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 학위논문 

 

동적으로 클래스 변경이 가능한 

개인화된 퓨-샷 객체 검출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융합과학부 디지털정보융합전공 

이성우 

 



 

 i 

초    록 

 
인공지능 서비스가 다양화 되면서 객체 검출(Object detection) 

분야에서도 무인 점포나 스마트 물류관리,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화된 객체 검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객체 검출 모델들은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변경 할 때 모델의 구조 

변경부터 학습까지 모두 다시 진행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 비전문가 

사용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레벨에서 사용자가 

손쉽게 클래스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 개인화된 객체 검출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선 실제 여러 도메인에서의 합리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개인화된 객체 검출기 모델을 개발하고 데이터셋의 변화나 모델의 구조 

변경 등에 대해 어떻게 모델이 작동하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인화된 객체 검출기가 만족해야하는 요구 조건 1) “퓨-샷”, 2) “동적 

클래스 변경”, 3) “크로스 도메인 적용” 세 가지를 정의하고 “이미지넷 분류 

데이터의 텍스처 편향”성질을 이용해 CAM(Class Activation Map)을 만들어 

오로지 CAM만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객체 검출 방법으로 요구조건들을 

만족시켰다. 뿐만 아니라 검출기 모델은 Self-Attention을 이용해 자유롭게 

새로운 클래스의 추가/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PASCAL VOC 2012 데이터셋에 훈련시킨 개인화된 퓨-샷 객체 

검출기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화장품 평가 데이터셋에서 5샷(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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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웨이(Way) 0.46mAP, 5샷-21웨이 0.45mAP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고 

화장품 훈련 데이터셋에 학습한 경우는 10샷-10웨이 기준 약 0.72mAP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크로스 도메인에서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웹에서 수집한 “꽃”, “편의점 상품”, “과일” 등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학습 없이 모델이 잘 작동함을 보였다. 

본 연구의 기여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지넷 데이터 학습 모델이 

텍스처에 편향된 성질”을 이용해 CAM을 만들었고 이것을 이용해 

Classification과 Localization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였다. 2) CAM과 

Self-Attention을 이용해 크로스 도메인에서 클래스의 개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검출기 모델의 구조를 제시했다. 3) CAM 

검출기는 새로운 클래스의 추가/변경 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합리적인 성능을 보여준다. 4) 정량적인 실험을 통해 CAM 

검출기가 모델의 구조나 CAM 채널 개수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보였다. 

 

주요어 : 객체 검출, 개인화된 객체 검출, 퓨-샷 객체 검출, 동적 클래스 

변경 

학   번 : 2018-2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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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인공신경망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인공지능분야는 단지 실험적인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현재 “AWS 

Rekognition”, “Google cloud vision”, “MS Azure Cognitive service”처럼 

대부분의 글로벌 공룡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신들의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고 이는 기존에 단순히 컴퓨팅 파워만 

제공하던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sS(Platform as a Service)범위를 

벗어나 사용자에게 End-to-end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부담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클라우드나 IoT(Internet of 

Things)와 결합하여 큰 시너지를 만들며 AIaaS(AI as a Service), MLaaS(ML as 

a Service)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며 인공지능 모델 자체를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형태로도 제공하고 있다.  

발전된 인프라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는 

고정된 기능만을 제공하는 정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넘어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동적인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모델의 고정된 기능에 사용자가 

맞추었다면 이제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모델이 변화해야 하는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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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진 것이다. 

컴퓨터 비전 분야 중 하나인 객체 검출(Object detection)분야 역시 

사용자들로부터 개인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들이 요구되고 있다. 

객체 검출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중 무인 점포 시스템의 경우 모든 

점포마다 제각기 다른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새로운 상품의 추가 

등록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품 정보를 수시로 

서비스에 맞추어 변경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카메라 앱이나 AWS 

딥렌즈와 같은 IoT 카메라들은 자동으로 사람이나 주변 물체들을 

인식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기 위해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필두로 사람들은 미리 정해진 보편적인 물체들 

대신에 나만의 소유물이나 내 주변의 물체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개인화된 객체 검출(Personalized Object Detection) 서비스들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R-CNN, YOLO, SSD[1-3]로 대표되는 기존의 객체 검출(Object 

detection) 모델들은 새로운 클래스의 추가/변경 시에 모델의 구조 변경부터 

학습까지 다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클라우드 등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델들은 추가적인 구조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좀 더 자유도가 높은 플랫폼 단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모델의 가용 

레이블을 변경하기 위해선 모델의 구조를 매번 그에 걸맞게 직접 수정해 

주어야만 한다. 전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십 수백만의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수용하는 모델들을 가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 

후자의 경우는 서비스 사용자가 플랫폼 단에서 모델의 학습부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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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까지 직접 처리해 주면 되지만 이러한 과정은 비전문가에게는 꽤나 

벅찬 일이다. 때문에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레벨에서 사용자가 손쉽게 모델의 레이블을 추가/변경할 수 있는 개인화된 

객체 검출 모델이 필요하다. 

최근 적은 양의 데이터로 검출 성능을 내는 문제를 정의한 퓨-샷 

이미지 인식(Few-shot Image Recognition) 모델들이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이면서 객체 검출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싼 노동력을 

줄이고자 퓨-샷 객체 검출기(Few-shot Object Detector) [4, 5]들이 연구 주제로 

떠오르며 합리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다. 퓨-샷 객체 검출은 제한된 적은 

개수의 학습 데이터만 보고 클래스를 검출하는 방법으로서 적은 데이터 

요구와 유연한 시스템 가변성 덕분에 함께 사용하는 모듈들의 변경을 

통해 동적으로 클래스의 변경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개인화된 검출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1) [퓨-샷] 첫째로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레이블을 

추가하기 위해 학습용 이미지를 기존 객체 검출 모델들처럼 수 백~수 천 

장씩 모으고 경계박스의(Bounding box) 좌표를 기록하는 일은 사용자에게 

매우 부담되는 일이다. 때문에 새로운 레이블을 추가할 때에는 최대한 

적은 양의 데이터로 가능해야 한다. 2) [동적 클래스 변경] 일반적으로 

새로운 레이블 추가/변경 시마다 모델에 적용해야 하는 정밀 학습(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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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ing)또한 없어야 한다. 클래스의 변경이 빈번한데 그 때마다 모델이 수 

십분, 수 시간의 학습 시간을 요구한다면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고 

모델의 범용성이나 다른 API와 연동하는 등의 서비스의 확장을 위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클래스의 변경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3) [크로스 도메인 

적용] 개인화된 객체 검출 모델이 얼굴인식(Face recognition)과 같이 어느 

하나의 제한된 데이터셋 도메인에만 특화된 성능을 보이고 다른 

도메인에서 추가된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모델이 개인화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모델은 사용자가 등록하는 다양한 물체들을 검출하기 위해 

다양한 도메인에서 사용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근거로 기존 검출기 모델들 중 위의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을 찾아보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검출기의 역할 

자체가 고정된 클래스 내의 객체를 얼마나 정확히 빠르게 검출해 낼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표 1]에 컴퓨터 비전 분야의 몇 가지 

모델에 대해 앞에서 제시한 개인화된 검출기의 세 가지 요구조건에 관한 

적합성이 정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위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객체 검출 모델이 본인이 알기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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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Model 퓨-샷 
동적 클래스 

변경 

크로스 

도메인 

적용 

Object 
Detection 

Faster R-CNN, YOLO, SSD x x o 

Face 
recognition 

FeacNet, DeepFace o o x 

Metric 
learning 

Siamese Networks, 
Prototypical Networks o o x 

Few-shot 
recognition 

Low-shot Visual 
Recognition by Shrinking 

and Hallucinating 
Features 

o x o 

Dynamic Few-Shot Visual 
Learning without 

Forgetting 
o o o 

Few-shot 
Object 

Detection 

LSTD o x o 

RepMet o x x 

ours o o o 

표 1. 기존 모델들의 개인화된 객체 검출기 가능 요구조건 정리 

 

본 연구의 목표는 실제 여러 도메인에서의 합리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개인화된 객체 검출기 모델을 개발하고 데이터셋의 변화나 모델의 구조 

변경 등에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화된 객체 검출기는 앞서 정의한 세 가지 요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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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샷”, “동적 클래스 변경”, “크로스 도메인 적용”이 만족 되어야 한다.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는 [6]에서 보여준 “이미지넷[7] 

분류 데이터의 텍스처 편향” 특성을 이용해 입력 이미지를 국소 

부분들만을 참조하여 CAM(Class Activation Map)으로 변환하고 오로지 

CAM만을 이용해 객체 검출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 1]은 PASCAL VOC 

데이터로 만든 클래스별 CAM의 예시이다. 입력 이미지가 고양이 

이미지이므로 다른 클래스의 CAM보다 고양이 클래스에서의 CAM이 높게 

활성화(Activation) 되어있고 활성화된 부분을 활용하여 고양이의 경계상자 

위치 정보도 예측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CAM을 입력으로 받는 객체 

검출기를 후보 클래스의 개수에 자유로운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Self-

Attention을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그림 1. PASCAL VOC 데이터로 만든 CAM예시 

  

모델의 검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벤치마크 데이터와 

자체적으로 수집한 화장품 데이터셋에 검출기를 훈련하여 정량적인 

성능을 분석하였고 CAM의 채널 수를 변경해 가며 성능의 변화를 보았다. 

