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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딥 러닝을 이용한 물체 인식을 통한 다양한 응용 시스템 개발이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냉장고 재고 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냉

장고 내외부로 이동하는 손 안의 상품 인식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율적

인 학습데이터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냉장고 내부의 고정된 카메라 관

점에서 손에 의해 옮겨지는 상품을 인식할 때,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동하는 위치에 따른 상품의 크기, 모양 등의 다양성이 생기며, 상품이 

항상 손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가려짐(Occlusion)이 발생한다. 냉장고 

내부와 외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배경의 다양성 문제도 생긴다. 이러

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수작업으로 학습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소모된다. 하지만, 배경이 제거된 손 이미지를 물

체와 합성한 후, 다양한 배경을 입혀서 상품에 대한 라벨링 데이터를 자

동으로 생성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동력 소모 없이도 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수작업으로 라벨링을 한 소량의 학습데이터의 경우, 

52.03%의 mean Average Precision(mAP)를 보인다. 우리가 제안하

는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데이터를 생성한 후, 수작업으로 라벨링한 소량

의 학습데이터와 합쳐서 학습한 결과, 수작업으로 라벨링하는 노동 없이

도 87.29%의 mAP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손 이미지 없이 합성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5.47%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으며, Z. Zhong et 

al이 제안한 random erasing 기법과 비교하여 7.21%의 성능 증가를 

보여주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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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딥 러닝을 사용한 응용 시스템 개발 및 연구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전 쪽에서는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스마

트 TV’, ‘스마트 watch’ 등의 탄생이 전자제품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으며, 스마트 냉장고 역시도 단순한 식품 저장 기기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IoT의 기술과 접목되어 개발되고 있다. 

Gao et al은 사용자가 냉장고를 열지 않고도 식품의 종류, 수량 및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의 상품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6]. Zhanga et al은 무게 정보를 사용하여 냉장고 안의 상품을 인식하

는 방법을 제안했다[7]. Pachon et al은 패턴 인식에 사용되는 냉장고

용 감지 시스템을 제안했다[8]. Secerovic et al은 딥 러닝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한 상품을 인식하였고, 이를 통해 재

고 품절(Out of Stock) 관리를 한다[9]. 이러한 연구 및 수요에 기인하

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냉장고 재고 관리를 위한 상품 인식률을 향상

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1.1 연구의 배경

스마트 냉장고란, 냉장고 안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음식이 얼마나 보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스마트폰과 연계한 냉장고 조작, 전기료 확인 

등 편리하게 냉장고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IoT와 결합된 가전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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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온도, 습도 조절, 유통기한 관리, 식재료 재고 관리 등을 

스마트폰의 터치 하나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기술적

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스마트 냉장고에 필요한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카

메라에 찍힌 상품을 인식하여 냉장고 내외부로 물체가 이동함과 동시에 

수량을 체크 할 수 있도록 물체 인식을 잘 하는 것이다. 하지만, 냉장고 

재고 관리를 함에 있어 손에 의한 가려짐, 냉장고 내부와 외부의 배경 

차이, 냉장고 내부와 외부의 조명 차이, 학습데이터의 다양성 확보 등의 

요인으로 카메라에 찍힌 물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 Zawbaa et al은 냉장고 상품 중 과일을 타겟으로 하여, 여러 과일

의 종류를 분류하고 식별하기 위한 과일 인식 시스템을 제안했다[10]. 

Nasker et al은 과일의 색상, 모양 등의 다중 특징을 결합하여 분석하

였다[11]. Sa et al은 deep CNN 모델을 사용하여 과일을 추정하고 자

동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2]. 본 연구는 스마트 냉장고의 재고 관

리를 목적으로, 손, 상품과 배경 세 가지를 동시에 합성하여 라벨링에 

필요한 노동력을 줄이고, 상품의 인식률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1] IoT 기술과 접목되어 개발 중인 스마트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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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딥 러닝을 사용한 스마트 냉장고 재고 관리에 있어서, 물체 인식률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물체의 가려짐(occlusion), 배경

의 변화, 학습데이터의 다양성 확보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라벨링 된 학습데이터를 생성하는 자동 라벨

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자동 라벨링 기술들은 객체의 부분적 가려짐(occlusion)을 고

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 냉장고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에, 배경과 물체, 손 세 가지 요소를 합성하여 가려짐(occlusion) 문제

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라벨링 된 학습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하였

다. 또한, 기존의 가려짐(occlusion)을 해결하는 방법들과 비교하여 손

을 합성하는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비교

하였다. 우리의 실험은 52.03%에 불과했던 mAP를 제안한 방법을 통해 

87.29%까지 끌어올려 상당히 높은 mAP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대

량의 학습데이터를 단시간에 생성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시간과 노

동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1.3 논문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선행 연구들에 대해 설명한다. 2장 1절에서는 딥 러닝 모델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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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소개한다. 2장 2절에서는 이미지 합성 방법에 관련된 연구를, 2

