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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류는 음악, 드라마, 영화를 넘어서 미술 영역까

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술 한류’라는 용어

가 등장하며 한국의 전통 미술에 관한 해외의 관심도

가 높아지고 있다. Google Trends에 따르면 한국 미

술에 대한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등 세

계 각 지역에서 한국 미술에 관한 검색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1]. 한국 미술에 관해 높은 검색량을 

보인 상위 7개의 국가는 필리핀, 인도, 캐나다, 오스

트레일리아,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순이다[1]. 외국

인들이 Korean paintings를 검색하면서 함께 조회한 

관련 용어로는 Japanese paintings, Chinese arts가 

있다. 아시아 국가별 그림 화풍의 차이를 모르는 외

국인들이 한국 전통민화를 처음 접하는 경우, 해당 

작품을 일본 또는 중국의 작품으로 잘못 이해하기 

쉽다. 외국인들이 작품을 검색할 때 해당 그림에 대

한 정확한 정보와 해설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해외의 Google image 검색플랫폼에

서 화조도, 모란도 등 한국의 조선 시대 민화 이미지

를 검색하면 Chinese Antique collection, Japanese

Style Art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의 지명 정보를 

담은 잘못된 검색 결과가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가 기획, 운영하고 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MMCA)에서는 VR 기술을 활용한 미술 한류 영상 

전시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온라인상에서 많은 관객

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2]. 이외에도 미국 로스앤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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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의 카운티 미술관(LACMA)에서 한국 근대미술

품 전시를 개최하고,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활용

하여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미술관들과 교류를 진

행하는 등 외국인들이 한국 미술을 접하는 경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2].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 미

술과 문화에 궁금증을 가지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관한 인터넷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 

IP의 Google image 검색에서는 한국 민화에 대해 일

본, 중국의 작품으로 소개하는 등 잘못된 정보가 구

축되어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민화 분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CNN 계열

의 One-stage Detection 모델인 YOLOv5를 활용해 

그림 작품 속 오브젝트를 검출하고, 검출된 객체의 

종류에 따라 회화 기법(민화/한국화)과 민화 작품의 

장르(호작도/모란도/연화도 등)를 분류한다. 본 논문

에서는 Custom Dataset을 구축하여 모델 학습을 통

해 민화 내부에 존재하는 한국 전통의 고유 객체 정

보를 반영한 조선 시대 민화 맞춤형 모델 학습을 진

행한다. 이를 통해 그림 작품 속 오브젝트의 종류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

에서 정의하는 민화와 한국화의 개념을 소개하고 

Object Detection, Image Classification 모델과 조선

시대 민화 DB에 관한 선행 연구 및 개선 방안을 제안

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민화 장르 분

류 알고리즘의 프로세스와 Custom Dataset 구축을 

위한 labeling 및 Data augmentation을 설명한다. 4

장에서는 Custom Dataset을 활용한 YOLOv5 모델 

학습과 학습 결과에 대한 고찰을 진행한다. 5장에서

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민화

민화는 조선 후기 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와 생활 

모습을 담고 있으며, 사물이 해학적이고 익살적으로 

묘사된다. 전문적으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서민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마다 독특하고 고유

한 그림체를 가진다[2].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화는 

수묵화, 수묵 담채화, 채색화 등을 포함한 한국의 전

통회화로 작품 속 선과 여백이 중시되며 객체의 구도

가 계산되어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화가들이 그

린 작품으로 민화와 달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림 기법

과 양식을 가진다. 오늘날 민화와 한국화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민화를 분류한 기존연구와 민화의 요소, 유형 및 

성격을 고찰한 논문은 다수이다[3,4]. 조선 시대 민화 

속 오브젝트 정보를 활용한 민화의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4]. 해당 연구에서는 민화 속 객

체 정보를 시각에 의존하여 파악한 후, 한국학중앙연

구원에서 제시하는 주제, 작가 및 작풍, 화목별 분류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민화의 장르를 21종으로 분류

한다[4].