PASCAL VOC2012 (trainval - 11클래스)을 이용해 학습된 검출기는 자체 

구축한 화장품 검증 데이터셋에 대해 5샷(Shot)-10웨이(Way) 0.46mAP, 5샷-

21웨이 0.45mAP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고 같은 도메인의 화장품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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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에 학습한 경우는 10샷-10웨이 기준 약 0.72mAP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수집한 “꽃”, 

“편의점 상품”, “과일” 등의 도메인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학습 

없이 모델이 잘 작동함을 Case study를 통해 보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기여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1. "이미지넷 데이터 학습 모델이 텍스처에 편향된 성질"을 

이용해 CAM을 만들었고 이것을 이용해 Classification과 

Localization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였다 

2. CAM과 Self-Attention을 이용해 크로스 도메인에서 클래스의 

개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검출기 모델의 

구조를 제시했다 

3. CAM 검출기는 새로운 클래스의 추가/변경 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합리적인 성능을 

보여준다 

4. 정량적인 실험을 통해 CAM 객체 검출기가 모델의 구조나 

CAM 채널 개수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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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제 1 절 객체 검출 

 

객체 검출(Object detection)분야는 인공신경망의 부상 이전부터 컴퓨터 

비전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지만 다른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딥러닝의 발전과 함께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딥러닝 이후 

검출 모델의 계보는 크게 R-CNN, YOLO, SSD[1-3]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중 R-CNN계열은 관심영역(ROI: Region of Interest)들을 미리 추출하여 

Backbone에 적용하는 2-stage의 모델이고 YOLO와 SSD는 따로 관심영역의 

추출 없이 모든 과정을 한번에 처리하는 1-stage의 모델들이다.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는 1-stage의 모델이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벤치마크 

평가 정확도는 얼추 비슷하여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객체 검출 모델들은 

자신들의 연구 특성에 맞게 위의 세 가지 구조를 발전시킨 모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계열 1-stage 2-stage 

모델 YOLO, SSD R-CNN 

관심영역(RoI)추출 분류와 동시에 처리 ROI 추출 후 분류 

속도 빠름 느림 

모듈화 어렵다 쉽다 

표 2. 1-stage와 2-stage 객체 검출 시스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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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stage 객체 검출 모델 시스템의 간단 모식도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속도보다는 처음 보는 클래스를 동적으로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YOLO와 SSD의 경우 빠르지만 

네트워크의 구조 자체에 클래스의 개수가 반영되어 함께 훈련이 되기 

때문에 동적으로 클래스를 변경하기가 어렵다. 반면 2-stage의 R-

CNN계열의 경우 영역 제안 방법(Region proposal method)과 Localization 

모듈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화된 객체 검출기를 만들 기 위해 두 

작업을 분리하여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해결할 수 있다. 

객체 검출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객체의 관심영역들을 제안하기 위해 

하나의 이미지당 수천 개의 관심영역들의 특징맵(Featuremap)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을 최적화 하기 위해 전체 이미지의 특징맵을 한번만 만들어 

두고 관심영역들의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체 특징맵에서 잘라와 

배치(batch) 처리를 위해 N x N 형태로 맞추어 Pooling하여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검출기 모델이 시간을 절약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FCN(Fully Convolutional Network)[8]의 경우 처음 입력된 이미지와 

네트워크 중간중간 생성되는 특징맵들의 좌표정보가 보존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Fast R-

CNN[9]에서 RoI pooling이라는 기법으로 먼저 사용되었으며 덕분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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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인 R-CNN보다 모델의 수행 시간을 약 1/20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 

[그림 3]에서 RoI pooling방법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RoI pooling(좌) 과 RoI Align 적용 방법 

 

다만 RoI pooling은 특징맵의 공간좌표가 N x N 정수배로 나눠지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이 N x N으로 근사해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세밀한 

작업에서의 Localization 정확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Mask R-CNN[10]에서는 정수배로 떨어지지 않는 좌표도 해당 영역간의 

비율로 가중합하는 방법으로 보완했으며 이를 RoI Align이라고 명명했다. 

RoI Align은 검출기보다 더 세밀한 Localization 정보를 요구하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며 그 유효성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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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CAM을 생성하는데 300x600 크기의 한 이미지당 약 

2만개 이상의 관심 영역들을 생성하고 비교해야 한다. 각 관심 영역 들은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0.25씩 소수점 단위로 Stride하며 생성되고 다시 

모든 클래스에 대해 생성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관심 영역들의 특징맵을 

만들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RoI 

Align기법을 도입해 병렬적으로 관심 영역들의 특징맵을 생성함으로써 

모델의 수행 시간을 매우 많이 줄일 수 있었다. 

 

그림 4. Mask R-CNN에서 사용한 RoI Align 

 

제 2 절 메트릭 학습 

 

메트릭 학습(Metric Learning)은 벡터 공간에서 각 데이터가 임베딩된 

특징 벡터들 간의 거리를 직접 조율하도록 학습되는 방법이다. 이미지 

특징 벡터가 이루는 벡터공간 내에서 비슷한 이미지 벡터들의 거리는 

좁히고 서로 다른 이미지와의 거리는 넓히는 식으로 학습이 이뤄지는 

것이다. 메트릭 학습의 경우 손실함수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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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클래스이면서 유사도가 높은, 헷갈리는 샘플(Hard sample)을 

뽑아내는 배치 선정 방법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를 연구 주제로 

삼아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Siamese Networks[11]는 앞의 정의와 

같은 매우 직관적인 Contrastive Loss을 사용해 학습을 진행하고, Prototypical 

Networks[12]는 각 클래스간의 평균과 쿼리 벡터간의 Softmax를 이용해 

Class posterior값 p(c|x)를 구한 뒤 여타 분류 모델처럼 Negative log 

likelihood를 손실함수로 삼는다. 이뿐만 아니라 Relation Networks[13], 

Matching Networks[14], Multi-Similarity Loss[15]들처럼 다양한 독창적인 

배치 선정 기법을 도입해 연구한 모델들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그 중 

[15]는 학습 배치의 선정 시에 이미지쌍 간의 유사도와 더불어 주변 다른 

이미지들이 같은 것들은 가까이 있는지 다른 것들은 멀리 있는 지의 

정보로 가중치를 주어 활용한다. 현재 [15]는 메트릭 학습분야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Multi-Similarity Loss의 주변 벡터간 가중치 적용 방법 

 



 

 13 

기존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이용한 분류 모델의 경우는 클래스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개수가 늘어나면 모델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메트릭 학습의 경우 쿼리(Query) 이미지의 특징 벡터와 클래스의 대표 

벡터간의 유사도 비교를 통해 Class posterior를 직접 정의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변경할 때에도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특징 덕분에 메트릭 학습은 

클래스의 추가/변경이 빈번한 이미지 검색[16] 분야나 상품 매칭 분야. 

얼굴인식 분야[17, 18]등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림 6. 메트릭 학습을 이용한 자동차 이미지 분류 

 

메트릭 학습을 이용해 클래스 분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첫번째는 클래스의 대표 벡터를 정해 쿼리 이미지의 특징 벡터와 

유사도가 가장 높은 곳에 예측 클래스를 할당하는 방법이 있다. 클래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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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벡터는 간단히 클래스에 해당하는 샘플 이미지들의 특징 벡터의 

평균값이나 Kmeans 군집의 Centroid를 이용할 수 있고 벡터들 간의 

유사도로는 L2 거리나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할 수 있다. 혹은 벡터간 

거리에 클래스 샘플들의 공분산까지 반영하고 싶을 경우엔 Mahalanobis 

거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19, 20]에서는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코사인 

유사도를 적용해 연구를 진행해 좋은 결과를 내었다.  

 

그림 7. L2 거리 사용한 경우 (좌), Mahalanobis 거리를 사용한 경우(우) 의 

벡터간 거리 비교 

 

좀 더 정밀하게는 클래스의 확률분포를 직접 정의하여 쿼리 벡터의 

해당 클래스 확률분포의 확률밀도값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간단히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해 단일 모드의 클래스 분포를 가정하기도 하지만 

RepMet[4]에서는 GMM을 이용해 각 클래스의 모드를 5개로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비모수적인 방법으론 k-NN방법이 있다. 보편적으로 이미지 분야에서 

사용되는 Shufflenet[21], Mobilenet[22], Resnet[23], Densenet[24] 등의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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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bone 네트워크의 마지막 임베딩 차원이 주로 1000-2000정도의 

고차원이기 때문에 k-NN방법이 벡터간 거리 비교 기반의 방법보다 더욱 

잘 작동한다. 이 방법은 모수적 방법에서 클래스의 평균값이나 Centroid를 

이용했을 때 개별 데이터 포인트의 특징이 제거되는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쿼리 이미지마다 클래스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와의 유사도가 계산되어야 하고 다시 그것들을 정렬해야 하므로 

계산비용이 모수적 방법에 비해 많아지고 컴퓨팅 메모리를 많이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클래스와  많아지는 실제 모델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수행 시간을 고려하여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의 평균 벡터를 클래스 대표값으로 정의하고 쿼리 이미지의 특징 

벡터와의 코사인 유사도를 적용해 CAM의 활성 지수로 사용하였다. 

