균은 추출한 의 

위치 주변 영역을 포함하는 영상 조각(patch)에 대한 관심 영역 

지도의 돌출 값의 평균이며 로 나타낸다. 돌출 값은 0 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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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연속적인 값으로 정규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 0 과 1 

사이 값을 갖게 된다. 코드화한 지역 특징점 기술자에 각각 그에 

해당하는 돌출 값 평균만큼의 가중치를 주어 를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					 1, … ,        ( 9 ) 

.가중치를 부여한 코드 는 일반적인 풀링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의 영상 표현 벡터 로 요약된다(2.1.2). 이 과정에서는 

평균 풀링, 최대 풀링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 번째 

원소의 값은 아래의 식과 같이 의 번째 행 원소들의 

통계적인 값(statistic value)으로 정해진다. 

	 	 	 	 , , … , 	 .  ( 10 ) 

여기서 함수 는 풀링 방법에 따라 평균 풀링의 경우 ℓ -norm, 

최대 풀링의 경우 ℓ -norm 을 사용한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VQ 코드화[1,14]에는 평균 풀링, LLC 코드화[15]에는 최대 풀링을 

사용하였다. 

평균 풀링   :   ∑ ∑  

 최대 풀링   :   max max       ( 11 ) 

주변 영역을 표현하는 영상 특징을 구하는 방법은 물체 영역 

영상 표현 를 구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다만 식 (9)에서 물체 

영역에 대한 가중치로 사용한 를 주변 영역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한다. 주변 영역에 대한 가중치는 영상에서 물체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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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즉 돌출 값이 낮은 영역에서 높은 값을 가진다. 따라서 

주변 영역에 대한 가중치는 정규화 된 ∈ 0, 1 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도록 1 로 정의한다. 이 가중치를 반영한 

지역 특징점 기술자의 코드는 아래와 같다. 

	 ,										 1, … , .     ( 12 ) 

그리고 와 동일한 방법으로 에 풀링을 적용하여 식 (10-

11)과 같이 식 (13)를 통해 주변 영역을 표현하는 영상 특징 

벡터 을 구한다.  

	 	 	 	 , , … , 	 .   ( 13 ) 

그림 10 은 영상의 물체 영역과 주변 영역 가중치를 반영한 코

드를 시각화한 것이다.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영상의 지역 특

징점 기술자를 추출한 위치에 대한 코드 가 나타내는 SIFT 와 

영상에 대한 관심 영역 지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관심 영역 지도를 가중치로 적용한 	 …	 가 나

타내는 SIFT 와 가 나타내는 SIFT 를 나타낸다. 

  

그림 10. 물체 영역 영상 특징과 주변 영역 영상 특징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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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층 구조 분류 

본 논문에서는 분류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분류 

신뢰도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한 계층 구조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2 개 이상의 클래스가 존재하는 분류 문제에서 

다중 클래스 SVM(multi-class SVMs)은 one-vs.-all 또는 one-vs.-one 

방식으로 분류기를 학습하고 클래스를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첫 단계에서 one-vs.-all 방식을 사용한 분류를 수행하고 여기에서 

분류 신뢰도가 낮은 시험 샘플 영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pairwise SVM 분류를 수행한 계층 구조의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One-vs.-all 방식의 다중 클래스 SVM 은 각 클래스 	 ∈

1, … , 에 대하여 아래 식을 이용하여 분류를 위한 

초평면(hyper plane) 과 바이어스 를 학습한다. 

min ‖ ‖ 	 ∑ 						 . .			 1 , 0, ∀ .   ( 14 ) 

각 클래스의 학습에서는 모든 학습 샘플을 사용하며, 학습 

샘플의 레이블(label) 는 와 같은 클래스인 경우 양성 

샘플(positive sample), 다른 클래스인 경우 모두 음성 샘플(negative 

sample)로 하여 학습한다. 학습한 SVM 분류기를 이용하여 시험 

샘플 를 분류할 때에는 각 SVM 에 대한 판단 값(decision value) 

를 구하여 판단 값이 가장 높은 SVM 에 해당하는 클래스로 

를 분류하고 이를 나타낸 식은 아래와 같다. 

∗ 	 argmax 		 argmax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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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5)을 이용하면 시험 샘플에 대한 판단 값들 중 

두드러지게 높은 값이 하나인 경우에는 분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지만, 높은 값이 여러 개가 나오거나 없는 경우에는 분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그림 11 에서 은 세 개의 

클래스 중 녹색 클래스로 분류된다. 이 샘플의 판단 값은 녹색 

클래스에 대해 높고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는 낮은 값을 

나타내게 된다. 반면 의 판단 값은 노란색에 대해 낮지만 

파란색과 녹색 두 클래스에 대해 모두 높게 나타난다. 이 경우 

는 파란색의 초평면에서 조금 더 멀리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녹색 클래스에 속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시험 샘플에 대한 

분류 신뢰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where 	 . ( 16 ) 

여기서 는 에 대한 판단 값  중 가장 높은 값, 

는 두 번째로 높은 값이다. 두 값의 차이가 크게 나면 위와 

그림 11. 계층 구조 분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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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높은 신뢰도를 갖게 된다. 두 판단 값은 logistic 

함수 를 이용하여 정규화하였다. 이 신뢰도를 이용하여 시험 

샘플이 잘 분류되었는지, 추가적인 분류 과정이 필요한 지를 

판단할 수 있다. 