본 연구에서는 객체 검출 기반 민화 장르 분류의 

오브젝트 검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첫째, 작품 속 

object labeling 및 detection이 가능한 12가지 장르의 

민화를 데이터 셋으로 선별하였다. 산수도, 기록화,

여기화 등 객체 없이 배경으로만 이루어지거나 크기

가 매우 작은 수많은 객체로 구성된 장르는 제외하였

다.

둘째, 딥러닝 모델 기반 실시간 키워트 추출 및 

민화 장르 분류를 위해 민화와 한국화를 특정 기준에 

의해 재정의하였다. 민화는 작품 속 오브젝트 간의 

원근감이 없으며, 색채가 단조로운 작품을 의미한다.

작품마다 통일성이 적으며 실제 모습보다 과장되고 

풍자적으로 객체를 표현한다. 한국화는 사물 간의 구

도가 반영되며, 다양한 색채를 사용해 사물을 표현한

다. 작품 속 객체가 입체감과 사실감을 보인다.

셋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두 단계의 딥러닝 알

고리즘을 활용하여 Input 이미지의 민화 장르를 제시

한다. 일차적인 분류(민화/한국화/사진)를 시행해 민

화를 구분하고, 다음으로 민화 이미지 별 오브젝트 

키워드 추출을 통해 민화 장르(12 장르)를 구별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이미지 검색플랫폼에서 조선시

대 민화를 다른 국가의 작품으로 소개하거나, 장르를 

혼동하여 설명하는 오류를 막고자 한다.

2.2 Object Detection model : YOLOv5

Object Detection 분야는 One-stage detection과 

Two-stage detection 방법을 통한 모델로 나뉘며 

YOLO 계열의 모델은 One-stage detection 기법을 

활용한다. 대표적인 One-stage detector 모델로는 

YOLO, SSD 계열 모델이, Two-stage detector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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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RCNN, Fast RCNN, Faster RCNN 모델이 있

다. One-stage detector는 regional proposal과 clas-

sification을 동시에 진행하여 Two-stage detector와 

비교해 빠른 속도를 가지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Two-stage detection 기법을 통한 모델은 이미지 한 

장을 분석할 때 여러 부분으로 나눠 여러 장의 이미

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때문에 Two-stage

detector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가진다. 최초의 

One-stage detection 모델인 YOLO는 이러한 단점

을 보완해 이미지 한 장을 분석할 때 한 번 분석을 

진행하며 기존 모델에 비교해 속도를 향상시킨다

[5-10].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민화 분류 알고리즘은 사용

자가 궁금증을 가지는 이미지를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델 활용의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출 속도가 

빠른 object detection 모델을 하고자 일정 수준 이상

의 정확성이 보장되는 RCNN 모델보다 학습 속도가 

빠른 YOLOv5 오픈 소스를 활용하였다[8].

CNN을 기반으로 하는 YOLO는 이미지 내부에 있

는 객체를 검출할 때 객체의 bounding box 정보와 

confidence를 출력한다. bounding box 위치 정보로

는 x, y, w, h 값과 class 값이 있다. x, y 값은 객체의 

중점에 대한 x 좌표, y 좌표를 의미하며, w, h 값은 

객체의 weight, height, class는 객체의 예측 라벨을 

의미한다. Confidence 값은 object detection 모델이 

검출한 객체의 인식 확률 및 정확도를 의미한다.

기존에 COCO Animals Dataset으로 사전학습된 

YOLOv5 모델을 활용해 조선 시대 민화인 호작도 

100장을 테스트한 결과, 호작도의 주요 객체인 호랑

이가 얼룩말, 고양이로, 까치가 단순히 새로 인식되

는 모습을 보였다(Table 1). 이외에도 용, 여의주 등 

한국의 고유 풍속 문화를 담은 오브젝트들이 검출되

지 않았다. 기존에 연구된 모델은 한국의 전통민화 

속 오브젝트에 대해 낮은 정확도의 객체 검출률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시대 민화 DB의 이미지 

속 객체를 한국화하여 Dataset을 구축하고, 모델 학

습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민화에 존재하는 한국 

고유의 오브젝트를 검출하여 민화 장르 분류에 활용

하고자 한다.