장 3절에서는 자동 라벨링 기법, 2장 4절에서는 가려짐(occlusion) 해

결 방법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제안 방법 및 구

현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3장 1절에서는 스마트 냉장고 재고 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의한다. 3장 2절에서는 1절에서 정의한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손 합성 자동 라벨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3장 3

절에서는 합성 과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4장 1절에서는 실험 환경

과 데이터셋 구성, 비교군에 대해 설명한다. 4장 2절에서는 비교군과 제

안 방법을 적용한 실험 결과 및 분석내용을 보여준다. 5장에서는 스마트 

냉장고 재고 관리의 활용성, 효용성에 대한 내용과 제안하는 방법과 결

과에 대해서 정리하고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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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2.1 딥 러닝 모델 관련 연구

객체 인식(object detection)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연구가 아주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1989년에 나온 Y. LeCun et al의 연구를 시작

점으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rok)이 등장하였다[1]. 그리

고, 이 연구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역할은 2012년 ImageNet에서 1

등한 Alexnet이었다[2]. A. Khrizevsky et al은 다른 참가자들을 압도

적인 인식률로 제치고 1등을 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모델은 5개의 컨볼

루션 레이어와 3개의 풀 커넥티드 레이어를 갖고 있다. 그 후, 딥 러닝

과 관련된 많은 논문들이 출판되기 시작했고, 신경망 구조는 점점 복잡

해졌다. 그리고, 신경망 구조는 크게 2-stage방식과 1-stage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2-stage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모델들

은 R-CNN, Fast R-CNN 등이 있다. R. Girshick et al은 이미지에 

대한 region proposal을 생성하고, 이를 네트워크 입력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추출된 feature map을 SVM으로 분류하고, regression을 통해 

bounding box를 생성한다[3]. R. Girshick은 R-CNN의 단점을 보안하

여 더 높은 속도와 정확도를 갖는 Fast R-CNN을 제안했다[4]. 이러

한, regional proposal과 classification이 순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2-stage 방식의 특징이다. 1-stage 방식은 위치를 찾는 localization과 

종류를 분류하는 classification이 동시에 수행되어 위치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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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ing box로 표현되고, object의 종류는 class id로 표시된다. 대표

적인 네트워크로는 YOLO와 SSD 등이 있다. 기존의 R-CNN은 region 

proposal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미지를 여러 장으로 분할했다. J. 

Redmon et al은 분할 없이 한 장의 이미지로 여러장의 이미지를 분석

하는 효과를 내는 YOLO network를 제안했다[5]. YOLO network는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처리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2-stage 방식의 복잡한 구조를 단일 망으로 해결하고 연산량을 줄인 

덕분에, 실시간 처리로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처리에 적합한 

YOLOv3 모델을 스마트 냉장고 재고 관리에 쓰일 network로 선정하였

다.

[그림 2-1] 딥 러닝 네트워크의 mile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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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미지 합성 관련 연구(Image synthesis)

이미지 합성과 관련된 연구는 제일 먼저, game engine이나 3D 

development platform을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13]. GTA-V 

게임 엔진이나, UnrealCV라는 3D development platform을 사용하여 

3차원 그래픽 장면의 라이트 필드 데이터를 취득한 후, 2D image로 변

경하여 학습에 사용하였다[14]. 위의 엔진 및 platform에서는 실제 물

리적인 법칙을 적용하여 모델링 하였기 때문에, 구현에 있어서 상당한 

cost가 소비된다.

이러한 cost를 줄이기 위해 나온 것이 object infusion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 물리적인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single 또는 multiple 

objects를 여러 texture가 들어간 background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15],[16]. 그렇기 때문에, cost는 절약되지만 실제 환경과 유사한 배경

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 개선보다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

세한 modeling 없이도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이미지 합성 방법으로 Learning-based 방식이 있다[17]. 

이 방법은 General Adversarial Network(GAN)을 사용하여 합성 이미

지를 생성한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기존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다른 클

래스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부족한 dataset을 메꿀 

수 있다.

냉장고 상품의 경우는 cancer detection이나 fraud detection과 같이 

dataset표본이 부족하여 늘리는 작업이 아니라 학습데이터의 다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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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해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learning based

방식이 아닌 object infusion방식을 사용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가상의 

object나 background가 아닌 실제 object와 background를 

segmentation 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합성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합성 이미지로 구성된 학습데이터는 실제 이미지로 구성

된 학습데이터보다 낮은 인식률을 보인다. P. S. Rajpura et al의 연구

에서는 소량의 수작업으로 구성된 실제 이미지와 3D rendering을 통한 

다량의 합성 이미지를 합하여 인식률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8]. 이 논문에서는 실제 이미지 400장과 합성 이미지 4000장을 사용

하였을 때, 각각 30% mAP와 24% mAP를 보여주었고, 실제 이미지와 

합성 이미지를 혼합한 hybrid dataset을 사용하였을 때, 42%의 높은 

mAP를 나타내었다. 우리의 연구에서도 소량의 real image와 다량의 

synthetic image를 합친 hybrid dataset을 사용할 것이다.