분류에서 낮은 신뢰도를 갖는 시험 샘플의 경우에는 판단 

값이 높은 두 클래스에 대해 미리 학습한 pairwise SVM 을 통해 

최종적으로 클래스를 결정한다. 그 예로 신뢰도가 낮은 그림 

11 의 는 왼쪽의 다중 클래스 SVM 에서 클래스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가까운 두 클래스인 파란색과 녹색 클래스 두 

클래스 만을 학습 데이터로 한 pairwise SVM 을 이용하여 녹색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두 번째 단계의 분류를 

통해 다른 클래스의 학습 샘플의 방해 없이 가능성이 높은 두 

클래스 중에서 시험 샘플의 클래스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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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4.1 실험 조건 및 데이터 세트 

실험에서는 지역 특징점 기술자로 dense SIFT 특징점 기술자를 

사용하였으며 각 데이터 세트에서 특징점 기술자에 대한 코드북

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물체와 주변 영역을 고려한 영상 표현을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심 영역 지도는 Graph-based visual 

saliency[6] 방법을 사용해 구하였다. 풀링 방법은 기준 알고리즘

에서 사용한대로 VQ 코드화의 경우 평균 풀링, LLC 코드화의 경

우 최대 풀링을 사용하였다. Spatial pyramid matching(SPM)[9]을 적

용한 결과에서 각 소구역(sub-region)은 영상을 1×1, 2×2, 4×

4(level=0, 1, 2)로 분할한 영역을 사용하였다. 코드북은 각 데이터 

세트에서 추출한 dense SIFT 특징점 기술자를 k-means 로 클러스

터링하여 구하였고 학습한 베이시스의 수는 1024 이다. VQ 와 

그림 12. Drama 와 Caltech-101 데이터 세트의 영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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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 코드화에서 동일한 코드북을 사용하였다. 

Drama 데이터 세트는 드라마 동영상에서 캡쳐(capture)한 물체 

영상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데이터 세트는 기존의 물체 분류에서 

사용하는 Caltech-101 데이터 세트[4] 등과 다르게 실제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상으로 구성되어 겹침(occlusion)이나 복잡한 배

경(cluttered background) 등 물체 분류를 저해하는 요소가 많은 특

성을 지닌다(그림 12). 

 이 데이터 세트에는 총 2259 개의 영상 이 15 개 클래스로 분류

되어있다. 각 클래스의 영상 수는 적게는 49 개부터 많게는 659

개까지 다양하다. 실험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당 

학습 영상 수를 20, 30, 40 개로 변화시키며 분류 정확도를 측정하

였다. 

Caltech-101 데이터 세트[4]는 물체 분류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

어 성능 평가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세트이다. 이 데이터 세트는 

102 개의 클래스에 대해 총 9144 개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각 클래스의 영상 수는 적게는 31 개부터 많게는 800 개까지 다양

하다. 실험에서는 클래스 당 학습 영상 수를 20, 30, 40 개로 변화

시키며 분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4.2 분류 정확도 측정 및 비교  

각 데이터 세트에 대해 vector quantization(VQ)[1,14]과 locality-

constrained linear coding(LLC)[15] 방법을 기준 알고리즘(baseline)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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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각 방법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결합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영상 전체 영역을 사용한 분류 정확도(single-level)와 

SPM[9]을 적용한 분류 정확도를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두 데이터 세트에 대해 실험을 수행한 결과, 같은 조건에서 제

안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항상 좋은 성

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 3). 

특히 주목할 부분은 SPM 을 적용하였을 때도 두 코드화 방법 

모두에서 성능 향상이 나타난 것이다. SPM 을 적용한 것은 이미 

지역 특징점 기술자의 공간적인 정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

지만, 제안하는 방법으로 물체와 맥락 영역이라는 공간 정보를 

표 2. Caltech-101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분류 정확도 

표 1. Drama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분류 정확도 



２７ 

 

추가함으로써 분류 성능이 향상되었다. 영상 영역을 나누지 않아 

공간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single-level 결과에서는 제안하는 방

법을 적용한 결과가 기준 성능과 비교하여 큰 성능 향상을 나타

냈다. 

그림 13은 Drama 데이터 세트에 대한 기준 알고리즘과 제안한 

방법의 confusion matrix 이다. 클래스들 중 영상마다 물체의 

변화(variation)가 크고 분류에 맥락 정보가 중요한 ‘earing’ 

클래스는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반대로 물체보다 주변 맥락의 변화가 큰 ‘lamp’ 클래스도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분류 성능이 향상되었다. 

 

4.3 계층 구조 분류 효과 

3.3에서 제안한 계층 구조 분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풀링 방법을 적용한 방법, 그리고 이에 더하여 

그림 13. Drama 데이터 세트에 대한 confusion matrix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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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구조 분류를 적용한 방법의 분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그림 14 는 LLC[15]를 기준 알고리즘으로 하여 Drama 데이터 

세트에 대해 분류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우선 제안한 풀링 

방법을 기준 알고리즘과 비교하면 표 1 에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

지로 여러 조건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며 특히 single-level, 즉 

영상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더 큰 성능 향상을 보인다. 그리고 

제안한 풀링 방법에 계층 구조 분류를 더하였을 때 single-level 의 

경우에는 0.47~0.64 %, SPM[9]을 적용한 경우에는 0.23~0.39 %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4. 계층 구조 분류 적용 여부에 따른 분류 정확도 비교 
(왼쪽 : single-level, 오른쪽 : SPM[9]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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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물체 영상 분류를 위해 영상에서 물체의 

위치를 반영하는 가변적인 풀링 영역을 사용하여 물체 부분을 

나타내는 영상 특징과 주변 영역을 나타내는 영상 특징을 

구하고 이를 결합하여 물체와 주변 영역을 고려한 영상 표현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영상 표현을 이용해 물체 영상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계층 구조 분류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영상 표현에 물체와 주변 영역에 대한 공간적 

정보를 더하여 상대적으로 물체 자체가 주변 영역보다 

중요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높은 식별성을 갖게 된다. 게다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다양한 코드화 방법이나 SPM 등의 풀링 

방법 등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체 분류 

방법과 결합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넓은 적용 가능성을 

갖는다. 실험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을 VQ, LLC, 

SPM 과 결합하여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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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mproving Performance of Object Categ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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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categorization has been an interesting topic of computer vision 

research and recently its importance is being emphasized as it is getting 

applicable in various digital devices. In general, the image categorization 

method includes a feature pooling step which pools code vectors of local 

feature descriptors over some sub-regions of interest to make an image-

level feature. While general pooling methods usually use manually defined 

spatial sub-regions for pooling, we propose a new spatial pooling method 

using flexible regions reflecting object location with visual saliency map. 