2.3 Image Classification model : ResNet9, Res 

Net34, ResNet50, AlexNet

이미지 분류를 위한 기존연구로는 ResNet 계열,

AlexNet 계열 등의 이미지 분류 모델이 연구되었다

[11,12]. 이미지 분류 모델은 이미지 내부의 특징을 

추출해 분류하는 모델로 이미지 내부에 존재하는 특

정 사물에 관한 분류에 적합하다[11,12]. 민화의 경우 

이미지 내 여러 개의 사물이 함께 존재하는 특성이 

있어 이미지 분류 모델을 활용했을 때 객체 검출 결

과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ResNet 계열, AlexNet 계열의 Image Classifica-

Table 1. Test result of pretrained YOLOv5 with Hojakdo.

Input

Predicted Label Zebra, Bird Cat Bird, Dog

Answer Label Tiger, Magpie Tiger Magpie, Pine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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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모델을 활용해 호작도, 문자도, 모란도, 연화도,

화조도 작품을 학습 및 테스트하였을 때, 유사한 무

늬를 가지는 서로 다른 객체를 모두 동일하게 분류하

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시로 호작도의 호랑이와 비

슷한 무늬를 가지는 ‘괴석’을 ‘호랑이’ 객체로 분류하

였으며, 문자도의 문자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괴

석’을 ‘문자’로 분류하였다. 이로 인해 연화도와 모란

도가 각각 호작도와 문자도로 잘못 분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

지 속 각각의 오브젝트 검출에 주목하고 검출된 키워

드 정보를 조합해 민화 장르를 분류하고자 한다. 이

미지 Labeling을 통해 객체 검출용 Custom Dataset

을 구축하고 Object Detection 모델 학습 및 검증 결

과를 바탕으로, Image Classification 모델의 분류 결

과를 개선하고자 한다.

3. 민화 장르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 제안

3.1 알고리즘 개요

본 장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민화 작품을 검색할 

때, 정확한 작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 

민화 분류 모델을 제안한다. 민화 분류 모델을 통해 

회화 기법과 민화의 장르를 분류한다. Object

Detection 분야의 YOLOv5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 민

화, 한국화 내부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학습시킨다.

학습된 모델을 활용해 Input에 대한 테스트를 한 후,

Test Image에서 검출된 객체의 종류를 파악하여 해

당 이미지의 장르를 분류하고, 이에 알맞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알고리즘을 흐름도로 나타낸 것이다.

알고리즘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①에서 조선 

시대 민화 DB의 이미지 데이터를 가공하여 딥러닝 

기반의 객체 검출을 위한 Dataset을 구축한다. 5개의 

class로 labeling된 데이터를 활용해 ②에서 YOLOv5

모델을 학습 및 이미지 속 객체 추출을 진행한다. ③

에서 예측 객체를 바탕으로 회화 기법(민화/한국화)

에 따른 이미지 분류를 진행한다. ③에서 분류한 민

화를 Input으로 15개의 class로 labeling된 민화 데이

터를 활용해 ④의 YOLOv5 모델 학습을 진행한다.

예측한 오브젝트 키워드를 조합해 민화의 12가지 장

르를 분류하여 해당 이미지에 관한 올바른 오브젝트 

키워드 정보를 구성한다.

3.2 Object Detection Dataset 구축

YOLOv5 모델 학습을 위해 이미지별로 내부에 존

재하는 객체들에 대한 labeling한 Dataset을 구축하

였다.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인 회화 기법에 따른 

분류를 위해 민화, 한국화, 실제 호랑이 사진 데이터 

셋을 준비한 뒤, Table 2와 같이 객체에 대한 라벨을 

부여하였다. labeling한 이미지 데이터의 예시는 

Table 3과 같다. 민화, 한국화, 실제 호랑이 사진 속 

호랑이는 각각 0번, 3번, 4번 라벨 번호를 부여하였으

며, 조선 시대 민화 호작도의 경우 까치와 소나무 객

체도 1번, 2번 객체로 추가 labeling하였다.

모델 학습 시 Overfitting을 방지하고자 labeling

Fig, 1. Process of Minhwa classification algorithm.