파일럿 실험에선 Multi-Similarity Loss를 이용해 메트릭 학습을 적용했으나 

크로스 도메인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구 종단에는 메트릭 학습을 

제거하고 이미지넷에 학습된 CNN 백본의 Fully Connected 레이어 직전 

값을 이미지의 특징 벡터로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5장에서 

다룬다. 

 

제 3 절 퓨-샷 객체 검출 

 

퓨-샷 객체 검출(Few-shot object detection)은 적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객체 검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 분야이다. 객체 검출 분야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마다 레이블뿐만 아니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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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영역의 마스크 좌표와 세부적인 부가 정보들을 일일이 기록해줘야 

한다. 때문에 연구자가 직접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연구자들 사이에선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객체 

검출 모델을 잘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LSTD[5]는 SSD[3]와 R-CNN[1]을 결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대규모 

검출 데이터셋에 사전 학습 후 다른 도메인의 퓨-샷 데이터에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데이터 

클래스의 변경 시마다 새로운 클래스의 데이터에 추가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모델 구조의 변경이 동반되므로 본 연구에서 요구하는 동적인 

클래스의 추가가 자유롭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RepMet[4]은 메트릭 학습을 사용해 클래스의 추가 변경을 모델의 

구조 변경 없이도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해결했다. 또한 관심영역 제안 

단계부터 Localization단계까지 종단간(end-to-end) 동시 학습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높였다. 그러나 [4]의 한계는 Faster R-CNN[25]의 RPN(Region 

proposal network)과 메트릭 학습을 사용함으로써 모델이 훈련 데이터셋에 

적합되어 훈련에 사용된 도메인과 다른 종류의 데이터셋이 들어온다면 

검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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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약한 지도학습 기반의 객체 검출 

 

약한 지도학습 기반의 객체 검출(Weakly Supervised Object Detection)은 

오로지 분류 데이터만으로 훈련한 분류 모델을 이용하여 이미지 

Localization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26]에서는 GAP(Global 

Average Pooling)을 이용해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의 가중치 값들이 각 

특징맵이 분류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냄을 수학적으로 보였다. 훈련된 

가중치와 입력 이미지를 이용해 CAM(Class Activation Map)을 생성하게 

되는데 CAM은 마치 어텐션 메커니즘처럼 해당 픽셀들이 이미지 분류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고 이를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에 

CAM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그림 8. 정답에 관여한 픽셀들의 CAM; 이미지에서 픽셀들이 해당 클래스로의 

분류에 기여한 만큼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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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에서는 CAM 활성 지수의 상위 20% 값들 중 가장 큰 덩어리를 

해당 클래스의 경계상자(Bounding Box)로 지정했지만 이 방법으로는 

개인화된 검출기의 Localization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첫째로 

약한 지도학습 기반의 객체 검출 은 클래스가 변경될 때마다 학습이 

필요한 모델이므로 동적으로 클래스의 추가 변경이 불가능하다. 둘째로 

개인화된 모델에서 생성되는 CAM을 앞의 Localization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CAM이 생각보다 규칙적이지 않고 여러 덩어리로 나뉘기도 

한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 대신에 여러 클래스의 CAM을 

입력으로 받아 정답 예측 클래스와 경계상자를 출력하는 CNN 과 Self-

Attention 메커니즘을 조합한 검출기를 제작해 사용했다. 

 

제 5 절 이미지넷 분류 데이터의 텍스처 편향 

 

[6]에선 그동안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온 

이미지넷 분류 데이터로 학습한 CNN 모델들이 이미지의 전체적인 

윤곽선(shape)보다 국소적인 정보인 텍스처(texture)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림 9]는 [6]에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고양이 이미지의 

윤곽선에 코끼리의 텍스처를 입혔더니 CNN 모델들이 합성된 이미지를 

코끼리로 판단했다는 예시이며 추가적으로 CNN 필터의 수용 

범위(Receptive field)를 9x9로 제한해도 70%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선 이러한 현상을 "이미지넷 분류 데이터의 텍스처 

편향"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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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고양이 이미지에 코끼리 텍스처를 style transfer하여 분류한 결과 

 

파일럿 실험에선 이미지 전체의 특징 벡터들을 직접 사용해 이미지간 

유사도를 계산했는데 이 경우 [그림 10]처럼 여러가지 관심 영역 중 객체 

전체가 포함된 부분의 검출 지수보다 객체의 일부분만으로 이루어진 관심 

영역(RoI)의 검출 지수가 더욱 높은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텍스처가 뚜렷해 국소 이미지가 객체의 정보를 많이 

포함하는 “비행기”, “버스”, “자동차”등의 기계장치 도메인의 클래스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시행착오와 [6]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선 글로벌 정보보다는 텍스처나 엣지(Edge)정보를 주로 갖도록 

이미지의 국소 영역의 정보만을 이용해 CAM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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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RoI 전체를 사용해 한번에 이미지의 특징 벡터를 만들어 검출기를 

만든 경우; 이미지의 일부만 보고도 검출영역으로 잡아내는 부분이 매우 많다. 

정답영역(녹색), 예측영역(노랑), 예측+bounding box regression(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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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개인화된 검출기 모델 
 

 

퓨-샷 모델의 경우 클래스가 바뀔 때마다 매번 모델을 새로 학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퓨-샷 작업이 클래스가 자주 바뀌는 점을 반영하여 

이미지 특징공간 자체를 메트릭 학습과 같은 메타러닝 방법을 이용해 

미리 학습해 두고 이미지 특징 벡터와 클래스 특징 벡터 간의 유사도 

비교를 통해 분류를 수행하기도 한다[4]. 본 연구에서도 동적인 클래스 

변경을 지원해야 하므로 이미지 특징 벡터들 간의 유사도 비교를 통해 

CAM의 활성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벡터간 유사도는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했고 클래스 서포트 이미지들의 평균 벡터값을 클래스의 

대표 특징 벡터 값으로 사용했다. 다만 메트릭 학습을 이용한 추가 학습은 

평가용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와 다른 도메인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넷에 학습된 백본 모델의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의 값을 그대로 이미지의 특징 벡터로 사용했다. 이 내용은 뒤의 

논의 부분에서 좀더 상세히 다룬다. 

크로스 도메인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미지내 객체의 

색이나 질감 등 클래스의 고유 정보를 최대한 버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객체 검출기에 최소한의 정보만을 

입력으로 넣기 위해 본 연구에선 이미지를 클래스별 CAM(Class Activation 

Map)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CAM은 이미지의 클래스가 

“고양이”든지 “자동차”든지 관계없이 이미지 내의 동일한 위치에 해당 



 

 22 

객체가 있다면 그 부분의 활성 지수가 높은 값을 갖는 비슷한 형태의 

CAM을 갖게 되므로 클래스에 관련된 정보들이 최대한 사라지게 된다. 

객체 검출기 모델이 이렇게 CAM을 입력 받아 출력해 내는 것은 객체별 

클래스 분류 확률과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객체의 경계박스의 좌표이다.  

클래스가 추가/변경될 때마다 데이터에 대해 추가 학습 없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범용적인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너릭(Generic) 

검출기 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제너릭 모델은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 잘 

적용되어야 하고 모델의 구조 자체도 클래스의 개수에 대해 독립적이어야 

한다. 객체 검출기가 이미지 대신 CAM을 입력으로 사용한다면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이미 잘 해결되던 문제 해결 방식에 CAM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므로 전자의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기존 대부분의 객체 검출기의 경우 모델의 구조에 클래스의 

개수가 반영이 되어있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모델의 마지막 출력값의 

차원이 클래스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레이어의 차원도 해당 

클래스의 개수가 되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선 

Self-Attention의 구조적 유연함을 이용했다. 자연어처리 분야에서는 

문장마다 입력 길이가 다르지만 [27, 28]등의 연구에선 Self-Attention을 

활용하여 서로 간의 정보를 참조할 수 있어서 가변적인 입력 길이에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선 Self-Attention의 시퀀스 

차원에 클래스 정보를 매칭해서 클래스의 개수에 자유로운 검출기 모델을 

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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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모델의 구조 

 

모델은 크게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CAM을 생성하는 단계와 생성된 

CAM을 받아서 클래스별 예측 확률과 경계상자의 좌표를 출력하는 객체 

검출 단계 두가지로 이루어진다. 다음은 개인화된 객체 검출기의 절차를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1.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CAM을 만든다 

A. CAM은 참조하는 주변영역의 크기(앵커)를 달리하여 

6가지 채널로 만든다 

B. CAM은 모든 클래스별로 만든다 

C. 최종적으로 [ 채널 수 x 클래스 수 ] 만큼의 CAM이 

생성된다 

2. 생성된 CAM들을 한꺼번에 검출기에 입력한다 

3. 가장 예측 확률이 높은 클래스를 고르고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경계상자를 이용해 박스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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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개인화된 객체 검출기 모델의 프로시저 요약 모식도 

 

제 2 절 모델 상세 및 학습 절차 

 

2.1 활성 지수 

 

CAM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CAM에 사용될 활성 지수(Activation 

Score)를 정의하여야 한다. 정의할 활성 지수의 후보는 두 이미지 특징 

벡터들을 받아 스칼라 값을 출력하는 함수나 모델들이 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선 따로 개별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코사인 유사도를 활성 지수로 

사용했다. L2 거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미지의 

특징맵들이 배치 정규화(Batch Normalization)레이어들에 의해 이미 

정규화되어 있어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할 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실험적으로 코사인 유사도의 성능이 조금 더 좋았다.  