We present two types of image feature to consider object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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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ounding: the object feature focusing on object region of image and the 

surrounding feature focusing on its surroundings. However these features 

are not pooled over two regions divided precisely to find object and 

surrounding features. Instead, we use the visual saliency value as the weight 

of each local feature when features from two regions are aggregated 

together. Also we show that these features can improve the class 

separability. In addition, we propose a hierarchical classification scheme 

which has additional classification stage for test samples with unconfident 

classification results to enhance performance. Evaluations on the Caltech-

101 dataset and the Drama dataset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pooling 

method can improve performance of object categorization methods. 

 

Keyword : Object Categorization, Object Classification, Feature P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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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물체 영상 분류(object image categorization)의 목적은 영상에서 

나타나는 물체가 어떤 종류의 물체 클래스에 속하는 지 

판단하는 것이다. 최근 다양한 기기에서 영상 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물체 분류가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물체 영상 분류 과정에서 풀링(pooling)은 추출한 여러 

개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모아 그 통계적인 값으로 영상 

특징(image feature)을 구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물체 영상 분류 

방법은 영상 전체나 인위적으로 정한 소구역(sub-region)에 속한 

지역 특징점 기술자의 정보에 대해 각각 풀링을 수행한다. 

이러한 방법은 격자 모양의 고정된 풀링 영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상 표현에 단순한 위치 정보만을 반영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내의 물체 위치를 반영하는 가변적인 풀링 

영역을 사용하여 물체와 물체의 주변 영역을 고려하는 풀링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한 풀링 방법을 사용하여 물체 

영역에 중점을 둔 영상 특징과 주변 영역에 중점을 둔 영상 

특징을 구해 물체 분류에 사용한다. 또한 분류 단계에서 분류 

신뢰도를 정의하여 분류 신뢰도가 낮은 샘플에 대해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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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과정을 더한 계층 구조 분류(hierarchical classification)을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Caltech-101 데이터 세트와 Drama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분류 성능 

측정을 통해 기존의 코드화 방법과 결합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물체 분류, 물체 범주화, 영상 특징, 계층 구조 

분류 

학번 : 2012-2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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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영상에서 나타나는 물체가 어떤 종류의 물체 클래스에 속하는 

지 판단하는 물체 영상 분류(object image categorization)는 최근 일

상에서 영상 정보의 획득이 쉬워지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물체 분류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는 주제로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물체 영상 분류를 위한 영상 특징(image feature)을 구하는 방법

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bag-of-features(BoF)[1, 14]는 영상에서 

추출한 지역 특징점 기술자(local feature descriptor)를 양자화

(quantization)하여 그 히스토그램으로 영상을 표현한다. 하지만 

BoF는 영상 전체 영역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

역 특징점 기술자의 분포에 대한 공간적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다.  

Lazbnik 등이 제안한 spatial pyramid matching(SPM)[9]은 단계적

으로 크기를 정한 소구역(sub-region)으로 영상을 나누어 각 영역

에 대해 BoF 방식으로 풀링을 수행하여 영상 내의 정보를 영역 

별로 분할하였다. 이 방법은 BoF 의 단점을 개선해 큰 성능 향상

을 나타내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영역을 일정한 격자로 나누

었기 때문에 단순한 수준의 영역 정보만을 포함하며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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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의 위치나 물체의 특성에 관계없이 고정된 풀링 영역을 사

용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SPM 의 격자 영역을 대신하는 풀링 영역에 주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상 내에는 물체 클래스에 대

한 단서를 포함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

에 풀링을 수행하는 영역을 선택하는 것은 물체 분류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둔 Jia 등의 연구[8]는 최

적화 식을 통해 over-complete 영역 집합 중에서 분류에 효과적인 

영역을 학습하여 공간적 풀링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Sharma 등이 제안한 방법[13]에서는 영상을 격자로 나누어 풀링

을 수행하는 영역은 고정시켰지만 latent support vector machine 으로 

각 격자에 대해 관심 영역 지도(saliency map)를 학습함으로써 각 

격자에 가중치(weight)를 주어 중요한 영역을 선택하는 것의 연장

선상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학습 영상으로 고정한 영역

에 대해 풀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상에서 물체와 물

체의 각 부분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림 1. SPM[9]과 제안한 방법의 풀링 영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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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상 내

에서 물체가 나타나는 위치를 반영하는 풀링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관심 영역 지도(saliency map)를 이용해 물체 영역

과 주변 영역을 추정하고 풀링 과정에서 가중치를 이용하여 각

각 물체 영역과 주변 영역을 표현하는 영상 특징을 구하였다. 그

리고 이 두 가지의 영상 특징을 결합해서 분류에 사용하여 분리

성(separability)을 향상시켰다. 또한 분류 단계에서 분류 신뢰도

(classification confidence)를 정의하여 분류 신뢰도가 낮은 샘플에 

대해 추가적인 분류 과정을 더한 계층 구조 분류(hierarchical 

classification)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다양한 

코드화 방법, 풀링 방법 등과 결합하여 물체 분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전체적인 물체 분류 

과정에 대해 배경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3 장에서는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영상 표현 방법과 이를 활용한 물체 분류 방법 

및 계층 구조 분류에 대하여 설명한다. 4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여 기존의 물체 분류 알고리즘과 성능

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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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이론 

 

2.1 물체 영상 분류(Object Image Categorization)  

일반적인 영상 분류 연구에서 분류 과정은 그림 2 의 정형화된 

흐름을 따라 이루어진다. 먼저 각각의 영상을 지역 특징점 

기술자 추출(local feature descriptor extraction), 코드화(encoding), 

풀링(pooling) 과정을 거쳐 하나의 영상 표현(image-level 

representation) 벡터로 나타내고 이 영상 표현 벡터들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류한다. 