Table 2. Labels of Minhwa, Korean painting, Picture.

Label No. Label name Type

0 Minhwa tiger Minhwa of Joseon, Hojakdo

1 Minhwa magpie Minhwa of Joseon, Hojakdo

2 Minhwa pine tree Minhwa of Joseon, Hojakdo

3 Korean painting tiger Korean painting

4 Real tiger Re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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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Data augmentation을 

통해 데이터의 수를 증강하였다. Train image 1,000

장, Validation image 148장을 생성하였으며 Train-

ing dataset과 Validation dataset의 비율은 약 8:2로 

설정하였다. 조선시대 민화의 경우 작품 개수가 한정

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데이

터의 수를 보완하기 위해 전이학습 방법을 통해 모델

을 학습하였다.

알고리즘의 두 번째 단계인 민화 장르 기법에 따

른 분류를 위해 호작도, 수렵도, 화조도, 초충도 등 

12가지 장르의 이미지 셋을 준비한 뒤, Table 4와 같

이 객체에 대한 라벨을 부여하였다. labeling한 이미

Table 3. Labeled images of Hojakdo (Minhwa), Korean painting and Picture.

Type Hojakdo Korean painting Picture

Labeled
image

Object
Keyword

⓪: Minhwa tiger
①: Minhwa magpie
②: Minhwa pine tree

③: Korean painting tiger ④: Real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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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데이터는 Table 5과 같다. 모델 학습 시 Overfit-

ting을 방지하기 위해 12개 장르의 민화 이미지 또한 

Data augmentation을 통해 데이터의 수를 증강시켰

다. Train image 4,538장, Validation image 1,135장

을 생성하였으며 Training dataset과 Validation da-

taset의 비율은 약 8:2로 설정하였다.

3.3 객체 검출 결과의 활용 방안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인 회화 기법에 따른 분

류에서는 이미지에서 검출된 호랑이 객체 라벨의 종

류에 따라 민화와 한국화, 실제 호랑이 이미지로 분

류한다. 이는 민화가 아닌 호랑이 이미지들이 민화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다. 알고리즘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민화로 분류된 이미지들을 대상

으로 객체 검출을 진행한다. 민화 DB에 구축된 오브

젝트 데이터와 검출 결과를 비교하여 해당 이미지의 

장르를 파악하고, 객체 검출에서 추출되는 오브젝트

의 넓이, 높이, x좌표, y좌표 데이터를 활용해 민화 

장르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한다. 오브젝트의 구

도 및 비율 데이터를 반영하여 객체 검출 결과만을 

활용했을 때 잘못된 객체 검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오류를 방지하고자 한다.

4. 모델 학습 결과 및 고찰

4.1 회화 기법에 따른 객체 검출

호랑이 객체가 존재하는 다양한 민화, 한국화, 실

제 호랑이 사진 등에서 조선 시대 민화인 호작도를 

분류해내기 위해 YOLOv5 모델을 활용한 전이학습

을 진행하였다. 조선 시대 민화는 작품의 수가 한정

되어 있으며 새로 생성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한정된 양의 데이터로 높은 정확도의 모델 학습 결과

를 도출하기 위해 Data augmentation을 한 Dataset

을 활용해 transfer learning을 진행하였다. 총 300 에

포크로 모델 학습을 진행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검출한 객체는 총 다섯 가지이며, 이 중 회화 기법

(민화/한국화)을 구분하는 오브젝트로는 Minhwa

tiger, Korean painting tiger, Real tiger가 있다. 세 

가지 주요 오브젝트를 검출하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모델의 Training loss와 Object Detection

모델의 평가지표인 mAP를 출력하였다. 모델의 

Training loss는 약 0.01의 수치로 수렴하였다. mAP

평가지표의 경우, 호작도 호랑이는 0.897, 한국화 호랑

이는 0.939, 실제 호랑이는 0.91로 평균 0.915의 mAP

지표 값을 가졌다. 회화 기법을 분류하는 주요 객체

의 평균 mAP를 보았을 때 해당 모델이 높은 정확도

의 객체 검출률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4. The object labels of Minhwa.