유사도가 정의된 이후엔 H x W 형태의 2랭크(Rank)의 이미지 행렬을 

N차원의 특징 벡터로 만들어야 한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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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을 쭉 펼쳐서 1랭크 벡터로 만들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경우 200x200 크기의 이미지만 입력해도 4만 차원의 

벡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원의 저주나 컴퓨터의 계산량을 생각해볼 때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다. 때문에 이미지의 차원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차원 감소 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활용한 선형적인 차원 감소 기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이미지의 정보를 요약하기엔 너무 

버리는 정보가 많고 부정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비전 분야에서는 이미지를 특징 벡터로 

만들기 위해 주로 CNN을 사용한다. 소규모 데이터셋인 경우 CNN을 

처음부터 데이터셋에 적합하도록 학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데이터셋이 클 

경우 이미지넷 분류 데이터에 미리 훈련된 CNN을 사용하곤 한다. 이런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 방법을 이용하면 대용량의 새로운 데이터셋도 

적은 양의 추가 학습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벡터로 임베딩(Embedding) 하기 위해 사용되는 

CNN모델을 보통 백본(Backbone)이라 부르게 되는데 기존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우승한 VGG[29]나 Resnet[23], Inception[30] 등 성능이 검증된 

다양한 백본 모델들이 존재한다. 나아가 모바일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가볍게 모델의 사이즈를 줄인 Mobilenet[22], Shufflenet[21], Squeezenet[31] 

등도 존재하므로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추어 적당한 백본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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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Resnet50의 세부 구조 

 

본 연구에선 이미지넷에 기훈련된 Resnet50모델을 백본으로 사용했고 

[표 3]에서 Resnet의 여러 종류의 구조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Resnet50의 마지막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직전의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만들어진 특징 벡터를 클래스 확률로 매핑하는 회귀함수(Regression) 

역할을 하므로 마지막 Fully connected 레이어 직전의 컨볼루션 모듈인 

conv5의 출력값을 특징 벡터로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2048 x H/32 x W/32 

형태의 3랭크 텐서가 생성되는데 이를 W, H 차원에 대해 GAP(Global 

Average Pooling)하면 2048 차원의 특징 벡터를 얻을 수 있다. 이 벡터값은 

보편적인 이미지넷 분류 데이터에 훈련된 모델에서 출력된 값이므로 입력 

이미지의 정보를 잘 압축했다고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미지넷 데이터에 훈련된 백본이 모든 이미지 범위를 

학습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비약적인 표현이기에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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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모델의 보편적인 특성을 보정해 주기 위해 이미지의 

스케일에 좀더 강건하다고 알려져 있는 FPN(Feature Pyramid 

Network)[32]방법도 백본으로 사용해 보았지만 오히려 이미지들의 특징 

벡터가 기존 이미지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더욱 부정확하게 임베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CAM 생성기 

 

 

그림 12. CAM생성기의 프로시저 모식도 

 

본 논문에선 앞서 정의한 CAM 활성 지수를 이용해 이미지를 

CAM으로 치환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모듈을 CAM 생성기라고 부르고 

있다. CAM의 한 픽셀에 해당하는 활성 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N x M 앵커를 사용하여 해당 픽셀 주변의 

관심 영역(ROI)를 잘라와서 Resnet50에 적용해 이미지 특징 벡터를 

만들어야 한다. 이 ROI의 특징 벡터와 클래스 벡터를 이용해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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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클래스 벡터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서포트 

이미지들을 각각 Resnet50을 이용해 구한 특징 벡터들의 평균값으로 

계산이 된다. [그림 12]는 CAM을 생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하나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CAM이 생성되면 이 과정을 등록된 모든 

후보 클래스들에 수행하고 여러가지 형태의 앵커를 활용해 최종적인 

CAM들을 생성하게 된다. 다양한 범위와 형태의 주변 영역을 참조하기 

위해 6가지 종류 {1x1, 1x2, 2x1, 3x3, 3x6, 6x3}의 앵커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완성된 CAM들은 [클래스의 수 x 앵커의 수(6개)] 만큼의 가짓수가 된다. 

Resnet50 백본을 통과한 특징맵은 크기가 너비, 높이 모두 1/32로 축소되어 

한 픽셀마다 활성 지수를 계산한다면 상당히 해상도가 낮은 CAM이 

생성되게 된다. 예컨대 224x224 크기의 이미지를 입력하면 출력되는 

특징맵과 CAM은 7x7의 크기가 된다. 때문에 CAM의 해상도를 높이고자 

특징맵에서 0.25픽셀씩 앵커들을 stride하여 특징맵보다 W, H가 4배로 커진 

CAM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최종으로 만들어진 CAM은 배치 사용을 위해 

224x224 크기로 upscaling하므로 최종적으로 하나의 이미지에서 

만들어지는 CAM은 [클래스의 수 x 앵커의 수(6개)  x  224  x  224] 

형태의 4랭크 텐서가 된다.  

이 방법대로면 한 번에 많은 양의 CAM을 생성하기에는 모델의 연산 

수행 시간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 하나의 CAM을 생성하기 위해 

300x600크기의 이미지 기준 약 2만개의 ROI를 이용해 각각 활성 지수를 

계산해야 하는데 다행히도 이 과정에서 RoI Align[10]을 통해 수행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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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다. 수 만번의 순차적인 CNN계산 대신 전체 이미지를 한번 

CNN 모델에 적용하고 생성된 특징맵에서 관심 영역을 잘라온다면 GPU의 

빠른 병렬처리를 활용해 수행 시간을 매우 줄일 수 있다.  

생성된 CAM은 이미지에 등장한 물체의 색깔이나 질감, 밝기 등 

세세한 정보를 잃고 오로지 CAM 활성 지수 정보만 남게 되지만 원본 

이미지의 위치좌표 정보는 보존된다. 예를 들면 같은 위치에 “토마토”와 

“수박”이 존재하는 이미지를 각각의 정답 클래스에 해당하는 CAM으로 

변환하면 이미지 내에서 같은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서로 구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덕분에 CAM은 클래스에 독립적이게 사용할 수 있으며 

CAM만을 이용해 물체의 종류와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객체 검출기에 

입력해서 해당 물체의 클래스와 경계상자의 예측값을 얻을 수 있다. 

2.3 CAM 객체 검출기 

 

 

그림 13. CAM 객체 검출기의 프로시저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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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Layer Input ID Detail Shape 

1 Input CAM   B x Cls x Ch x 224 x 224 (5D) 

2 Reshape 1  B*Cls x Ch x 224 x 224 (4D) 

3 Original conv x4 2 

3x3 kernel, 

batchnorm, relu, 

2x2 max-pooling, 

[32, 64, 128, 256] 

channels 

B*Cls x 256 x 28 x 28 

4 
Global Average 

Pooling 
3  B*Cls x 256 

5 Dilated conv x4 2 

3x3 kernel, d=2, 

batchnorm, relu, 

2x2 max-pooling, 

[32, 64, 128, 256] 

channels 

B*Cls x 256 x 28 x 28 

6 
Global Average 

Pooling 
5  B*Cls x 256 

7 Concatenate 4, 6  B*Cls x 512 (2D) 

8 Reshape 7  Cls x B x 512 (3D) 

9 
Mutli-Head 

Attention 
8 8 heads Cls x B x 512 

10 Sum 7, 9 axis-wise sum Cls x B x 512 

11 Reshape 10  B*Cls x 512 (2D) 

12 Fully Connected x3 11 

[128, 32, 5] 

hidden size,  

relu 

B*Cls x 5 

13 Reshape 12 
p(c|x) = σ(logit) 

bbox = (cx,cy,w,h) 
B x Cls x (1+4) (3D) 

표 4. CAM 객체 검출기 단계별 데이터 텐서의 세부 모양 

 

CAM 객체 검출기는 앞에서 만든 4랭크 텐서인 CAM들을 입력으로 

받고 모든 클래스별 확률 p(c|x)와 그에 해당하는 경계상자의 위치정보를 

출력한다. 그 중 가장 확률이 높은 클래스와 그에 해당하는 경계상자의 

값이 최종 객체 검출 예측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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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 모델은 컨볼루션 레이어와 Self-Attention 레이어 그리고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세한 구조는 [그림 13]과 [표 4] 에 

기록되어 있다. 입력으로 받는 CAM역시 이미지이기에 모델의 맨 

앞단에서는 두 종류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4번씩 거치며 CAM을 각각 

벡터화 하는데 일반적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CAM의 국소적인 관계 

정보를 보고 좀더 넓은 영역의 수용영역(Receptive field)을 갖는 Dilated 

컨볼루션[33]에서는 광역적인 관계 정보를 보게 된다. 두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며 출력된 벡터들은 Concatenate되고 8개의 Head들로 

이루어진 Multi-Head Attention 레이어에 입력되어 클래스들 간에 상호 

참조되어진 출력 벡터와 더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클래스의 수 x 5(1+4)]형태의 

행렬로 출력된다. 마지막 행렬의 차원이 5인 것은 1개의 클래스 확률 

p(c|x)와 4개의 경계박스 좌표(cx, cy, w, h)가 동시에 출력되기 때문이다. 