특징점 추출 단계에서는 영상에서 정보를 벡터 집합으로 

나타내기 위해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추출한다. 이 지역 특징점 

기술자는 영상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에 따라 SIFT[10],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HOG)[2], 색 히스토그램, Texton 등을 

사용하거나 이 지역 특징점 기술자들의 조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영상의 크기나 사용하는 특징점 기술자에 따라 영상마다 

다른 수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추출할 수 있다. 

다음 코드화 단계에서는 추출한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코드북(codebook)을 이용하여 다른 형태의 벡터로 바꾼다. 

코드북은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대표하는 베이시스(basis)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k-means 등의 클러스터링(clustering)으로 

구한다. 코드화하는 방법은 vector quantization[1,14], spa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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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ng[16], locality-constrained linear coding[15]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지역 특징점 기술자는 코드 벡터로 변환된다. 

코드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1 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풀링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코드화한 지역 특징점 

기술자들을 이용하여 전체 영상을 하나의 벡터로 표현한다. 이 

단계에서는 영상의 특정 영역에서 추출한 여러 개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들에 대한 통계적인 값을 구하여 하나의 벡터로 

요약한다 

그림 2. 영상 분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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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들은 위의 특징점 추출, 코드화, 풀링 단계를 거쳐 각각 

하나의 영상 표현 벡터로 변환된다. 학습 영상의 영상 표현 

벡터들을 이용하여 support vector machine 등의 분류기를 

학습하거나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 등을 사용하여 시험 샘플 

영상이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분류할 수 있다. 

 

2.1.1 코드화(Encoding) 

영상 분류 과정에서 영상에서 추출한 지역 특징점 기술자는 

코드화 과정을 거친다. 지역 특징점 기술자는 학습 영상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대표하는 베이시스로 구성된 코드북을 

이용하여 다른 형태의 벡터로 변환된다. 차원마다 편차의 차이가 

있거나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 원래의 특징점 

기술자 벡터와는 달리 변환된 코드는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등의 단순한 거리 비교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변환되면서 차원이 커지더라도 대부분의 코드화 방법이 코드를 

희소 벡터(sparse vector)가 되도록 구하기 때문에 특징점 기술자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장점이 있다. 

개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 ∈ , 1, …	,  를 개의 

베이시스를 갖는 코드북 	 … ∈ 를 이용하여 

코드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Vector quantization(VQ) 코드화는 아래의 식으로 에 대한 코드 

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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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 | 					 . .		‖ ‖ 1, ‖ ‖ 1, 0, ∀ . ( 1 ) 

VQ 코드화에서는 제한 조건의 ℓ -norm과 ℓ -norm으로 인해 는 

한 개의 원소만이 0 이 아닌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 이어야 한다. 

따라서 목적 함수의 복원 오차(reconstruction error)를 최소화하기 

위해 와 가장 가까운 코드북의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원소가 

1 이 된다. VQ 코드화는 오직 하나의 베이시스만을 고르는 

경할당(hard assignment)이기 때문에 복원 오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후에 제안된 성긴 코딩(sparse coding)[16], locality-constrained 

linear coding[15], Fisher vector encoding[11], vector of locally aggregated 

descriptors[7] 등의 코드화 방법은 연할당(soft assignment) 방식을 

적용하여 경할당의 단점을 개선하였다. 이 중 성긴 코딩은 식 

(2)의 목적 함수로 지역 특징점 기술자 의 코드를 구한다. 이 

식에서는 두 번째 항의 ℓ -norm으로 인해 코드 가 희소 벡터가 

된다. 

min‖ ‖ | | 					 . .		1 1, ∀ .   ( 2 ) 

또 다른 코드화 방법인 locality-constrained linear encoding[15]은 

성긴 코딩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단점을 개선하였다. 

min‖ ‖ | ∘ | 					 . .		1 1, 	∀ .     ( 3 ) 

여기서 연산자 ∘는 Hadamard product(element-wise multiplication)를 

나타낸다. 이 방법은 식 (3)의 두 번째 항으로 코드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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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locality)을 고려하여 계산 복잡도(computational 

complexity)를 낮추고 코드의 일관성(consistency)을 보장하였다. 

4 장의 실험에서는 VQ 와 LLC 코드화를 사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측정하고 각각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결합하여 측정한 정확도와 비교하였다. 

 

2.1.2 풀링(Pooling) 

풀링은 영상에서 추출되는 여러 개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모아 하나의 영상 표현 벡터를 만드는 과정이다. 영상 표현 

벡터는 지역 특징점 기술자의 통계적인 값(statistic value)으로 

구하며 코드화를 한 경우에는 지역 특징점 기술자의 코드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영상들은 그 크기와 추출되는 

지역 특징점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차원을 갖고, 각각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 자체보다 영상 전체를 표현하는 영상 표현 

벡터로 변환된다. 

대표적인 풀링 방법인 평균 풀링(average pooling)과 최대 

풀링(max pooling)은 풀링 과정에서 서로 다른 함수를 사용한다. 

풀링을 수행하려는 영상의 전체나 일부 영역에서 추출한 개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 코드를 열로 갖는 행렬 	 … 을 

하나의 영상 표현 벡터 로 만드는 과정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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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dimension)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의 번째 원소는 

여러 개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 또는 그 코드의 번째 원소의 

통계적인 값으로 정해진다(식 (4)). 

