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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검색, 신원 확인 등에 사용되는 메트릭 학습(Deep Metric Learning)은 신경망이 이미지의 시각
적 유사성을 반영하는 공간에 데이터를 인코딩하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이미지에는 중요한 정보인 물체
와 그렇지 않은 정보인 배경이 일종의 편향성(bias)을 띠며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망이 이 편향을
사용하여 물체 간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실험을 통해 기존의 메트릭 학습 모델이 배경을
사용하여 이미지 유사도를 계산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1. 서 론
이미지의 시각적인 유사도 정보는 물체 검색 (object
retrieval), 인간 자세 추정 (pose estimation), 신원
인식 (face verification) 등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이미지 유사성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딥러닝 기반의 메트릭 학습(Deep Metric
Learning) 모델이 사용된다.
메트릭 학습법은 데이터 간 거리가 클래스 유사성을
의미하는 인코딩 공간에 모델이 이미지를 배치하도록
지도한다. 이미지는 유사도 판단의 대상인 물체와 그
외의 배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미지의 클래스 유사성은
물체의 시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지 데이터셋에는 물체와 배경이 예측할 수
없는 편향 (bias)을 띄며 혼합되어 있다. 예를 들면, 새
데이터셋에서 펭귄 이미지의 배경은 대부분 빙하라는
점은 편향의 한 예시이다. 이는 모델이 빙하 배경의
이미지를 모두 펭귄 클래스로 판단하는 오류를 유도할
수 있다. 즉, 특별한 지도가 없다면 신경망이 물체와
배경을 모두 사용하여 유사도를 판단하므로, 의도치
않은 편향에 의해 모델의 성능이 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 편향성은 데이터셋마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크게 변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실험을 통해, 기존의 메트릭 학습 모델이
물체와 배경의 편향성을 이용하여 시각적 유사도를
계산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또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의 배경 편향 의존성을 줄이고 성능을
개선하는 새로운 학습법을 제시한다.

*

2. 관련 연구
2.1 메트릭 학습 (Deep Metric Learning)
메트릭 학습 모델은 의미상 유사한 이미지를
인코딩 공간상에서 가깝게 배치하므로, 물체를
검색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딥러닝이 이미지 분류 성능을 극적으로 개선한 후,
물체 분류에 사전 훈련된 신경망이 메트릭 학습의
기본 모델로 사용된다. 딥러닝 모델이 공간상의
같은 클래스 데이터를 끌어당기고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를 밀어내도록 손실 함수를 설계하는 것이
메트릭 학습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다[1].
초기에는 특정 쿼리 이미지와 클래스가 같은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로 쌍을 이루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트리플렛 (Triplet) 방식이 사용되었다.
많은 데이터 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트리플렛 샘플링 기법이 활발히
연구되었다[2]. 한 편, 트리플렛의 높은 복잡도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의 부분 집합을
대표하는 프록시(Proxy)와 쿼리 간 유사도를
학습하는 방식도 제안되었다[3]. 현재의 메트릭
학습법은 위의 2가지 방식으로 분류되는데, 이후의
실험에서는 두 방식 모두 이미지 배경 편향 정보를
사용함을 보인다.
2.2 픽셀 분류 (Semantic Segmentation)
Semantic Segmentation은 자율 주행이나 보안
카메라에 적용되는 기술로, 이미지의 모든 픽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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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ard mask & Soft mask 방법.
Mask(Segmentation map)를 사용하여 배경의 RGB 값
을 (a) 0으로 바꾸거나 (b) 일정 비율 σ로 낮춘다.

클래스별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픽셀마다 레이블을 얻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적은 양의 데이터로 분류
를 학습하는 연구(few-shot segmentation)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4].
이후의
실험에서는
Semantic
segmentation map이 이미지의 배경을 가리기 위해 사
용된다.

그림 2. Mask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 별 이미지 검색 결
과. 빨강: 쿼리 이미지, 파랑: 모델이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미지. No mask 데이터셋 학습 모델이 응답한
이미지는 쿼리와 배경이 유사하지만 (1열), Soft mask
또는 hard mask 모델은 유사하지 않다 (2, 3열).
Proxy Anchor