학습 과정에선  모든 클래스의 출력을 사용하지만 추론 과정에선 가장 큰 

p(c|x)를 예측 클래스로 두고 그에 해당하는 경계상자를 예측 좌표로 

출력한다. 

검출기 모델은 훈련이 필요한 학습 모델이지만 앞서 사용한 

이미지넷에 학습시켜 둔 백본 모델들처럼 대용량의 보편적인 데이터셋에 

한번 훈련하면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셋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너릭 

모델을 표방하고 있다. 다음은 검출기의 학습에 사용한 손실함수의 정의와 

상세한 훈련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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𝑳𝒐𝒔𝒔(𝒑, 𝒄𝒙, 𝒄𝒚, 𝒉, 𝒘, 𝒄𝒙′, 𝒄𝒚′, 𝒉′, 𝒘′) = 𝑩𝑪𝑬(𝒑) + 𝑳𝒐𝒔𝒔𝒄𝒐𝒐𝒓𝒅 

       = 𝑩𝑪𝑬(𝒑) + ∑ 𝟙𝐢(𝝀𝒙𝒚 ∗ 𝑳𝒐𝒔𝒔𝒙𝒚𝒊
+ 𝝀𝒘𝒉 ∗ 𝑳𝒐𝒔𝒔𝒘𝒉𝒊

)

𝑪

𝒊

 

𝟙𝑖 = 𝑖𝑛𝑑𝑖𝑐𝑎𝑡𝑜𝑟 𝑓𝑢𝑛𝑐𝑡𝑖𝑜𝑛 (𝐼𝐹𝐹 𝑖 = 𝑐𝑜𝑟𝑟𝑒𝑐𝑡 𝑐𝑙𝑎𝑠𝑠) 

𝐿𝑜𝑠𝑠𝑥𝑦 = (𝑐𝑥 − 𝑐𝑥′)2 + (𝑐𝑦 − 𝑐𝑦′)2 

𝐿𝑜𝑠𝑠𝑤ℎ = (𝑤 − 𝑤′)2 + (ℎ − ℎ′)2 

𝜆𝑥𝑦 = 500, 𝜆𝑤ℎ = 100 

𝑐𝑜𝑜𝑟𝑑𝑔𝑡 = (𝑐𝑥, 𝑐𝑦, ℎ, 𝑤), 0~1 𝑛𝑜𝑟𝑚𝑎𝑙𝑖𝑧𝑒𝑑 𝑌𝑂𝐿𝑂 𝑠𝑡𝑦𝑙𝑒 

𝑐𝑜𝑜𝑟𝑑𝑝𝑟𝑒𝑑 = (𝑐𝑥′, 𝑐𝑦′, ℎ′, 𝑤′) 

 

전체 손실함수는 분류 정확도를 담당하는 BCE(Binary Cross-entropy) 

Loss와 경계상자의 Localization을 담당하는 Coordinates Loss의 합으로 

구성했다. 객체 검출기는 클래스 독립적으로 훈련하므로 Softmax 대신 

Sigmoid를 사용하는 BCE Loss를 사용했다. Coordinates Loss는 다시 

경계상자의 중심 좌표의 오류를 담당하는 Lossxy와 경계상자의 크기를 

담당하는 Losswh의 가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답 클래스에 해당하는 

것만 손실함수에 포함하였다. Lossxy와 Losswh의 가중치는 이미지 위치의 

중심(cx, cy)을 맞추는 것이 크기(w, h)를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λxy 를 λwh보다 5배 더 크게 설정하였다.

훈련은 CPU i7 4790k, GPU 1080ti에서 진행되었으며 8개씩 미니 배치를 

구성했다. 훈련 과정은 Adam optimizer(β1=0.9, β2=0.999)로 2epoch 동안 검증 

데이터셋의 Loss가 떨어지지 않으면 초기 학습률 0.001에서부터 x0.2씩 

줄이고 이것이 다섯번 반복될 때 학습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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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결과 
 

 

제 1 절 데이터셋 

 

1.1 PASCAL VOC 2012 trainval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기존 검출 

작업에서 벤치마크로 자주 활용되는 PASCAL VOC 2012[34] trainval 

데이터셋에서 클래스의 텍스처가 뚜렷한 11개 클래스 ['aeroplane', 'bicycle', 

'bird', 'car', 'cat', 'cow', 'dog', 'horse', 'motorbike', 'sheep', 'train'] 중 객체의 

경계상자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0.01(0.12) 이상 0.64(0.82)이하인 것 

2427장을 사용했다. 

 

1.2 자체 수집 화장품 데이터셋 

 

개인화된 검출기의 사용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실제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 중 “화장품”을 데이터셋의 도메인으로 설정했다.  

자체적으로 수집한 화장품 데이터셋은 사무실, 창가, 벽, 바닥 등의 

배경에서 다른 기종의 카메라로 다른 시간대에 각 클래스당 6가지 

비디오를 20초가량 촬영한 뒤 10~15 프레임 간격으로 전체 이미지를 

추출해 직접 경계상자를 기록하여 사용했다. [그림 14]는 이렇게 제작한 

화장품 데이터의 예시이다. 로션, 수분크림, 세안제, 파우더, 아이크림, 

향수 등 31가지의 다양한 카테고리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험을 

위해 각각 10종류와 21종류로 데이터셋을 분리했다. [표 5]에서 데이터셋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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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31개 화장품의 정확한 품명을 정리하였다. 

 

그림 14. 자체 수집한 화장품 데이터셋 예시 

  



 

 35 

구분 화장품명(“브랜드”-“상품명”) 개수 

10종 

AHC-AGELESS REAL EYE CREAM FOR FACE 88 

AHC-Aura Secret Toneup Cream 112 

AHC-ONLY FOR MAN LOTION 109 

APIEU-데카소사이드 시카 겔 데이크림 102 

APIEU-스타트업 포어 프라이머 87 

BANILACO-프라임 프라이머 클래식 98 

BELIF-The true cream AQUA BOMB 93 

CLIO-스파클링 라인 프리즘 에어 아이섀도우 116 

FERRAGAMO-INCANTO CHARMS 89 

FERRARI-SCUDERIA BLACK EAU DE TOILETTE SPRAY 95 

21종 

FROMNATURE-에이지 인텐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86 

GENABELLE-LASOR SOOTHING SUNSCREEN 94 

GREEN FINGER-KIDS FACIAL LOTION 92 

HERA-BLACK CUSHION 108 

HOLIKA HOLIKA-GOOD CERA SUPER CERAMIDE MIST 111 

ILLIYOON-세라마이드 아토 수딩 젤 91 

INNISFREE-ALOE REVITAL SOOTHING GEL 106 

INNISFREE-GREEN TEA SEED ESSENC IN LOTION 104 

INNISFREE-JEJU CHERRY BLOSSOM SKIN 107 

INNISFREE-NO SEBUM Mineral Powder 101 

INNISFREE-마이 블러셔 햇살 가득 장미 107 

ISOI-인텐시브 에너자이징크림 102 

MACQUEEN-쥬얼포텐 아이글리터 95 

MISSHA-레이어 블러링 모공커버 프라이머 86 

NEUTROGENA-HAND CREAM 94 

PERIPERA-핑크의순간 컬렉션 잉크 컬러 마스카라 93 

RIRE-BUBLE BUBLE LIP MASK 84 

ROKKISS-카렌듈라 에멀젼 88 

SENKA-PERFECT WHIP 93 

TONYMOLY-피키비키 아트 팝 코렉팅 베이스 97 

VICHY-오 떼르말 미네랄 온천수 미스트 99 

 

표 5. 자체 수집한 화장품 데이터셋 세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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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성능 평가 지표 

 

검출 실험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mAP(mean Average 

Precision)를 사용한다. [그림 15]에서 보여주듯 AP는 Precision-Recall 곡선의 

아랫면적이고 mAP는 모든 클래스의 AP의 평균 값이다. 객체 검출 

작업에서 AP를 계산할 때에는 올바르게 클래스가 분류된 객체의 

경계상자와 정답(Ground truth) 경계상자의 IoU(Intersection of Union)가 

0.5이상인 값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높은 mAP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분류 

정확도와 Localization 정확도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  

 

그림 15. precision-recall 곡선에서의 AP예시 

 

그림 16. IoU(Intersection of Union)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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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샷 태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을 [그림 

17]과 같이 N-웨이(WAY) M-샷(SHOT)구조에 맞추어 구성하게 된다. 

에피소드라고 부르는 퓨-샷 데이터셋 구조에선 클래스의 개수를 

웨이(WAY)라고 표현하고 클래스당 샘플로 주어지는 서포트 이미지의 

개수를 샷(SHOT)으로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퓨-샷을 내세우는 

연구들에서는 보통 10샷 이하로 데이터를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검출기의 성능 평가를 위해 {10, 21}-웨이 {1, 3, 5, 10}-샷으로 

전체적인 실험을 구성했다. 