2.3 자동 라벨링 관련 연구

딥 러닝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모델의 복잡도와 요구되는 데이터

셋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딥 러닝에서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작업

은 상당한 노동력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중요한 작업이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이미지의 라벨을 생성해주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Daniele De Gregorio et al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손수 라벨링을 

하는 것보다 자동라벨링 시스템을 통하여 라벨링 할 경우, 훨씬 많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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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인식률도 15%가 더 올랐다고 주장한

다[19]. 이 연구에서는 로봇과 여러 대의 camera를 사용하여 타겟 물

체에 virtual box를 친 후, 추적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스캔하여 정제 

후에 학습데이터 다량을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Arjun Singh et al의 연구에서는 여러 개의 멀티 카메라와 

turntable, RGB-D카메라 등을 사용해 물체의 3D point clouds 정보를 

확보해 다량의 dataset을 전부 자동으로 빠르게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20].

실제 스마트 냉장고에 적용하려면, 여러 개의 멀티 카메라를 냉장고에 

설치하기는 공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손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의 카메라를 사용할 것이고, 우리는 위의 두 가지 방법에서 필요한 부분

을 섞어서 사용할 것이다. Daniele De Gregorio et al의 연구와 유사하

게 주변 환경을 미리 찍어 저장해둘 것이다[19], 그리고 Arjun Singh 

et al이 연구에서 사용한 turntable로 물체를 촬영한 후[20], mask를 

생성하여 라벨링 정보를 뽑아내어 라벨링 된 이미지를 생성할 것이다.

2.4 가려짐 관련 연구(Occlusion)

딥 러닝에 사용된 학습데이터들은 주로 가려짐(occlusion), blur 등의 

문제가 없는 깨끗한 학습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테스트셋에 가려짐

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인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

문에, 가려짐 현상에 대해 내구성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들이 진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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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olong Wang et al의 연구에서는 structure를 변경하여 robust한 

model을 만들었다[21]. Model에는 Dropout layer에 occlusion mask

를 추가하는 테크닉이 적용되었다. 기존의 model structure는 dropout 

layer에서 random으로 뉴런을 자르지만, 주변의 feature map이 값을 

복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occlusion mask의 추가로 인

해 인접 feature map을 복원하지 못하도록 하여 occlusion 문제를 해

결하였다.

모델을 변경하지 않고 data augmentation으로 occlusion을 해결하는 

방법들도 연구되었다. Random erasing 기법, cutout 기법 등이 있는데, 

학습데이터셋에 occlusion region을 생성하여 robustness를 유지하였다

[22],[23],[24]. Z. Zhong et al의 random erasing 기법[22]과 

Terrance DeVries et al의 cutout기법[24]은 동시에 나온 논문이라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Z. Zhong et al의 

논문에서는 occlusion region의 크기를 변경시키면서 최적의 occlusion 

region을 찾았고[22], Terrance DeVries et al의 논문에서는 

occlusion region의 모양을 사각형, 원형 등으로 바꿔가며 실험하여, 

occlusion region은 모양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24]. 우리의 연구에서는 Z. Zhong et al의 random erasing 기법을 

비교실험으로 사용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image내에서 erasing 

region을 생성하는 IRE(Image Region Erasing)기법과 bounding box

내에서 erasing region을 생성하는 ORE(Object Region Erasing)기법, 

마지막으로 IRE(Image Region Erasing)기법과 ORE(Object Region 

Erasing)기법을 합친 IRE+ORE기법을 제시했다. 각각의 기법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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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baseline을 기준으로 약 1.5%(IRE), 

2%(ORE), 2.5%(IRE+ORE)의 mAP 증가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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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 방법 및 구현

3.1 문제점 정의

스마트 냉장고에서는 딥 러닝을 사용하여 냉장고 내부의 재고가 얼마

만큼 있는지 인식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냉장고 재고 

관리를 함에 있어 아래 5가지의 요인들로 인해 물체 인식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l 손에 의한 가려짐(occlusion) 현상 : occlusion이란 deep learning 

network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물체의 일부분이 가려지는 현상이다. 

스마트 냉장고에서는 손에 의하여 물체의 일부분이 가려지는데, 이로 

인하여 카메라에 찍힌 물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 [그림 3-1]과 [그림 3-2]는 occlusion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occlusion이 발생한 경우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 3-1] 가려짐이

없는 물체

[그림 4-2] 가려짐이

있는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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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D 이미지 속 3D 객체 인식 : 2차원 이미지상으로 3차원 객체를 인

식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실제 물체들은 3차원이기 때문에, 물체

의 단면에 따라서 카메라에 찍힌 이미지의 특징이 다르다. 그렇기에, 

물체의 특징을 추출하는 딥 러닝에서는 하나의 단면만이 학습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그림 3-3]은 이러한 요인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

다.