	 	 	 	 , , … , 	 .     ( 4 ) 

평균 풀링은 사용하는 함수로 ℓ -norm ( 	 	 , , … , 	

∑ | | )을 사용하고, 최대 풀링은 ℓ -norm ( 	 	 , , … ,

	 max )를 사용한다. 이 밖에 차원마다 가중치와 를 

학습하여 weighted ℓ -norm 을 사용하는 Geometric ℓ -norm 

pooling[5]이 있다. 

한편, 목적에 적합한 함수를 사용하는 것 외에 풀링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풀링을 수행하는 영역이다. 영상 전체에서 풀링을 

수행하면 영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점들의 정보를 함축할 수 

있지만 특징점 분포에 대한 공간적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Spatial pyramid matching(SPM)[9]에서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크기를 정한 소구역(sub-region)으로 영상을 나누어 

각 영역에 대해 풀링을 수행한다. 그림 3 은 SPM 에 대한 

그림 3. Spatial pyramid matching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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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이다. 그림의 왼쪽에서 두 영상은 전혀 다른 모양이지만 

영상 전체에 대해서는 동일한 패턴 히스토그램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그림 오른쪽에서처럼 영상의 영역을 4 등분한 각 영역에 

대한 두 영상의 히스토그램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SPM 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영상을 몇 개의 단계(level)로 나누어 각 

영역에 대해 풀링을 수행하고, 수행한 결과를 이어 

붙여(concatenating) 풀링에 영역 정보를 더한 영상 표현 벡터를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단순히 영역을 나누는 것으로 성능을 

크게 향상시켜 다양한 영상 분류 알고리즘에서 사용된다. 풀링을 

수행하는 영역에 대한 연구는 이 밖에도 Jia 등이 제안한 영상 

분류에 효과적인 영역을 학습하여 풀링에 이용한 방법[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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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물체와 주변 영역을 고려한 특징 풀링 

 

1.1 물체 분류에서 물체 영역과 주변 영역 분리 효과 

물체 영상 분류의 대상이 되는 영상에는 촬영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배경이 존재한다. 그림 4의 왼쪽 영상들처럼 영상에 배경

이 없거나 단조로울 경우에는 영상 분류에서 대상이 되는 물체

만이 부각된다. 하지만 배경이 다른 물체나 어떤 패턴으로 인해 

복잡할 경우 대상 물체를 분류하기 위해 우선 영상에서 어떤 부

분이 물체 영역인지를 구분하여 방해가 되는 부분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Russakovsky 등의 논문[12]에서 PASCAL 

VOC 2007 물체 분류 데이터 세트[3]에 대해 영상 전체에 대한 

영상 표현으로 물체 분류 성능을 측정한 것과 미리 주어진 물체

그림 4. 물체 영상의 다양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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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면(bounding box) 내부 영역 만에 대한 영상 표현을 사용

한 것을 비교하였을 때 52.0% mAP 에서 69.7% mAP 의 성능 향상

이 있었다. 이는 배경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물체 영역 만을 구분

할 수 있을 때 물체 분류 성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 는 각 그림에서 가운데의 영상을 BoF[1, 14]를 이용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레이블을 아는 왼쪽과 오른쪽의 영상과 비

교하여 분류하는 예이다. 기존의 물체 분류 방법은 왼쪽 그림과 

같이 그림의 전체 영역에서 풀링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

에서는 물체 영역에서 특징점 분포가 ‘birdbath’ 영상과 유사하더

라도 배경이 비슷한 ‘chimp’ 영상과 유사한 히스토그램을 나타내

게 된다. 이러한 경우,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배경인 검은 영역의 

특징점을 제외하고 물체 영역에서 풀링을 수행하면 더 정확한 

물체 레이블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물체 분류에서 방해가 

되는 배경 영역을 제외하고 물체 영역에 집중했을 때 더 높은 

분류 성능을 얻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부 물체 분류 예에서는 물체의 형태만으로 물체를 

분류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그림 6의 영상에서는 배경을 제외하

그림 5. 물체 분류에서 물체 영역에 주목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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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체 영역만을 고려했을 때 적은 정보의 양과, 물체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인해 물체의 구분이 더 힘들어지기

도 한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물체 영역보다 물체 주변의 배경 

부분을 이용하였을 때(그림 6 의 오른쪽) 귀나 얼굴, 머리카락 등 

물체 주변의 맥락(context)을 통해 물체를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

다. 이 밖에도 자동차 영상에서는 주변의 도로가, 헬리콥터 영상

에서는 하늘 부분이 물체 영상을 분류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림 5 와 6 의 두 가지 예는 물체 종류에 따라 물체 영역의 정

보나 물체 주변 영역의 정보가 모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7은 물체 영역에서 풀링을 수행한 히스토그

램을  주변 영역에서 풀링을 수행한 히스토그램을 으로 

정의하고, 각각을 하나의 차원으로 가정하여 2 차원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쪽의 ‘birdbath’ 클래스는 양성 샘플(positive sample) 

영상들의 물체 영역의 정보는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그 배경이 

다양하게 나타나서  축 방향으로 넓게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

낸다. 그림 5의 예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성 샘플 영상과 음성 샘

플(negative sample) 영상에서 배경 부분, 즉  값이 유사하더라

그림 6. 물체 분류에서 주변 영역에 주목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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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물체 영역을 나타내는  차원의 값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

문에 이 경우 두 가지 영상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물체 클래스

의 분리성(separa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7 의 아래 부분

은 위와 대조적인 경향을 보이는 ‘earring’ 클래스의 분포를 나타

낸다. 이 경우에는 물체 영역의 변화가 크지만 주변 영역이 비슷

하게 나타나  축 방향으로 넓게 분포하지만 특징적인  

값을 갖고 있어 음성 영상과의 분리가 가능하다. 