 

그림 17. N-웨이(WAY) M-샷(SHOT)구조의 퓨-샷 데이터셋 

 

실험은 크게 “데이터셋 도메인 차이에 따른 성능 비교”와 “CAM 채널 

수에 따른 성능 비교”를 확인하는 두 가지 정량적 성능 평가를 진행했고 

추가적으로 정성적인 평가로는 검출기 모델이 크로스 도메인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Case study를 “꽃”, “편의점 상품”, “과일” 세 

가지 도메인의 데이터셋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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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데이터셋 도메인 차이에 따른 성능 비교 
 
 

모델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먼저 검출기의 훈련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셋을 달리 해가며 [표 6]과 같이 3가지 실험을 

구성하였다.  실험 A, B는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이용해 각각 훈련과 

평가를 진행했고 A는 평가 시 10개의 클래스를 B는 21개의 클래스를 

사용했다. 그리고 실험 C의 경우는 실험 A, B에서 사용한 CAM 객체 

검출기가 정말 제너릭한지 확인하기 위해 검출기의 훈련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의 도메인을 같도록 실험해 본 것이다. 

 

실험 훈련 데이터 
평가 데이터 

비고 
종류 way shot 도메인 

A 
PASCAL 

VOC(trainval) 
11 클래스 

화장품(평가용) 

10 클래스 
10 

{1, 3, 
5, 10} 

다름 

클래스 

개수에 

따른 

성능 

차이 

관측 B 
화장품(평가용) 

21 클래스 
21 

C 
화장품(훈련용) 

21 클래스 

화장품(평가용) 

10 클래스 
10 

{1, 3, 
5, 10} 

같음 

높은 

검출 

성능 

표 6. 데이터셋 도메인 차이에 따른 성능 비교를 위한 실험 구성 

 

[표 7]은 실험A, B, C 각각의 mAP를 측정해 정리한 결과이고 오차 

값은 퓨-샷 실험의 경우 서포트 이미지의 선정에 의해 결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조건에서 반복적 30회 반복 실험으로 얻은 95% 신뢰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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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셋에서 훈련한 검출기를 사용하여 

클래스 개수의 차이에 따른 mAP를 보기 위한 실험인 A, B 간에는 크게 

성능이 차이가 나지 않았다. 실험 A의 경우 5샷 기준으로 0.46, 실험 B의 

경우 0.45 정도의 mAP를 보여 주었는데 [35]에 의하면 이 수치는 딥러닝 

도입 초기의 객체 검출기의 성능과 비슷하다. 물론 최신의 학습 모델 객체 

검출기들은 PASCAL VOC(20클래스)의 경우 약 0.8mAP, MS-

COCO(80클래스)의 경우 약 0.6mAP 정도의 성능이 나오지만 본 연구의 

모델은 개인화된 검출기로서 퓨-샷, 동적인 클래스 변경, 크로스 도메인 

적용 등이 가능한 점을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은 수치로 볼 수 있다.  

 

실험 
Shots 

1 3 5 10 

A 
0.333 0.426 0.456 0.452 

±0.012 ±0.010 ±0.006 ±0.009 

B 
0.249 0.389 0.445 0.422 

±0.009 ±0.010 ±0.009 ±0.008 

C 
0.472 0.665 0.696 0.724 

±0.020 ±0.014 ±0.013 ±0.010 

표 7. 데이터셋 도메인 차이에 따른 성능 비교 실험 결과 

 

실험 C는 평가용 데이터와 동일하게 화장품 도메인 데이터셋에서 

훈련시킨 검출기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확실히 실험 A, B보다 높은 

mAP를 기록했으며 10샷 기준으로 약 0.72mAP 이상의 값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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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이상적인 제너릭 CAM 객체 검출기를 목표로 

했지만 훈련 데이터 이미지가 평가 데이터와 클래스가 꼭 같지 않더라도 

이미지의 도메인이 비슷하거나 비율, 스케일 등 비슷한 성격의 정보가 

있다면 CAM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적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이용한다면 CAM 객체 검출기를 정확도가 요구되는 

곳에서는 추가 학습을 적용해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18]은 실험 A, B에서의 검출 결과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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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실험 A, B 검출 결과 예시 – 파랑(Ground truth), 초록(정답 맞춤), 

노랑(IOU 0.5이하 오답), 빨강(분류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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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CAM 채널 수에 따른 성능 비교 
 
 

CAM의 채널의 개수에 따라서 검출기의 성능에 차이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기본적으로 6채널의 경우 활성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주변 영역을 참조하는 앵커를 {1:1, 1:2, 2:1} 세 가지 비율과 {1, 3} 두 가지 

스케일의 조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3채널의 경우는 스케일을 오로지 1 

하나만 사용하고 9채널은 {1, 3, 5} 세 가지 스케일들을 사용했다. 7채널의 

경우 6채널의 CAM에 1채널의 엣지를 추가하여 검출기에 입력했고 엣지 

정보를 통해 최종으로 출력되는 경계상자가 좀더 정확해지길 기대했다. 

이미지를 GRAY 모드로 변환한 뒤 Sobel 필터를 적용하여 만든 엣지의 

예시를 [그림 19]에서 보여주고 있고 [표 8]에 CAM 채널 수에 따른 성능 

비교를 위한 실험 구성을 정리해 두었다. 

 

그림 19. Sobel operator로 만든 Edge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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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앵커 추가 정보 비고 

3ch [1x1, 1x2, 2x1] - 

앞서 실험 A 에서 

사용한 검출기를 

이용해 평가. 

6ch 
[1x1, 1x2, 2x1, 

- 
3x3, 3x6, 6x3] 

7ch 

[1x1, 1x2, 2x1, 

Edge 정보 추가 3x3, 3x6, 6x3, 

Edge] 

9ch 

[1x1, 1x2, 2x1, 

- 3x3, 3x6, 6x3, 

5x5, 5x10, 10x5] 

표 8. CAM 채널 수에 따른 성능 비교를 위한 실험 구성 

 

이번 실험도 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각 

30회씩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표 9]에 실험 결과 수치를 정리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채널 수 가운데 6채널의 경우가 모든 샷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다. 실험 결과를 볼 때 기존 6채널 보다 채널의 수가 

적어진 3채널의 경우 매우 직관적으로 3스케일 앵커들의 정보가 사라져서 

정확도가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5스케일의 채널을 추가한 

경우도 성능이 떨어진 것은 [그림 20]처럼 앵커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주변 이미지를 참조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CAM이 실제 객체보다 넓은 

범위에서 활성화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CAM이 Localiz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조하는 주변 영역이 

작을수록 정확한 객체의 범위를 잡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대로 클래스 

유사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서로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에 있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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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함께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엣지 채널을 추가한 7채널의 경우도 

6채널보다 성능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엣지 정보가 

클래스의 윤곽(shape)정보를 담고 있기에 CAM이 클래스 고유 정보들을 

버리며 크로스 도메인에서 사용 가능한 제너릭한 검출기를 지향했던 것과 

달리 검출기가 훈련 데이터셋의 클래스들에 적합되어 제너릭한 검출기를 

학습하는데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Channels` 
Shots 

1 3 5 10 

3ch 
0.274  0.347  0.353  0.356  

±0.01 ±0.007 ±0.005 ±0.004 

6ch 
0.333  0.426  0.456  0.452  

±0.012 ±0.01 ±0.006 ±0.009 

7ch 
0.302  0.326  0.324  0.336  

±0.012 ±0.007 ±0.004 ±0.007 

9ch 
0.296  0.349  0.355  0.355  

±0.013 ±0.007 ±0.006 ±0.006 

표 9. CAM 채널 수에 따른 성능 비교 결과 

 

그림 20. 앵커 스케일별 생성된 CAM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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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크로스 도메인 데이터셋에 대한 Case study 

 

개인화된 객체 검출기의 요구 조건중의 하나였던 여러가지 크로스 

도메인의 데이터셋에 대해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ase 

study를 진행했다. case study에서는 3절의 실험 A에서 PASCAL VOC 

데이터셋에 훈련한 검출기를 추가적인 학습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이미지들은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꽃”, “편의점 상품”, “과일” 세가지 

도메인에 대해 수집했으며 너무 쉬운 난이도의 이미지를 배제하기 위해 

여러가지 다른 객체들과 함께 있는 이미지를 위주로 선택했다. 세 가지 

case study 전부 5웨이 5샷 평가로 진행했고 각 도메인에서 사용한 

클래스를 [표 10]에 정리했다.  

 

도메인 클래스 

꽃 코스모스, 목화, 튤립, 민들레, 붓꽃 

편의점 상품 
삼각김밥, 카스맥주, 서울우유, 하겐다즈, 

코카콜라 

과일 바나나, 포도, 토마토, 수박, 파인애플 

표 10. Case study에 사용된 도메인별 클래스 상세 

[그림 21]은 각 case study에서 사용된 클래스 서포트 이미지들과 객체 

검출 결과이다. 클래스 분류가 틀린 경우는 경계상자가 빨간 색으로 

나타나 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실제로 검출기 모델이 학습되지 않은 

여러가지 도메인에서도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객체의 경계상자 좌표가 기존 학습모델들에 비하여 오차가 크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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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가 겹쳐 있는 경우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뒤의 논의 단계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룬다. 