3. 메트릭 학습의 배경 편향성 확인 실험
본 실험의 목적은 기존의 메트릭 학습 모델이
물체의 클래스 유사성을 계산할 때 이미지의 배경
정보를 사용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배경을 모두 가린
훈련 &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모델의 성능이 배경이
있는 경우보다 낮다면, 기존의 모델이 배경 정보를
활용하여 물체의 유사도를 판단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배경을 가리기 위해 앞서 소개한 Segmentation
map을 사용한다. Segmentation map으로 이미지상에서
배경을 나타내는 픽셀을 찾고, 2가지의 방법으로 배경을
가린다 (그림 1). (a) Hard mask는 배경의 RGB 값을
0으로 바꾸고, (b) Soft mask는 배경 RGB 값을 일정한
비율 σ로 줄인다 (0<σ<1). 두 방식으로 가려진
데이터셋으로 학습하고 테스트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다. 성능 측정에는 메트릭 학습의 벤치마크
데이터셋 CUB200-2011을 사용하여 모델의 이미지
검색 정확도를 측정한다. 기준 모델로는 트리플렛
기반의 Multi-similarity Loss 모델[2]과 프록시 기반의
Proxy-Anchor
Loss
모델[3]이
사용되었다.
Segmentation
map은
CUB200-2011
홈페이지에
제공된 것을 사용하였다.
4. 결과 및 분석
그림 2는 배경이 가려진 데이터셋을 학습한 모델의
이미지 검색 결과 예시이다. No-mask는 배경이
가려지지 않은 원본 데이터셋을 의미한다. No-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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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ask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 별 검색 테스트 정확
도 (Recall@k ↑). 프록시 기반 모델(상단)은 Soft mask
를 사용할 때, 트리플렛 기반 방법(하단)은 mask가 없
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두 방식 모두 hard
mask를 사용할 때 정확도가 가장 낮다.

모델이 응답한 이미지는 쿼리와 배경이 유사하지만
(1행: 흰색 눈), soft mask 또는 hard mask 모델은
유사하지 않다 (1행: 녹색 풀, 갈색 나뭇가지). 즉,
배경을 가리고 학습한 모델은 이미지 유사도 판단에서
배경의 영향을 적게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배경이 가려진 데이터셋을 학습한 모델의
검색 테스트 성능을 보여준다. 프록시 기반과 트리플렛
기반 모델 모두 hard mask 데이터셋에서 정확도가 가장
낮다. 즉, 기존의 학습법(no-mask)은 배경 정보를
사용해 성능을 높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비슷한 이미지 배경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편향이
없는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기존 모델의 성능이 낮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후에는 메트릭 학습 모델의 편향성
의존을 줄이면서 유사도 판단 성능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5. 개선 방안
실험을 통해, 기존의 모델은 물체와 배경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성능을 개선함을 확인했다. 이는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서 학습한 물체와 배경 간 관계가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확인되었다는 뜻이다. 즉, 훈련 중
학습되는 편향은 테스트 데이터에 따라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모델이 훈련 중
어떤 편향을 학습하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때,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실험을 응용하면 모델이 학습한
편향을 파악할 수 있다. No mask와 hard mask
데이터셋마다 모델을 학습하고, 클래스별로 검색
테스트에 실패한 데이터 수를 파악한다. 특정 클래스
A에서 테스트에 실패한 데이터의 수를 비교할 때,
배경을 사용하여 학습했을 때(no mask)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hard mask) 많다고 하자. 클래스 A는 no mask
모델이 배경으로부터 학습한 편향의 방해를 받아
테스트에 실패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클래스 A의
데이터에서 배경과 물체 관계의 패턴을 발견한다면,
모델이 학습한 편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테스트 데이터셋의 결과를 이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훈련 중에도 모델의
편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법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만약 모델이 사용될 테스트 데이터셋을 알 수
없다면, 특정 편향의 유용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편향 의존성을 줄이고 물체에 집중하는 것이
다양한 데이터셋에서의 일관된 성능에 도움이 된다.
모델이 물체에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실험에서
제안된 segmentation map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soft mask 모델은 hard mask와
마찬가지로 유사도 계산에서 배경의 영향을 적게
받지만, 일부 상황에서 no mask 모델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이는 soft mask가 배경의 RGB 값을
낮추어 모델이 물체에 더 집중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Soft mask 방식이 아니더라도, segmentation map을
이미지와 함께 전달하면 모델은 이미지상에서 물체와
배경을 구분할 수 있다. 배경보다 물체에 집중하는

방법은 최근 주목받는 어텐션 (attention) 모듈을 사용한
비전
트랜스포머
(Vision
Transformer)
모델의
강점이다[5].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많고 계산 비용이 많이 들며, 이는 크기가
작은 데이터셋이 사용되는 메트릭 학습 분야에서 큰
단점이다[6]. 이와 달리, few-shot segmentation
모델은 적은 데이터로도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정확한
segmentation
map을
얻을
수
있다[4].
이
segmentation map을 사용하는 유사도 계산 모델은
물체 정보에 집중하여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우수한
성능을 달성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산된
Segmentation map을 메트릭 학습 모델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법은 향후 연구의 주제가 될 것이다.
6. 결론
본 논문은 딥러닝 기반 메트릭 학습 연구를
소개하고, 실험을 통해 기존의 모델이 이미지의 배경을
사용해 물체의 시각적 유사성을 계산함을 보였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편향이 모델의 이미지 검색 성능을
높인다는 문제를 확인한 의의가 있다. 또한, 모델의
배경
편향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few-shot
segmentation 모델을 사용하는 새로운 학습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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