   

[그림 3-3] 단면에 따른 물체의 모양 변화

l 냉장고 배경의 변화 : 스마트 냉장고 문이 열고 닫힘에 따라서, 배경

이 변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닫힌 상태에서의 냉장고 내부

배경으로만 학습할 경우, 내부 배경에서만 물체 인식을 잘하게 된다. 

이는 문을 연 바깥쪽에서 물체가 냉장고로 들어갈 경우에는 상품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구매자의 냉장고가 위치

할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냉장고 외부 배경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도 

존재한다. [그림 3-4]는 문 여닫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경변화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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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냉장고 외부 배경의 변화로 환경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4] 냉장고의 환경 변화

l 냉장고 내외부 조명의 차이 : 상품의 색은 조명의 영향을 받아서 밝

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 만약, 냉장고 내부조명에서 찍힌 학

습데이터가 많다면, 냉장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어둡

거나 밝은 정도가 달라서 인식을 못 할 확률이 높다. [그림 3-5]는 

냉장고 내외부의 조명 차이에 따른 물체의 색감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3-5] 냉장고 내외부 조명에 따른 물체의 색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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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Human error : 움직이는 상품이 카메라에 찍히면 상품에 blur가 생

긴다. 그리고 수작업으로 라벨링을 할 때, blur가 발생한 부분의 어디

까지를 상품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그렇기

에, 여러 사람이 라벨링을 하는 경우에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

생한다. 또한, 수많은 학습데이터를 라벨링 하면서 정확도가 떨어지

는 현상도 발생한다. [그림 3-6]은 blur에 의한 bounding box에 대

한 human error를 보여준다.

[그림 3-6] Blur에 따른 불명확한 bounding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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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학습데이터의 다양성 : 학습데이터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러 요인들

을 고려하여 상품 라벨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냉장고 내부에 설치

된 카메라에 의해 찍힌 상품은 카메라와의 거리에 따라서 크기, 각

도, 모양 및 위에서 말한 조명, 배경, occlusion 등의 다양한 요인들

에 의하여 바뀐다. 이러한 다양성이 모두 고려된 학습데이터를 구성

해야 인식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라벨링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3.2 제안 방법

딥 러닝을 사용한 냉장고 재고 관리에서는 occlusion, 냉장고 내외부

의 배경 및 조명 차이, 학습데이터의 다양성 확보 등의 문제가 존재한

다.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 라벨링을 통하여 다량의 합성 

이미지를 생성할 것이다. 특히, 냉장고 재고 관리에서 특별하게 존재하

는 손에 의한 가려짐(occlusion)을 해결하기 위하여 hand occlusion을 

반영한 다량의 자동 라벨링 학습데이터 생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Random erasing기법을 사용하면, occlusion에 의한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랜덤으로 occlusion region을 생성하기 때문에 학습데이

터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occlusion pattern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딥 러닝 네트워크는 물체의 색감 또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random

한 color 역시도 occlusion에 의한 color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

제점은 occlusion pattern을 담고 있는 hand occlusion을 사용함으로써 

모두 해결이 된다. [그림 3-7]은 random erasing기법이 적용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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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그림 3-8]은 hand occlusion이 적용된 학습데이터를 보여

준다. 해당 알고리즘은 총 7개의 단계를 거쳐 학습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림 3-9]은 합성 과정의 흐름도를 보여준다.

[그림 3-7] Random erasing을 적용한

synthetic image

[그림 3-8] Hand occlusion을 적용한 synthetic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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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Overall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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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합성 과정(Synthesis process)

자동 라벨링 학습데이터 생성의 첫 번째 단계는 25개의 object에 대

하여 segmentation을 진행하는 것이다. 25개의 object list는 [그림 

3-10]과 같다. 각각의 object들은 turntable 위에 올려진 후, 물체의 

모든 단면을 담을 수 있도록 360도로 돌아가면서 촬영된다. 그리고 

object 없이 배경을 촬영하여, object의 mask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배경으로는 object와 보색 관계인 색지를 사용하였다. 만약, 물체

의 색과 비슷한 색지를 배경으로 사용한다면 물체의 contour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비슷한 색은 뚫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segmentation 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보색인 색

지를 배경으로 사용하였다. Object의 label은 object의 mask를 기반으

로 생성이 된다. [그림 3-11]는 segmentation 된 object를 보여준다.