 

“꽃”도메인 Case study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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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품”도메인 Case study 결과 

 
 

 
 

 
 

“과일”도메인 Case study 결과 

 
 

  

그림 21. 여러가지 도메인에서의 검출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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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제 1 절 개인화된 객체 검출기의 이점 

 

기존의 객체 검출 문제는 고정된 몇몇 클래스에 한해 모델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주류였고 [2, 3, 25] 등으로 대표되는 딥러닝 

모델들이 성공을 거두었다. 다만 기존의 객체 검출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해 개인화된 검출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번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변경될 때마다 많은 훈련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경계상자의 

위치정보를 일일이 기록하여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훈련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선 개인화된 검출기 모델이 만족해야 할 

세가지 요구 조건을 정의했고 그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CAM 객체 

검출기를 만들었다.  

CAM 객체 검출기가 기존의 퓨-샷 검출기와 다른 점은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 추가적인 학습이 전혀 없어도 실용적인 성능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몇몇 퓨-샷 검출기의 경우 새로운 클래스 추가에 요구되는 

샘플의 개수가 적을지라도 결국은 추가된 샘플 이미지에 대해서는 

경계상자의 위치를 기록하는 과정과 정밀학습(fine-tuning)을 하는 

과정들이 뒤따라야만 했다. 이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입장에서 볼 때 

추가적인 정밀학습 과정과 위치 기록 과정을 없앤다면 개인화된 객체 

검출 서비스를 개발자의 개입없이 완전 자동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용자가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완벽히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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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미리 계산된 

클래스 특징 벡터들만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목적에 맞게 정리된 

클래스 그룹이나 구하기 어려운 특수한 클래스를 공유할 수 있는 웹 

플랫폼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다.  

 

제 2 절 메트릭 학습의 제외 

 

클래스의 추가 변경을 하게 되면 학습모델의 경우 반드시 마지막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차원이 클래스의 수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퓨-샷 학습에서는 잘 학습된 특징 공간에서 각 

데이터 포인트들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를 메트릭 학습이라 하고 

[4]는 위 방법을 이용해 “동물” 도메인 데이터셋에서 퓨-샷 검출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메트릭 학습의 경우 보통은 훈련 데이터에 

특징 공간이 훈련 데이터셋에 적합되어 새로운 도메인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잘 작동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는 메트릭 학습을 활용하는 

모델들이 크로스 도메인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며 이미지넷에 훈련된 특징 벡터 공간에서 

800종류의 화장품에 대해 메트릭 학습을 진행했더니 심지어 같은 화장품 

도메인의 새로운 화장품 데이터에 대해서도 공간이 맞지 않아 그룹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2]는 이미지넷에 기훈련된 

백본에서 생성된 CNN이 만들어내는 특징 벡터 공간과 메트릭 학습 

이후의 특징 벡터 공간에서 각각 T-SNE를 이용해 새로운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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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들의 위치를 시각화 한 것이다. 이처럼 메트릭 학습 자체가 

크로스 도메인뿐만 아니라 같은 화장품 도메인의 데이터셋에도 잘 

학습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연구 중간에 메트릭 학습 사용을 중지하고 

이미지넷에 기훈련된 백본의 특징 벡터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이미지넷에 기훈련된 백본이 처음 보는 클래스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워낙 

좋은 임베딩 성능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부분이었다. 

 

그림 22. 이미지넷 학습 백본의 특징 벡터들(좌)과 800종의 화장품 데이터를 

이용한 메트릭 러닝 후의 특징 벡터들(우)의 T-SNE 시각화 

 

제 3 절 사용된 이미지에 관한 논의 

 

[6]에서는 이미지넷 데이터가 텍스처에 편향되어 있는 특징을 

윤곽선(shape)을 위주로 이미지를 판단하는 사람의 인지능력과 비교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역이용해 

Localization 문제를 해결한 점에 연구의 독창성을 주장한다. CNN 백본이 

이미지를 텍스처 위주로 보거나 한정된 수용영역만으로 물체를 

식별한다는 것은 이미지에서 국소적인 정보만 보고도 어느 정도 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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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데이터셋의 클래스나 도메인 독립적으로 

Localiz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이미지넷 데이터의 성질을 

이용한 것은 본인의 지식으론 처음으로 알고 있다.  

 

그림 23. CAM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예시, 좌(사람) 우(의자) 

 

앞선 실험들에서 활성 지수를 계산할 때 객체의 텍스처가 뚜렷할수록 

CAM이 명확하게 잘 생성되었다. 예를 들면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동물 

종류의 클래스나 기차나 비행기, 자동차 따위의 각진 직선 위주로 

이루어진 기계장치들이 그 예이다. 반대로 클래스를 대표할 수 있는 

텍스처가 없거나 그 다양성이 너무 큰 경우는 CAM이 객체를 구별할 만큼 

잘 생성되지 않았다. “사람”이나 “의자” 등의 클래스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의자의 재질 등에 의해 텍스처가 바뀌게 되므로 이미지의 국소 

정보보다는 전체적인 정보인 윤곽선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된다. [그림 23]은 

CAM이 잘 생성되지 않아 주변과 객체의 구분이 힘든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량적 실험을 위해 구성한 데이터셋 중 PASCAL 

VOC 데이터셋에서는 텍스처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9가지 클래스 

['boat', 'bottle', 'bus', 'chair', 'diningtable', 'person', 'pottedplant', 'sofa', 'tv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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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제외하고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모든 클래스를 사용하여 검출기를 

훈련하는 경우보다 9가지 클래스를 제외한 경우의 검출기가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4장 3절의 실험A의 클래스별 AP를 비교한 [그림 24]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화장품 평가 데이터셋에서도 5번 클래스(APIEU-

스타트업 포어 프라이머)가 모든 샷에서 유난히 AP가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 화장품의 경우 [그림 25]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장품의 

외관이 백색에 뚜렷한 특징이 없고 여러 화장품에 자주 사용되는 튜브형 

제품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4. 실험 A의 클래스별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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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APIEU-스타트업 포어 프라이머 제품 사진 

 

본 연구의 개인화된 검출기를 직접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사용해보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거짓양성(False Positive) 오류였는데 

이 경우는 사용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개인화된 클래스를 여러 

개 추가하는 경우 빈번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비슷한 

배경에서 촬영한 화장품 이미지들을 새로운 클래스의 서포트 이미지로 

추가할 경우 이미지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주변 배경까지도 클래스의 

구성요소로 인식을 하게 된다. 몇 장에 불과한 비슷한 이미지만을 보고는 

서포트 이미지의 배경과 전경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화장품들을 같은 배경에서 추가한다면 

서로 클래스 구분이 매우 어렵게 되고 심지어는 서포트 이미지에서 

배경이 차지하는 영역이 많을 경우 배경만 보고도 화장품으로 검출하는 

거짓 양성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문제는 다양한 소스에서 

이미지를 수집한 벤치마크 데이터에선 나타나지 않았고 오로지 사용자가 

직접 촬영해 등록한 퓨-샷 데이터에서만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는 사용자가 여러가지 배경에서 

서포트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이지만 이 방법은 개인화된 객체 검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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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된다. 때문에 대안으로 [그림 26]과 같이 

서포트 이미지가 배경 영역을 최대한 포함하지 않도록 객체부분을 

수동으로 잘라내어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했더니 거짓양성 오류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배경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그랩컷(GrabCut) 알고리즘이나 딥러닝을 활용한 배경 제거 

기법들도 적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클래스가 보편적인 것일 경우 

웹에서 이미지 검색을 통해 다양한 배경 종류의 이미지를 내려 받아 

클래스에 추가 정보를 주어 거짓 양성 오류를 줄일 수도 있다. 

 

그림 26. 서포트 이미지들을 사후 보정하는 예시 

 

제 4 절 Self-Attention의 역할 

 

하나의 객체 검출기 모델을 후보 클래스의 개수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객체 검출기 구조에선 보통 후보 클래스의 개수가 모델의 

네트워크 구조에 반영이 되므로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자연어처리 

분야에서는 모델에 입력되는 문장의 길이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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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RNN이나 트랜스포머[27, 28] 등의 모델을 

주로 사용하여 입력 문장의 길이 변화를 허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Self-Attention의 시퀀스 차원에 클래스를 

대입함으로서 클래스의 개수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모델을 

설계했다. 