Label No. Object Keyword Genre

0 Tiger Hojakdo, Suryeopdo

1 Magpie Hojakdo

2 Pine tree Hojakdo

3 Oddly shaped stone Hojakdo, Hwajodo, Chochungdo, Morando

4 Bird Hwajodo, Yeonhwado

5 Flower Hwajodo, Chochungdo

6 Fish Eohaedo, Yeonhwado

7 Butterfly Chochungdo, Hwajodo

8 Dragon Unryongdo, Hwajodo, Eohaedo

9 Yeouiju Unryongdo

10 Peony Morando, Hwajodo

11 Lotus Yeonhwado, Hwajodo, Eohaedo

12 Lotus pip Yeonhwado, Hwajodo, Eohaedo

13 Slipcase Chaekgeori

14 Person Inmuldo, Doseokhwa, Seolhwado, Suryeo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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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학습 후 Test Dataset을 활용해 모델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Table 7은 모델 테스트를 진행한 후 

예측된 라벨의 bounding box와 오브젝트 키워드를 

이미지에 표시한 결과이다. 예측 라벨을 바탕으로 각 

이미지에서 검출된 오브젝트의 종류에 따라 회화 기

법(민화/한국화)에 따른 이미지 분류를 진행한다.

Table 7의 Folk painting tiger 라벨은 Minhwa tiger

를 의미하며, 해당 키워드가 검출되는 이미지를 조선 

시대 민화 호작도로 분류한다.

4.2 조선 시대 민화의 장르에 따른 객체 검출

조선 시대 민화로 분류된 이미지의 장르 분류를 

위해 총 300 에포크의 YOLOv5 모델 학습을 진행하

였다. 12가지 장르의 민화를 15개 오브젝트로 label-

ing한 데이터 셋을 활용해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다.

Table 5. Labeled images of Minhwa.

Genre Morando Yeonhwado Eohaedo

Labeled
image

Object
Keyword

⑩: Peony
④: Bird
⑪: Lotus
⑫: Lotus pip

⑤: Flower
⑥: Fish

Genre Chaekgeori Unryongdo Hwajodo

Labeled
image

Object
Keyword

⑬: Slipcase
⑧: Dragon
⑨: Yeouiju

④: Bird
⑤: Flower



Table 6. mAP-50 of YOLOv5 model training with Minhwa, Korean painting, Picture.

Label No. Object Keyword mAP-50

0 Minhwa tiger 0.897

1 Minhwa magpie 0.753

2 Minhwa pine tree 0.466

3 Korean painting tiger 0.939

4 Real tiger 0.91

Table 7. Predicted results of YOLOv5 model training with Hojakdo, Korean painting, Picture

Predicted
bounding
box

Predicted
label

⓪: Minhwa tiger
①: Minhwa magpie
②: Minhwa pine tree

③: Korean painting tiger ④: Real tiger

Answer
label

⓪: Minhwa tiger
①: Minhwa magpie
②: Minhwa pine tree

③: Korean painting tiger ④: Real tiger

Classification Hojakdo Korean painting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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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학습 후 결과로 mAP 지표의 값과 predicted

label 정보를 출력하였다. Table 8은 Test Dataset을 

이용해 학습된 모델을 테스트한 후 예측 결과의 평가

지표 mAP 값이다. Table 8은 예측 라벨의 bounding

box와 오브젝트 명을 이미지에 표시하여 나타낸 결

과이다.

15개의 클래스를 검출하는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

해 Training loss 값과 평균 mAP를 출력하였다. 모

델의 Training loss는 약 0.01의 값으로 수렴하며 낮

은 loss를 보였으며, 평균 mAP의 경우 약 0.812의 

수치를 가진다. mAP 값에는 검출 영역의 IoU 값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필요한 객체의 

검출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검출된 

객체의 개수를 counting하여 오브젝트가 정확히 검

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학습 결과를 출력하여 

검출된 오브젝트의 개수를 counting 하였을 때, 작품 

속에 실제 존재하는 오브젝트의 클래스와 예측된 오

브젝트의 클래스는 모두 일치했으며, 예측된 라벨의 

개수 또한 실제 정답 라벨의 개수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이미지 분류를 위한 데이터가 

오차 없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9는 전체 민화 장르에 대한 YOLOv5 모델 

학습 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로 이미지 별 검출 오

브젝트를 활용해 민화 장르를 분류한다. 학습한 모델

로 테스트한 결과, 장르 별 주요 오브젝트들이 검출

된 모습을 보였다. 모란도의 Peony, 초충도의 But-

terfly, 인물도의 Person, 어해도의 Fish, Flower 오

브젝트가 정확히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오브젝트를 

활용해 이미지 데이터의 장르를 분류하였다.