[그림 3-10] Objec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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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Object segmentation의 예시

두 번째 단계에서는 3개의 hand type에 대하여 segmentation을 진

행한다. 물체를 집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손 모양을 선택하였

으며, up-hand는 물체 윗부분을 잡을 때, middle-hand는 물체 중간, 

down-hand는 물체 밑부분을 떠받들 때 사용되는 모양이다. [그림 

3-12]는 3가지 hand type을 보여준다. Segmentation 과정은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손이 없는 배경만 촬영을 한 후, 물체를 

집는 포즈를 취하며 촬영을 진행한다. 그 후, hand의 mask를 찾아서 

segementation을 진행하고 label을 생성한다. 첫 번째 단계와 차이점이 

있다면, turntable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림 3-13]은 

segmentation 된 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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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실험에 사용된 hand type

[그림 3-13] Hand segmentation의 예시

세 번째 단계에서는 object data에 여러 data augmentation 기법을 

적용한다. object의 scale을 조절하여 카메라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다

양한 크기를 반영하도록 하였고, object의 rotation을 랜덤하게 변경하

여 다양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translation을 적용하여 위치도 랜덤하게 

분포하도록 하였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data augmentation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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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기법들이나, 우리의 연구에서는 histogram 비교를 통하여 

synthetic image의 color를 변경하였다. Object의 segmentation을 위

하여 색지를 보색으로 바꾼 결과, 색지에 의해 반사된 빛이 object에도 

영향을 주어서 흰색 배경일 때와는 색감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real image와 synthetic image의 (R,G,B) histogram

을 비교하여 color shift를 하였다. [그림 3-14],[그림 3-15]는 색 보

정 전과 후의 물체의 color histogram을 보여주며, [그림 3-16]는 위

에서 설명한 data augmentation이 적용된 object를 보여준다.

[그림 3-14] 보정 전 R,G,B histogram [그림 3-15] 보정 후 R,G,B 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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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Data augmentation이 적용된 예시

네 번째 단계는 object와 hand를 matching시키는 과정이다. 단순하

게 이미지가 갖고 있는 bounding box 정보만 가지고 width와 height가 

비슷한 손과 상품을 합성한다면 인식률이 낮아지게 된다. 우리는 실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상품의 크기에 따라 그룹을 나누도록 한

다. Apple, avocado와 같이 한 손에 집히는 작은 상품그룹부터 

mustard, ketchup 등의 큰 그룹까지 총 4가지로 분류를 한다. 그리고, 

그룹별로 matching condition을 다르게 하여, 알맞은 hand를 찾도록 한

다. 네 가지 그룹의 종류와 matching condition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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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모든 Group의 공통 조건 : object의 크기가 전체 이미지의 90%를 

넘지 않는다; (가로길이 비율과 세로길이 비율 모두 0.9 이하)

l Group 1 : apple, avocado, greenapple, tuna

    

 
 

l Group 2 : paprikared, paprikayellow, bananamilk

    

 
 

l Group 3 : pocari, coke, sprite, butterring, vita500, cokebottle, 

shampoo, cass

    

 
 

l Group 4 : mustard, ketchup, kanu, shinramyun, shrimpsnack

    

 
 

즉, 네 번째 단계에서는 object의 label을 토대로 class number, 

width와 height를 입력 받은 후,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hand를 찾는다. 

그 후, 조건을 만족하는 hand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matching된 object와 hand를 합성한다. 

Object와 hand가 합성되면서, 기존의 object label은 hand가 겹쳐진 영

역을 제외한 부분을 bounding box로 변경한다. 또한, 실제 손의 가동범



- 25 -

위를 반영하여, up-hand는 –10~50도 사이의 회전값을 랜덤으로 주었

고, middle-hand와 down-hand는 –30~30도 사이의 회전값을 랜덤으

로 주었다. [그림 3-17]은 object와 hand를 matching 시킨 후, 합성되

기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림 3-17] 손과 물체의 Matching 및 합성 과정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합성하여 하나의 배경에 

overfitting 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3-18]은 합성에 사용된 여러 

배경 중 일부를 보여주며, [그림 3-19]은 여섯 번째 단계에서 최종적으

로 합성되어 나온 synthetic image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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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실험에 사용된 background

[그림 3-19] 합성된 synthetic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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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여섯 번째 단계에서 생성된 다량의 synthetic 

image와 소량의 real image를 합쳐서 최종 학습데이터셋을 생성한다. 

Real image는 class당 약 150장으로 전체 dataset의 2.5%를 차지한

다.(Synthetic image는 class당 약 6000장) [그림 3-20]는 소량의 수

작업으로 라벨링한 이미지 중 하나를 보여준다.

