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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소규모 데이터 셋의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모델 과적 합 및 비 수렴을 해결하고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로 사용되는 few-shot 학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이미지 분류 방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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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몇 년 동안 얼굴 인식, 객체 인식, 이미지 분류, 의미 분할 

등과 같은 컴퓨터 비전 작업에 딥 러닝 모델이 적용되고 있다[1-3].

II. Few-Shot Learning

Few-shot learning은지도 학습 분야에서 메타 학습을 적용한 것이

다. 학습 학습이라고도 하는 메타 학습은 메타 학습 단계에서 데이터 

세트를 여러 메타 작업으로 분해하여 범주가 변경 될 때 모델 일반화 

능력을 학습한다. 메타 테스트 단계에서 새로운 카테고리에 직면 

할 필요가 없다. 기존 모델을 변경하여 분류를 완료 할 수 있다. 

소 표본 학습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단회 학습 세트에는 각각 여러 

표본이 있는 여러 범주가 포함된다. C 범주는 각 범주에 대한 K 

샘플 (총 CK 데이터)과 함께 훈련 단계의 훈련 세트에서 무작위로 

선택되며 메타 작업은 모델 지원 세트에 대한 입력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데이터에서 샘플 배치를 모델 예측 개체 (배치 세트)로 추출한

다. 모델은 이러한 C 범주를 C * K 데이터와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하며 이러한 작업을 C-way K-shot 문제라고 한다.

III. Proposed Method

모델 교육 시간은 매우 길다. 따라서 우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하여 모델 매개 변수를 크게 늘리지 않고 CNN 모델 

구조를 재구성하고 최적화 했다. 제안 된 모델의 구조는 Fig. 1과 

같다.

Fig. 1. Proposed model structure. 

데이터 확장이라고도 하는 데이터 향상은 데이터를 크게 늘리지 

않고 더 많은 데이터에 해당하는 제한된 데이터의 가치를 나타낸다. 

데이터 증가는 작은 샘플 데이터 세트에 매우 효과적이다. 데이터 

향상은 감독 및 비 감독 향상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감독 데이터 향상은 단일 샘플 데이터 향상과 다중 샘플 데이터 

향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비지도 데이터 향상은 새로운 데이터 

생성과 학습 향상 전략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로 기하학적 변환의 데이터 향상 방법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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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s

Rescale 1.0/255

Rotation (O) 40

Width shift 0.2

Height shift 0.2

Zoom range 0.2

Shear range 0.2

Horizontal flip TRUE

Fill mode NEAREST

Table 1. Data argumentation

IV. Experimental Result

분류 실험은 CNN 모델 및 제안 된 모델에서 전처리 된 데이터 

세트에 대해 수행되었습니다. 훈련 데이터 배치의 수는 64로 설정되었

고 훈련 라운드의 수는 100으로 설정되었습니다. Fig. 2는 CNN 

모델의 정확도 및 손실률 곡선을 보여 주며 Fig. 3은 정확도 및 

손실률 곡선을 보여줍니다. 훈련 중 제안 된 모델. 예측 데이터 세트에서 

CNN 모델의 평균 정확도는 69.74 % 였고 제안 된 모델의 정확도는 

87.92 %였습니다. 또한 제안 된 모델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VGG16 및 ResNet50과 같은 딥 러닝 모델에서 전처리 된 

데이터를 학습하고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Table 2에 나와 

있습니다.

Fig. 2. Accuracy and loss rate curves of the CNN model. 

Model
Accuracy

Training Test

CNN 0.8876 0.6974

VGG16 0.9191 0.8213

ResNet50 0.9268 0.8696

Ours 0.9358 0.8792

Table 2. Model performance

Fig. 3. Accuracy and loss rate curves of the proposed model

V. Conclusion

이 논문은 원숭이 종에서 few-shot 학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이미지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CNN을 기반으로 하는 

작은 데이터 세트에서 샘플 데이터 특징을 빠르게 추출하기 위해 

컨볼루션 레이어의 수를 늘렸다. 우리는 10 종의 원숭이 종의 데이터 

세트에서 제안 된 모델을 훈련하고 테스트했으며 87.92 %의 테스트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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