한편 기존의 방법과 같이 영상 전체에서 풀링을 수행한 와 

위의 두 가지 영상 표현 과 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물체 영역 표현( 과 주변 영역 표현( 의 분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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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영상 전체에서 추출한 개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에 대한 

경할당 코드 벡터 집합을 U |	 1, 2, … , 라고 하면 BoF[1, 

14] 방법에서 영상 표현 는 평균 풀링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5 )  

마찬가지로 와 는 아래의 식으로 구하며 와 는 각각 

물체 영역과 주변 영역에 속하는 코드 집합을 의미한다. 

	 ∑ ∈ , 	 	 ∑ ∈ .  ( 6 ) 

U ∪  이고 ∩ ∅임을 고려하면 는 아래와 같이 와 

 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7 ) 

따라서 는 와 	 으로 이루어진 차원이 투영된 값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 은 그림 7 의 그래프에서처럼 와 , 를 

각각 하나의 차원으로 도식화하여 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

그림 8. 기존 영상 표현 와 , 의 관계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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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존 풀링 방법을 사용하여 구하는 가 양성 영상과 음성 영

상에 대해 비슷한 값을 나타내 분류가 힘든 경우에도 물체 영역

과 주변 영역으로 차원을 나눔으로써 전체 영역에서 양성 영상

과 음성 영상이 섞여있던 부분이 분리가 되는 분포로 변환되어 

결과적으로 물체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3.2 물체와 주변 영역을 고려한 특징 풀링 방법 

이 절에서는 3.1 에서 언급한 물체 영역과 주변 영역을 분리하

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이용하기 위하여 물체 영역을 나타내는 

영상 특징(image feature)과 주변 영역을 나타내는 영상 특징을 구

하는 풀링 방법을 제안한다. 

실제 영상에서는 앞의 절에서 예로 든 그림과 달리 물체 

영역과 그 주변 영역을 명확하기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다. 분할(segmentation)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지만 최신 방법에서도 물체 영역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산과 사전 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할을 

대신하여 물체 영역과 주변 영역을 추정하기 위해 관심 영역 

지도(saliency map)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영상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영역은 영상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물체 영상의 경우에는 그러한 영역이 대

부분 분류하려는 대상 물체가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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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이는 영역을 나타내는 관심 영역 지도를 이용하여 물체 영

역을 대략적으로 찾을 수 있다. 관심 영역 지도는 영상에서 배경

으로 추정되는 부분과 다른 색과 질감을 가지는 등 보기에 두드

러지는 특징을 이용하여 픽셀마다 두드러짐 정도를 돌출 값

(saliency value)으로 표현한 지도이다. 그림 9 는 Graph-based visual 

saliency[6]를 사용하여 물체 영상에서 관심 영역 지도를 구하여 

표시한 것이다. 배경이 단순하지 않은 상황(첫 번째, 네 번째)에

서도 물체가 있는 부분의 돌출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관심 영역 지도는 영상 분할처럼 물체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지는 않지만 분할과는 달리 별다른 사

전 정보 없이도 물체 영역을 추정할 수 있으며 돌출 값이 높은 

부분을 물체 영역, 낮은 부분을 주변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돌출 값은 연속적인 값을 나타내며 물체의 위치를 대략적으

그림 9. 영상의 관심 영역 지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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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추정하기 때문에 특정 값으로 경계화(thresholding)하여 영역

을 나누는 대신 돌출 값 자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와 

	 를 구하였다. 

영상 표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2.1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먼저 영상에서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추출한다. 개의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 , 1, …	, , 이 각각의 특징점 

기술자를 코드화한 벡터를 ∈ , 1, … , 이라고 정의한다. 

는 사용하는 코드화 방법에 따라 코드북을 이용하여 최적화 

식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코드북 크기 과 동일한 

차원을 갖는다. (2.1.1) 예를 들어 LLC 코드화[15]를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최적화 식으로 c를 구한다. 

min‖ ‖ | ∘ | 					 . .		1 1	.   ( 8 ) 

여기서 는 미리 구한 코드북, 는 와 코드북의 베이시스 

사이의 거리, 연산자 ∘ 는 Hadamard product(element-wise 

multiplication)이다. 이러한 코드화를 통해 지역 특징점 

기술자들은 를 열로 하는 행렬 	 …	 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 풀링 단계에서 물체 영역 가중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선 각 지역 특징점 기술자에 대한 돌출 값 평균을 구한다. 

번째 지역 특징점 기술자에 대한 돌출 값 평균은 추출한 의 

위치 주변 영역을 포함하는 영상 조각(patch)에 대한 관심 영역 

지도의 돌출 값의 평균이며 로 나타낸다. 돌출 값은 0 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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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연속적인 값으로 정규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 0 과 1 

사이 값을 갖게 된다. 코드화한 지역 특징점 기술자에 각각 그에 

해당하는 돌출 값 평균만큼의 가중치를 주어 를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					 1, … ,        ( 9 ) 

.가중치를 부여한 코드 는 일반적인 풀링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의 영상 표현 벡터 로 요약된다(2.1.2). 이 과정에서는 

평균 풀링, 최대 풀링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 번째 

원소의 값은 아래의 식과 같이 의 번째 행 원소들의 

통계적인 값(statistic value)으로 정해진다. 

	 	 	 	 , , … , 	 .  ( 10 ) 

여기서 함수 는 풀링 방법에 따라 평균 풀링의 경우 ℓ -norm, 

최대 풀링의 경우 ℓ -norm 을 사용한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VQ 코드화[1,14]에는 평균 풀링, LLC 코드화[15]에는 최대 풀링을 

사용하였다. 