[그림 3-20] 수작업으로 라벨링 된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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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    험

4.1 실험 환경 및 구성

본 논문의 실험을 위하여 Intel@ Core™ i7-8700 CPU @ 

3.2GHz, 32GB RAM, TITAN Xp GPU로 구성된 환경에서 YOLO v3 

기반으로 신경망을 구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총 25개의 

class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3개의 그룹은 

아래와 같으며, 각 그룹에 대한 실험을 한 이후에는, hand type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l Proposed group : 소량의 real image로만 구성된 manual dataset, 

다량의 synthetic image로만 구성된 synthetic dataset, 두 가지를 

합한 hybrid dataset(manual dataset + synthetic dataset)으로 구

성된다. 이 그룹은 synthetic dataset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룹이다. [그림 4-1]은 manual dataset을, [그림 

4-2]는 synthetic dataset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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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Manual dataset의 예시

[그림 4-2] Synthetic dataset의 예시

l Non-occluded group : Occlusion에 의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비

교하기 위한 그룹이다. Hand occlusion을 빼고 합성을 진행하였으

며,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basic을 기본으로 translation, rotation, 

cropping 세 가지의 simple transformation을 적용하여 손 합성 없

이 어디까지 성능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룹이다. [그림 

4-3]은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basic dataset을 보여주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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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는 translation을 적용한 dataset, [그림 4-5]는 translation과 

rotation을 적용한 dataset, [그림 4-6]은 translation, rotation, 

cropping을 모두 적용한 dataset을 보여준다.

[그림 4-3] Basic dataset

[그림 4-4] Translation 적용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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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Translation, Rotation 적용 dataset

[그림 4-6] Translation, Rotation, Cropping 적용

dataset

l Occluded group : 기존의 occlusion 기법(random erasing)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

기 위한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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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실험군은 모두 40000 iterations까지 학습되었다. 그 이상 학

습을 할 경우, loss function이 수렴하여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을 낭비할 뿐이다. [그림 4-7]은 40000 iterations에 가까워질수록 

loss function이 수렴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7] Loss function의 수렴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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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인식의 성능 지표로는 mAP(mean Average Precision)을 사용

하였다. Precision은 true로 판단한 image가 실제로 true일 확률을 의

미하고, recall은 실제로 true인 경우를 네트워크가 true라고 판단할 확

률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trade-off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수치를 성능 지표로 사용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Precision-recall 그래프의 면적인 AP를 성능 지표로 삼는다면 타당한 

지표가 된다. 그리고, class별 최대 AP값은 서로 다른 iteration에서 발

생하기 때문에, mean Average Precision(mAP) 값이 제일 높은 

iteration을 선택하였다. [그림 4-8]을 보면 학습을 오래한다고 높은 

mAP가 나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4-8] Iteration에 따른 AP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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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표 4-1]은 proposed group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소량의 real 

image로만 구성된 manual dataset의 경우, 52.03%의 mAP를 보여준

다. 다량의 synthetic image로 구성된 경우에는 manual과 비슷한 

54.83%의 mAP를 보여준다. 이 두 가지를 합쳤을 경우에는 87.29%의 

mAP로 상당히 높은 detection accuracy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는 non-occluded group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이 그룹

은 manual dataset과 synthetic dataset을 합한 hybrid dataset을 기

본으로 한다. Basic의 경우는 어떠한 data augmentation도 적용하지 않

았기 때문에, 62.19%의 mAP로 가장 저조한 detection accuracy를 보

여준다. 그래도 hybrid dataset이기 때문에, manual dataset에 비해서 

약 10%의 성능 향상이 있다. Translation을 적용한 경우에는 위치가 

랜덤하게 분포되어 위치의 다양성을 확보했기에, 약 1.5%가 증가한 

63.94%의 mAP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rotation까지 적용한 결과를 보

면 각도의 다양성을 확보한 덕분에, basic보다 4.4%만큼 성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translation, rotation, cropping 모두 

적용한 경우에는 68.36%의 mAP로 basic보다 약 6.2%만큼 성능이 증

가하였다. Hand occlusion이 없더라도, 학습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함

으로써 detection accuracy를 올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은 occluded group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이 그룹도 

manual dataset과 synthetic dataset을 합한 hybrid dataset을 기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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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그리고 non-occluded group의 translation만 적용한 

dataset(T dataset)하고 타당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occluded group에

도 data augmentation 기법 중 translation만 적용하였다. 예상한 대로, 

occlusion을 반영한 경우 T dataset과 비교하여 모두 성능 향상이 있었

다. Random erasing을 적용한 경우는 66.62%의 mAP로 T dataset보

다 약 2.6% 증가하였으며, hand occlusion을 사용한 경우는 73.83%의 

mAP로 T dataset보다 약 10%가량 성능 향상이 있었다. 우리가 여기

서 주목할 점은 hand occlusion을 적용한 경우에는 실제 냉장고 재고 

관리에서 occlusion 현상을 유발하는 손의 pattern과 color가 반영되어 

있기에 random erasing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보다 성능이 더 높게 나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hand occlusion은 몇몇 특수 case에서 

random erasing 기법보다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림 4-7]

은 hand occlusion에 의하여 상품 간의 FP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여준

다. 이 세 가지 상품은 손에 의하여 middle part occlusion이 발생하여 

딥 러닝 네트워크에서 서로를 동일한 검정색 물체로 인식을 한다. 따라

서, 네트워크는 middle part occlusion이 발생한 경우 세 가지 상품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FP가 발생하게 된다. (sprite, cider, cass)에서

도 동일하게 middle part occlusion이 발생하는 경우, 캔의 중간 부분정

보가 사라져 세 가지 캔을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

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detection accuracy를 상승시킨다.