[그림 27]은 자연어 처리 분야의 Self-Attention 적용에 빗대어 본 

개인화된 객체 검출기에서의 Self-Attention 적용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단어의 연속으로 문장이 구성되듯이 개인화된 

검출기에서는 클래스별 CAM의 연속으로 전체 입력값이 구성된다. 즉 

Self-Attention의 시퀀스 차원에 클래스를 매칭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Self-Attention을 사용한 연구는 본인의 지식으로는 아직까지 없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델 구조의 독창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27. 자연어 처리(좌)와 본 연구(우)에서의 Self-Attention 사용 비교 

 

객체 검출기에 등록된 후보 클래스의 개수를 여러가지로 변경해가며 

실험을 하면서 Self-Attention으로 인한 검출기의 재미있는 성질을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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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는데 클래스간의 상호 참조가 모델의 Localization 정확도를 높여 

준다는 점이다. 모델이 추론 과정에서 단순히 클래스의 개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4장의 실험A, B의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복수의 후보 클래스에서 좋은 

효과를 보이던 모델에 오로지 한 가지 후보 클래스만을 입력으로 

넣었더니 오히려 검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8]에서 

후보 클래스의 총 개수를 각각 1, 2, 10으로 변경해가며 “AHC-ONLY FOR 

MAN LOTION” 클래스의 AP를 비교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델이 CAM을 통해 경계상자의 좌표를 계산할 때 한 클래스의 CAM에서 

활성 지수의 절대적인 기준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클래스와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것을 고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28. 후보 클래스 개수 별 “AHC-ONLY FOR MAN LOTION”의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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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연구의 한계 

 

5.1 크로스 도메인 데이터셋 적용의 어려움 

 

기존의 퓨-샷 인식이나 검출 등의 연구에서는 구태여 크로스 

도메인을 내세우지 않았다. [4, 17, 18]처럼 모델이 메트릭 학습 기반이라 

애초에 특징 벡터 공간이 적합되어 크로스 도메인 데이터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5]처럼 다른 도메인의 클래스가 추가 되었을 때 

정밀학습을 통해 모델을 새로운 클래스에 적합시켜 학습을 통해 도메인 

차이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추가 학습을 

사용하지 않았고 제너릭한 객체 검출기를 이용해 크로스 도메인 데이터셋 

문제를 해결하고자 접근하였다. 4장 3절의 실험 결과를 정리한 도표인 

[그림 29]에서 알 수 있듯이 크로스 도메인의 데이터에 훈련한 객체 

검출기도 합리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분명한 점은 같은 도메인의 

데이터에 훈련한 객체 검출기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객체 검출기를 훈련시킬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양의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앞선 실험들에 사용한 11클래스의 

2427장의 PASCAL VOC 데이터셋은 제너릭한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하기에는 검출 성능이 아쉬움이 있다. 때문에 데이터의 크기가 좀 더 

크고 다양한 Imagenet-LOC나 MS-COCO[36]등의 대용량 학습 데이터셋에 

CAM객체 검출기를 적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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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표 7. 데이터셋 도메인 차이에 따른 성능 비교 실험 결과를 시각화한 

차트 

 

5.2 정밀한 경계상자 생성 

 

CAM을 이용해 Localization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기존 

학습 모델들처럼 충분히 정밀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mAP가 

Localization 성능을 반영하는 지표인 만큼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에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 보통의 객체 검출기 모델에서는 정밀한 

경계상자를 만들기 위해 모델의 마지막에서 경계상자의 위치를 

보정해주는 회귀모델(Bounding box regression)을 학습시켜 추론 단계에서 

보정된 경계상자를 이용하면 기존보다 높은 mAP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선 회귀모델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경계상자 

회귀모델이 대부분 학습된 후보 클래스에 적합되는 구조를 가져 클래스를 

동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본 연구의 개인화된 객체 검출기와 맞지 

않았을뿐더러 CAM을 생성할 때 이미 이미지의 정보를 대부분 버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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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미지의 원본 특징맵을 사용하는 방법은 무리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래스에 독립적인 범용적 회귀모델(Universal 

Bounding Box Regression)을 제시하는 [37]의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실제 

모델에 적용 시에 의미있는 성능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5.3 다중 객체 검출 지원 

 

본 논문에선 아쉽지만 이미지당 하나의 객체에 한해서만 Localization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모델을 다중 객체 

검출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기존 검출기들의 구조에 응용해 보았다. 

먼저 1-stage 다중 객체 검출기인 YOLO[2] 시스템을 CAM 객체 검출기에 

응용한 경우는 클래스의 분류까지는 어느 정도 학습이 가능했으나 

Localization의 경우 학습 도중 객체들의 경계상자들이 모두 중앙으로 

수렴해 버리는 Mode Collapse현상이 발생했다. 이미지에 여러 객체가 

존재하는 경우 CAM을 생성했을 때 서로 겹쳐진 같은 클래스의 객체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되어 각각의 객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사람이 판단하기에도 CAM만 보고는 정답 객체들의 경계상자들을 

나누기가 매우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Faster R-CNN[25]과 같은 2-stage 다중 객체 검출기의 구조는 

Selective Search[38]나 Edgeboxes[39]등의 범용적인 지역 제안(Region 

proposal) 알고리즘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객체들의 후보 

관심영역(ROI)들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제안된 ROI에 

병렬적으로 본 연구의 CAM 객체 검출기를 사용한다면 다중 객체 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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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다. [그림 30]에서 제안하는 Edgeboxes와 CAM을 이용한 2-

stage 기반의 개인화된 다중 객체 검출기를 이용해 몇몇 사례를 실제 

적용해보며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30. Edgeboxes를 활용한 2-stage기반의 CAM 다중 객체 검출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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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화 되어가는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에 맞추어 

사용자가 서비스단에서 객체 검출 모델의 클래스를 쉽게 추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화된 객체 검출기를 만들고 그 성능을 여러가지 

데이터셋에 대해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화된 객체 검출기 모델의 

이점과 구조적 특징 그리고 사용자가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인화된 객체 검출기를 만들기 위해 모델이 만족해야 할 요구 조건 

세 가지 1) “퓨-샷”, 2) “동적 클래스 변경”, 3) “크로스 도메인 적용” 등을 

정의했지만 기존 검출기 모델들 중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없었다. 때문에 “이미지넷 분류 데이터의 텍스처 편향”성질을 이용해 

CAM(Class Activation Map)을 만들고 오로지 CAM만을 입력으로 사용해 

객체 검출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셋의 크로스 도메인 적용 문제를 

해결했고 구조적으로는 Self-Attention을 이용해 자유롭게 동적으로 새로운 

클래스의 추가/변경이 가능하도록 모델을 설계했다. 

PASCAL VOC 2012 데이터셋에 훈련시킨 객체 검출기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화장품 평가 데이터셋에서 5샷-10웨이 0.46mAP, 5샷-21웨이 

0.45mAP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고 평가 데이터셋과 동일한 도메인인 

화장품 훈련 데이터셋에 학습한 경우는 10샷-10웨이 기준 약 0.72mAP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웹에서 수집한 “꽃”, 

“편의점 상품”, “과일”등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학습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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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잘 작동함을 Case study를 통해 보였다. 

본 연구의 CAM 객체 검출기는 제너릭(Generic) 모델로 한 번 학습해 

두면 처음 보는 크로스 도메인의 이미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실험의 결과에서 설명하듯 PASCAL VOC데이터보다 더 큰 Imagenet-LOC나 

MS-COCO등의 대용량의 학습 데이터셋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고 좀 더 

정밀한 Localization을 위해 경계상자 회귀모델(Bounding box regression) 

그리고 다중 객체 검출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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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sonalized Few-shot Object 

Detector with Dynamic Class 

Change 
 

Lee Sungwoo 

Program in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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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are diversified, there is a demand 

for a personalized object detection service that can be applied to an 

unmanned store, smart logistics management, and a smartphone 

camera application. However, classic object detection models have 

limitations that they have to proceed all the way from changing 

architecture to training parameters when adding a novel class. Since 

non-expert users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in carrying out these 

complicated procedures, to solve the above problems, a personalized 

object detection model is needed that makes user easily add novel 

classes at the front-end.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personalized object detector model 

that guarantees reasonable performance in various domains and 

analyzed how the model works for changes in datasets or changes in 

the architecture of the model. To do this, we first defined three 

requirements that a personalized object detector should satisfy: 1) 

"few-shot", 2) "dynamic class change", and 3) "cross-domain 

availability" then the object detection method that only inputs 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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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ctivation Map) meet the requirements and CAM is made 

using the “Imagenet dataset trained CNN model biased towards 

texture” property. In addition, the detector model is designed to 

allow the addition of novel classes freely by the Self-Attention 

mechanism. 

The CAM object detector trained on the PASCAL VOC 2012 

dataset showed a performance of about 0.46(mAP) on 5shot-10way 

task and 0.45(mAP) on 5shot-21way task at the cosmetic product 

test dataset collected by myself. In the case of training on the same 

cosmetic product training dataset, the performance was about 

0.72(mAP) on 10shot-10way task. In addition, the model works well 

without fine-tuning on cross-domain datasets such as “flowers”, 

“convenience store products” and “fruits” collected from the 

web. 

Contribu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1) We created CAM 

using “Imagenet dataset trained CNN model biased towards texture” 

property and showed that we can solve classification and localization 

tasks with only CAM as inputs. 2) Using CAM and Self-Attention, 

we proposed the structure of a universally available object detector 

model regardless of the number of classes in the cross-domain 

dataset. 3) The CAM detector shows reasonable performance 

without additional training on new images when adding a novel class. 

4) Through quantitative experiments, it was shown that how the CAM 

detector changes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the model and the 

number of CAM channels. 

  

Keywords : Object Detection, Personalized Object Detection, Few-

shot Object Detection, Dynamic Class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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