평균 풀링   :   ∑ ∑  

 최대 풀링   :   max max       ( 11 ) 

주변 영역을 표현하는 영상 특징을 구하는 방법은 물체 영역 

영상 표현 를 구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다만 식 (9)에서 물체 

영역에 대한 가중치로 사용한 를 주변 영역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한다. 주변 영역에 대한 가중치는 영상에서 물체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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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즉 돌출 값이 낮은 영역에서 높은 값을 가진다. 따라서 

주변 영역에 대한 가중치는 정규화 된 ∈ 0, 1 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도록 1 로 정의한다. 이 가중치를 반영한 

지역 특징점 기술자의 코드는 아래와 같다. 

	 ,										 1, … , .     ( 12 ) 

그리고 와 동일한 방법으로 에 풀링을 적용하여 식 (10-

11)과 같이 식 (13)를 통해 주변 영역을 표현하는 영상 특징 

벡터 을 구한다.  

	 	 	 	 , , … , 	 .   ( 13 ) 

그림 10 은 영상의 물체 영역과 주변 영역 가중치를 반영한 코

드를 시각화한 것이다.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영상의 지역 특

징점 기술자를 추출한 위치에 대한 코드 가 나타내는 SIFT 와 

영상에 대한 관심 영역 지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관심 영역 지도를 가중치로 적용한 	 …	 가 나

타내는 SIFT 와 가 나타내는 SIFT 를 나타낸다. 

  

그림 10. 물체 영역 영상 특징과 주변 영역 영상 특징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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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층 구조 분류 

본 논문에서는 분류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분류 

신뢰도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한 계층 구조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2 개 이상의 클래스가 존재하는 분류 문제에서 

다중 클래스 SVM(multi-class SVMs)은 one-vs.-all 또는 one-vs.-one 

방식으로 분류기를 학습하고 클래스를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첫 단계에서 one-vs.-all 방식을 사용한 분류를 수행하고 여기에서 

분류 신뢰도가 낮은 시험 샘플 영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pairwise SVM 분류를 수행한 계층 구조의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One-vs.-all 방식의 다중 클래스 SVM 은 각 클래스 	 ∈

1, … , 에 대하여 아래 식을 이용하여 분류를 위한 

초평면(hyper plane) 과 바이어스 를 학습한다. 

min ‖ ‖ 	 ∑ 						 . .			 1 , 0, ∀ .   ( 14 ) 

각 클래스의 학습에서는 모든 학습 샘플을 사용하며, 학습 

샘플의 레이블(label) 는 와 같은 클래스인 경우 양성 

샘플(positive sample), 다른 클래스인 경우 모두 음성 샘플(negative 

sample)로 하여 학습한다. 학습한 SVM 분류기를 이용하여 시험 

샘플 를 분류할 때에는 각 SVM 에 대한 판단 값(decision value) 

를 구하여 판단 값이 가장 높은 SVM 에 해당하는 클래스로 

를 분류하고 이를 나타낸 식은 아래와 같다. 

∗ 	 argmax 		 argmax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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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5)을 이용하면 시험 샘플에 대한 판단 값들 중 

두드러지게 높은 값이 하나인 경우에는 분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지만, 높은 값이 여러 개가 나오거나 없는 경우에는 분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그림 11 에서 은 세 개의 

클래스 중 녹색 클래스로 분류된다. 이 샘플의 판단 값은 녹색 

클래스에 대해 높고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는 낮은 값을 

나타내게 된다. 반면 의 판단 값은 노란색에 대해 낮지만 

파란색과 녹색 두 클래스에 대해 모두 높게 나타난다. 이 경우 

는 파란색의 초평면에서 조금 더 멀리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녹색 클래스에 속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시험 샘플에 대한 

분류 신뢰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where 	 . ( 16 ) 

여기서 는 에 대한 판단 값  중 가장 높은 값, 

는 두 번째로 높은 값이다. 두 값의 차이가 크게 나면 위와 

그림 11. 계층 구조 분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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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높은 신뢰도를 갖게 된다. 두 판단 값은 logistic 

함수 를 이용하여 정규화하였다. 이 신뢰도를 이용하여 시험 

샘플이 잘 분류되었는지, 추가적인 분류 과정이 필요한 지를 

판단할 수 있다. 

분류에서 낮은 신뢰도를 갖는 시험 샘플의 경우에는 판단 

값이 높은 두 클래스에 대해 미리 학습한 pairwise SVM 을 통해 

최종적으로 클래스를 결정한다. 그 예로 신뢰도가 낮은 그림 

11 의 는 왼쪽의 다중 클래스 SVM 에서 클래스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가까운 두 클래스인 파란색과 녹색 클래스 두 

클래스 만을 학습 데이터로 한 pairwise SVM 을 이용하여 녹색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두 번째 단계의 분류를 

통해 다른 클래스의 학습 샘플의 방해 없이 가능성이 높은 두 

클래스 중에서 시험 샘플의 클래스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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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4.1 실험 조건 및 데이터 세트 

실험에서는 지역 특징점 기술자로 dense SIFT 특징점 기술자를 

사용하였으며 각 데이터 세트에서 특징점 기술자에 대한 코드북

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물체와 주변 영역을 고려한 영상 표현을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심 영역 지도는 Graph-based visual 

saliency[6] 방법을 사용해 구하였다. 풀링 방법은 기준 알고리즘

에서 사용한대로 VQ 코드화의 경우 평균 풀링, LLC 코드화의 경

우 최대 풀링을 사용하였다. Spatial pyramid matching(SPM)[9]을 적

용한 결과에서 각 소구역(sub-region)은 영상을 1×1, 2×2, 4×

4(level=0, 1, 2)로 분할한 영역을 사용하였다. 코드북은 각 데이터 

세트에서 추출한 dense SIFT 특징점 기술자를 k-means 로 클러스

터링하여 구하였고 학습한 베이시스의 수는 1024 이다. VQ 와 

그림 12. Drama 와 Caltech-101 데이터 세트의 영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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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 코드화에서 동일한 코드북을 사용하였다. 