Occlusion에 의한 영향력은 non-occluded group의 T+R+C 

dataset과 proposed group의 manual+synthetic dataset의 실험 결과

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Occlusion이 들어간 경우, 모든 clas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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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가 상승한다. 이는, 학습데이터의 다양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occlusion region의 pattern과 color를 반영하는 것이 성능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4-4]는 hand type에 따른 mAP를 보여준다. Up-hand를 사용

하여 synthetic dataset을 학습할 경우, 24.12%의 mAP를 보여주며 

manual dataset과 합쳐서 hybrid dataset(manual+synthetic)을 사용

할 경우에는 70.12%의 mAP를 보여준다. Down-hand를 사용할 경우

는 synthetic dataset의 경우 26.76%의 mAP, hybrid dataset의 경우 

70.59%의 mAP를 보여준다. Middle-hand를 사용할 경우는 synthetic 

dataset의 경우 30.46%의 mAP로 하나의 hand type만 사용하는 경우

중에서는 가장 높고, hybrid dataset의 경우 68.51%의 mAP로 가장 낮

다. 세 가지 hand type을 모두 사용한 경우는 synthetic dataset에서 

40.06%의 mAP, hybrid dataset에서 73.83%의 mAP로 모두 제일 높

은 detection accuracy를 달성했다. 하나의 hand type을 사용할 경우, 

3D 객체의 모든 단면을 담지 못하여 성능저하가 일어난다. 하지만, 여러 

개의 hand type을 사용할 경우, occlusion으로 소실된 pixel 정보를 다

른 hand type에서 복원해 주기 때문에 3D 객체의 모든 단면을 담을 수 

있어 성능이 향상된다. Synthetic dataset과 hybrid dataset의 경향성

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pixel 복원 효과 때문이다. Up-hand만 

사용할 경우, 물체들의 top 부분이 항상 가려지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는 물체의 top에 대한 pixel 정보를 얻지 못한다. 하지만, manual 

dataset을 추가함으로써 물체의 top 부분이 가려지지 않은 이미지가 정

보를 복원해 주고 이로 인해 성능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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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tic dataset의 detection accuracy가 높다고, hybrid dataset의 

detection accuracy도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해서는 안 된다.

[그림 4-7] FP가 발생하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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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Manual (%) Synthetic (%)
Manual

+
Synthetic (%)

apple 69.34 69.86 97.32

avocado 80.17 35.06 97.52
paprikayellow 82.52 88.7 97.8

pocari 56.39 59.47 89.27

paprikared 42.32 59.34 87.29
coke 54.59 35.12 92.04

sprite 67.47 60.02 84.32
greenapple 97.7 98.88 100

mustard 25.37 49.5 80.83
ketchup 33.74 32.92 81.45

milk 30.09 72.06 88.16

cider 40.83 50.34 65.47
cantata 48.7 44.73 90.25

corntea 22.79 42.34 77.37
pringles 59.17 67.2 93.88

banana_milk 52.97 60.18 91.55

butterring 34.3 37.05 74.56
vita500 44.87 60.62 86.06

kanu 51.53 57.54 88.89
tuna 59.44 72.59 96.09

shinramyun 51.24 69.37 94.8
coke_bottle 62.28 11.61 75.07

shampoo 45.73 19.22 73.67

shrimpsnack 31.23 59.81 92.26
cass 55.95 32.38 86.3

mAP 52.03 53.84 87.29 

[표 4-1] Proposed group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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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1)Basic (%) 2)T (%) 3)T+R (%)
4)T+R+C 

(%)