4.3 조선 시대 민화의 장르에 따른 객체 검출 결과

본 논문에서는 Object Detection 분야의 YOLOv5

모델을 활용해 딥러닝 기반 민화 장르 분류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회화 기법(민

화/한국화)과 민화 12가지 장르에 따른 분류로 이루

어진다.

첫 번째 단계인 회화 기법(민화/한국화)에 따른 이

미지 분류에서는 민화, 한국화, 사진으로부터 민화를 

구분한다. 민화, 한국화, 사진을 총 5개의 class로 라

Table 8. mAP-50 results of YOLOv5 model training with 

Minhwa.

Label No. Object Keyword mAP-50

0 Tiger 0.982

1 Magpie 0.726

2 Pine tree 0.678

3 Oddly shaped stone 0.65

4 Bird 0.742

5 Flower 0.928

6 Fish 0.846

7 Butterfly 0.923

8 Dragon 0.728

9 Yeouiju 0.712

10 Peony 0.973

11 Lotus 0.964

12 Lotus pip 0.456

13 Slipcase 0.995

14 Person 0.881

Table 9. Predicted results of YOLOv5 model training (Minhwa).

Predicted
bounding
box

Predicted label Peony Butterfly Person Flower, Fish

Answer label Peony Butterfly Person Flower, Fish

Classification Morando Chochungdo Inmuldo Eoha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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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링하여 예측 라벨 결과에 따라 민화를 구분한다.

두 번째 단계인 민화 12가지 장르 분류는 민화에서 

검출한 오브젝트 키워드를 바탕으로 12가지 장르 중 

현재 이미지가 해당하는 장르를 도출한다. 12가지 장

르 민화를 총 15개의 class로 라벨링하여 이미지 별 

객체를 예측한다.

객체 검출 모델로는 One-stage Detection 기법을 

활용하는 CNN 계열의 YOLOv5를 활용하였다. 기존

의 Image Classification 모델은 전체 이미지에 대한 

내부 특징을 추출해 분류함으로써 유사한 무늬를 가

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객체를 동일한 객체로 분류하

는 오류 결과가 나타났다. 기존의 pretrained YOLOv5

는 민화에 존재하는 한국 전통의 고유 객체를 검출하

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내부의 각종 오브젝트 

추출에 초점을 두며 Object Detection 모델을 활용하

였다. 조선시대 민화에 관한 Custom Dataset을 구축

하여 모델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한국 전통의 고유 

객체에 대한 검출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모델 학습을 

위한 Dataset으로 조선 시대 민화 DB의 12개 장르 

이미지와 Google에서 크롤링한 한국화, 실제 동물 사

진을 20개의 class로 labelling 후 사용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검색플랫폼에서 민화를 검

색할 시 올바른 오브젝트 키워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딥러닝 객체 

검출 기반의 민화 장르 분류를 통해 기존연구에서 

시각에 의존하여 민화 속 오브젝트를 판별했던 점을 

개선하였다. 이로써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던 객체 추

출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민화 DB의 생성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 CLAHE 기법 기반의 이미지 히스토

그램 평탄화와 Gray scale image 전처리를 진행하여 

모델을 학습할 예정이다. Dataset 선별 과정에서 제

외하였던 장르의 이미지 전처리를 진행한 Dataset으

로 모델을 추가 학습하여 민화 분류 모델의 범주를 

21가지 장르로 확장하고, 객체 검출 정확도를 향상시

키고자 한다. 민화 DB를 자동적으로 생성 및 구축함

으로써 민화 융합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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