Drama 데이터 세트는 드라마 동영상에서 캡쳐(capture)한 물체 

영상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데이터 세트는 기존의 물체 분류에서 

사용하는 Caltech-101 데이터 세트[4] 등과 다르게 실제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상으로 구성되어 겹침(occlusion)이나 복잡한 배

경(cluttered background) 등 물체 분류를 저해하는 요소가 많은 특

성을 지닌다(그림 12). 

 이 데이터 세트에는 총 2259 개의 영상 이 15 개 클래스로 분류

되어있다. 각 클래스의 영상 수는 적게는 49 개부터 많게는 659

개까지 다양하다. 실험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당 

학습 영상 수를 20, 30, 40 개로 변화시키며 분류 정확도를 측정하

였다. 

Caltech-101 데이터 세트[4]는 물체 분류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

어 성능 평가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세트이다. 이 데이터 세트는 

102 개의 클래스에 대해 총 9144 개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각 클래스의 영상 수는 적게는 31 개부터 많게는 800 개까지 다양

하다. 실험에서는 클래스 당 학습 영상 수를 20, 30, 40 개로 변화

시키며 분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4.2 분류 정확도 측정 및 비교  

각 데이터 세트에 대해 vector quantization(VQ)[1,14]과 locality-

constrained linear coding(LLC)[15] 방법을 기준 알고리즘(baseline)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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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각 방법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결합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영상 전체 영역을 사용한 분류 정확도(single-level)와 

SPM[9]을 적용한 분류 정확도를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두 데이터 세트에 대해 실험을 수행한 결과, 같은 조건에서 제

안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항상 좋은 성

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 3). 

특히 주목할 부분은 SPM 을 적용하였을 때도 두 코드화 방법 

모두에서 성능 향상이 나타난 것이다. SPM 을 적용한 것은 이미 

지역 특징점 기술자의 공간적인 정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

지만, 제안하는 방법으로 물체와 맥락 영역이라는 공간 정보를 

표 2. Caltech-101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분류 정확도 

표 1. Drama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분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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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함으로써 분류 성능이 향상되었다. 영상 영역을 나누지 않아 

공간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single-level 결과에서는 제안하는 방

법을 적용한 결과가 기준 성능과 비교하여 큰 성능 향상을 나타

냈다. 

그림 13은 Drama 데이터 세트에 대한 기준 알고리즘과 제안한 

방법의 confusion matrix 이다. 클래스들 중 영상마다 물체의 

변화(variation)가 크고 분류에 맥락 정보가 중요한 ‘earing’ 

클래스는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반대로 물체보다 주변 맥락의 변화가 큰 ‘lamp’ 클래스도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분류 성능이 향상되었다. 

 

4.3 계층 구조 분류 효과 

3.3에서 제안한 계층 구조 분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풀링 방법을 적용한 방법, 그리고 이에 더하여 

그림 13. Drama 데이터 세트에 대한 confusion matrix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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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구조 분류를 적용한 방법의 분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그림 14 는 LLC[15]를 기준 알고리즘으로 하여 Drama 데이터 

세트에 대해 분류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우선 제안한 풀링 

방법을 기준 알고리즘과 비교하면 표 1 에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

지로 여러 조건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며 특히 single-level, 즉 

영상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더 큰 성능 향상을 보인다. 그리고 

제안한 풀링 방법에 계층 구조 분류를 더하였을 때 single-level 의 

경우에는 0.47~0.64 %, SPM[9]을 적용한 경우에는 0.23~0.39 %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4. 계층 구조 분류 적용 여부에 따른 분류 정확도 비교 
(왼쪽 : single-level, 오른쪽 : SPM[9]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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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물체 영상 분류를 위해 영상에서 물체의 

위치를 반영하는 가변적인 풀링 영역을 사용하여 물체 부분을 

나타내는 영상 특징과 주변 영역을 나타내는 영상 특징을 

구하고 이를 결합하여 물체와 주변 영역을 고려한 영상 표현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영상 표현을 이용해 물체 영상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계층 구조 분류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영상 표현에 물체와 주변 영역에 대한 공간적 

정보를 더하여 상대적으로 물체 자체가 주변 영역보다 

중요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높은 식별성을 갖게 된다. 게다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다양한 코드화 방법이나 SPM 등의 풀링 

방법 등 지역 특징점 기술자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체 분류 

방법과 결합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넓은 적용 가능성을 

갖는다. 실험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을 VQ, LLC, 

SPM 과 결합하여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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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ature Pooling Considering Object and Surroundings 

for Improving Performance of Object Categorization 

 

Kim Jiyun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 categorization has been an interesting topic of computer vision 

research and recently its importance is being emphasized as it is getting 

applicable in various digital devices. In general, the image categorization 

method includes a feature pooling step which pools code vectors of local 

feature descriptors over some sub-regions of interest to make an image-

level feature. While general pooling methods usually use manually defined 

spatial sub-regions for pooling, we propose a new spatial pooling method 

using flexible regions reflecting object location with visual saliency map. 

We present two types of image feature to consider object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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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ounding: the object feature focusing on object region of image and the 

surrounding feature focusing on its surroundings. However these features 

are not pooled over two regions divided precisely to find object and 

surrounding features. Instead, we use the visual saliency value as the weight 

of each local feature when features from two regions are aggregated 

together. Also we show that these features can improve the class 

separability. In addition, we propose a hierarchical classification scheme 

which has additional classification stage for test samples with unconfident 

classification results to enhance performance. Evaluations on the Caltech-

101 dataset and the Drama dataset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pooling 

method can improve performance of object categorization methods. 

 

Keyword : Object Categorization, Object Classification, Feature Pooling, 

Hierarchical Classification 

Student Number : 2012-2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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