apple 73.14 77.48 70.22 65.61

avocado 86.67 83.43 83.39 87.78

paprikayell
ow

92.19 91.1 87.49 93.9

pocari 85.07 88.06 93.23 85.23

paprikared 53.31 62.9 58.06 62.2

coke 66.79 68.66 69.68 75.73

sprite 67.84 68.35 73.77 76.51

greenapple 95.16 95.47 89.97 97.64

mustard 63.19 58.44 60.92 69.42

ketchup 67.23 51.59 59.39 55.95

milk 53.85 62.82 50.53 61.86

cider 46.8 40.96 41.37 48.56

cantata 60.82 66.34 62.51 59.92

corntea 43.37 29.93 41.3 47.24

pringles 85.04 82.5 87.67 87.58

bananamilk 55.53 61.03 57.89 61.77

butterring 49.34 68.81 68.47 63.19

vita500 59.68 63.33 64.02 70.34

kanu 45.16 48.03 54.65 48.95

tuna 49.1 58.29 55.24 60.94

shinramyun 71.29 73.71 81.84 78.08

coke_bottle 59.76 53.88 60.01 58.01

shampoo 20.98 18.97 38.58 41.34

shrimpsnac
k 49.23 56.53 77.12 71.15

cass 54.29 67.95 77.65 80.19

mAP 62.19 63.94 66.60 68.36 

[표 3-2] Non-occluded group의 실험 결과

1) Basic: data augmenataion 적용 x

2) T: translation 적용

3) T+R: translation, rotation 적용

4) T+R+C: translation, rotation, cropping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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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5)T+IRE (%) 6)T+Hand (%)

apple 62.16 76.19

avocado 88.2 72.24

paprikayellow 89.44 95.27

pocari 79.39 87.34

paprikared 58.76 85.7

coke 78.42 83.76

sprite 73.64 55.18

greenapple 98.35 98.63

mustard 68.19 80.12

ketchup 62.83 68.23

milk 53.91 68.58

cider 43.4 44.87

cantata 55.5 60.46

corntea 45.51 56.33

pringles 89.76 91.17

banana_milk 46.16 82.85

butterring 58.09 70.69

vita500 75.06 62.55

kanu 39.17 61.4

tuna 56.01 80.71

shinramyun 82.95 90.69

coke_bottle 71.64 60.99

shampoo 42.72 48.32

shrimpsnack 74.03 90.34

cass 72.19 73.08

mAP 66.62 73.83 

[표 4-3] Occluded group의 실험 결과

5) T+IRE: translation, random erasing기법 중 하나인 IRE(Image Region Erasing) 적용

6) T+Hand: translation, hand occlusion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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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Type

Up-
hand

Down-
hand

Middle-
hand

Mixed-
hand

Synthetic 24.12(%) 26.76(%) 30.46(%) 40.06(%)

Manual+Synthe
tic

70.12(%) 70.59(%) 68.51(%) 73.83(%)

[표 4-4] Hand type에 따른 mAP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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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딥 러닝을 이용한 냉장고 재고 관리를 위한 상품 인식 방식은 손에 

의해 상품의 가려짐이 생기기 때문에 학습데이터 생성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손으로 상품을 잡은 모양과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

기 위해 손과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합성한 후, 배경을 입히는 방법으로 

여러 data augmentation을 적용한 학습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알고리

즘을 개발하였다.

해당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turntable을 사용하여 물체의 

여러 단면을 촬영하고 segmentation 하여 2차원 이미지에서 3차원 객

체를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손을 

segmentation 하여 냉장고 재고 관리 상황에서 특별하게 발생하는 손이

라는 occlusion을 해결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 data 

augmentation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여

섯 번째 단계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합성함으로써 하나의 배경에 

overfitting 되지 않고 다양한 배경에 대하여 내구성(robustness)을 가

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자동화시켜서 약 15만 장에 해당

하는 학습데이터를 수작업 없이 1시간여 만에 생성하였다. 그로 인해, 

수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blur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자동 라벨링을 통하여 시간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었다. 인식률 측면에

서는 52.03%에 불과했던 mAP를 제안한 방법을 통해 87.29%까지 끌

어올려 상당히 높은 mAP를 달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량의 학습데이터를 생성하여 인식률을 증가시켰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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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시간과 노동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무

인 판매대 상품 인식 등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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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ccluded object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by image 

synthesis with hands

Shin-woo Kang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various application systems have been developed for 

object detection based on depp learning. For the purpose of 

inventory management of smart refrigerators, this paper 

proposes an efficient method for generating training datasets that 

improves detection rate of products held by the hand when being 

placed in or removed from a refrigerator. In this case, there are 

several issues for detecting a product. The size and appearance 

of the target product change as the position of the product. 

Occlusion problems occur since products are partially covered by 

the h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rior and ex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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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 of the refrigerator makes it difficult to recognize 

objects. Considering above problems, generating the datasets 

manually requires significant time and effort. To solve this 

problem, we create synthetic images and labels by merging 

images of objects, images of hands, and various backgrounds. 

The detector learned with a few manually labeled dataset gives 

52.03% mAP. When adding the dataset of synthetic images with 

hands to a few manually labeled dataset, the detector obtains 

improved mAP of 87.29% without the labor of manual labeling. 

We achieved a higher performance by 5.47% compared to image 

synthesis without hands, and by 7.21% compared to Z. Zhong et 

al’s random erasing technique.

keywords : object detection, hand occlusion, self-service stands, 

inventory management of smart refrigerators, synthetic images

Student Number : 2018-2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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