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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각 장면 이해를 위한 영상 내 객체 인식 및 분류 연구는 꾸준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수년 간 딥러
닝 기법의 활용으로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보였다. 하지만 해당 알고리즘을 다수의 객체가 다양한 배경에 무질서하
게 존재하는 실제 환경 이미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반면 사
람의 학습을 고찰해보면, 주어진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에 대해 서술한 고 수준 정보를 활용하여 학습함으로써, 적
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하여도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계학습에 사람의 학습 패러다임
을 적용하여, 이미지와 함께 이미지에 대해 서술한 고 수준 캡션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
는 기법에서는 캡션 정보를 분류기 학습에 직접 이용하지 않고, 학습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활용한다. 이는 정보량이 높은 데이터를 선별하여 적은 수의 데이터만으로 효율적인 학습을 하는 능
동 학습 패러다임에 속한다. 제안된 기법의 초기 실험으로 벤치마킹 데이터 MS COCO의 5개 레이블, 5500개 데이
터에 대해 학습한 결과를 보였고, 주어진 기법이 학습을 효과적으로 가속화함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시각 장면의 이해는 컴퓨터 비전 분야의 오랜 목표로,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이미지와 함께 이미지에 대해

영상에 존재하는 객체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문제는

서술한 고 수준 캡션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법을

시각 장면 이해를 위해 핵심적이며 필수적인 요소로

제안한다.

여겨진다. 최근 객체의 특징 표현을 스스로 학습하여

이미지에 대해 서술한 캡션은 고 수준 정보로, 이미지와

분류에 활용하는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함께 일괄적으로 학습에 사용될 경우, 캡션 데이터에

Network)의 발전은 해당 문제에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과적합하는

가져왔다[1-2].

방법에서는 캡션 정보를 분류기 학습에 직접 이용하지

하지만

컨볼루션

신경망을

활용한

저

수준

이미지

문제점을

픽셀

가진다.

정보와

따라서

비교하여

제안하는

대부분의

않고, 학습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데이터를

선행연구는 단일 객체가 상징적이고(iconic) 명시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는 정보량이 높은 데이터를

존재하는 한정된 이미지에 제한된 성능을 보인다는

선별하여 적은 수의 데이터만으로 효율적인 학습을

한계점을 가진다[3]. 해당 알고리즘을 다수의 객체가

하는 능동 학습 패러다임에 속한다.

다양한 배경에 존재하는 실제 환경의 복잡한 이미지에

다음 절에서는 고 수준 정보를 활용한 객체 분류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장의 이미지와

능동

올바른 레이블 정보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4].

데이터를 적용한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소개한다.

반면 사람의 학습을 고찰해보면, 비교적 매우 적은

학습

기법을

설명하고,

3절에서는

벤치마킹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고,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여도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사람의 학습에서는, 주어진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에
대해 서술한 설명, 비교, 은유, 예시 등의 고 수준

2. 고 수준 정보를 활용한 객체 분류 능동 학습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이다[5-6].

본 연구에서는 고 수준 정보를 활용한 능동 학습 기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계학습에 사람의 학습

법을 제시한다. 능동 학습은 최소한의 데이터로 높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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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내기 위해, 능동적으로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선택

표 1 제안된 능동 학습 알고리즘

하는 기법이다[7]. 해당 기법은 학습 데이터가 매우 많

Algorithm 1

아 일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데이터 수의

Input: 고 수준 정보 𝑥𝑛∗

증가와 비교하여 학습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증가하는

Output: 선택된 추가 데이터 [𝑥𝐾 , 𝑥𝐾 ]

경우, 또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하

for a = 1 to the number of class

다.

for b = 1 to the number of class

능동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을 반복하면서 학습 데이

for i, j = 1 to the number of remaining data
sc𝑎,c𝑏 [𝑖, 𝑗] = 𝑐𝑜𝑠𝑖𝑛𝑒_𝑠𝑖𝑚𝑖𝑙𝑎𝑟𝑖𝑡𝑦(𝑥𝐶∗𝑎 [𝑖], 𝑥𝐶∗𝑏 [𝑗])

터로 사용할 추가 데이터를 고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
다. 추가 데이터는 기존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가 가진

mc𝑎 = 𝑚𝑒𝑎𝑛(sc𝑎 ,c𝑏 [𝑖, 𝑗], 𝑎𝑥𝑖𝑠 = 0)

불확실성을 낮추고, 학습 목적 함수 달성을 돕기 위해

mc𝑏 = 𝑚𝑒𝑎𝑛(sc𝑎 ,c𝑏 [𝑖, 𝑗], 𝑎𝑥𝑖𝑠 = 1)

일정한 기준(measure)을 통해 선정된다.
기존의 능동 학습 방법[8-9]들은 새로운 데이터를 고

[t 𝑐𝑎,𝑖 , 𝑡𝑐𝑏,𝑖 ] = top 𝑖th highest value of [mc𝑎 , mc𝑏 ]

를 때, 기존의 데이터 공간에서 기준을 계산한다. 즉,
학습 데이터 𝐷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add 𝑥[index(t c𝑎,0 : t c𝑎,𝑘 )], 𝑥[index(t c𝑏,0 : t c𝑏,𝑘 )]

𝐷 = {(𝑥1 , 𝑦1 ), (𝑥2 , 𝑦2 ), … , (𝑥𝑁 , 𝑦𝑁 )}, 𝑥𝑛 ∈ 𝑅𝑑 , 𝑦𝑛 ∈ 𝐼

(1)
a man that has fallen off a bucking horse at a rodeo.
a brown horse standing in an arena next to a cowboy.
a cowboy that has fallen in the ground during a rodeo
a horse that threw a man off a horse.
rodeo cowboy falling into dirt next to bucking horse

𝑑

학습 데이터 𝑥𝑛 이 이루는 공간 𝑅 에서 기준을 정의하고,
일정 기준 값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추가 데이
터로 사용한다.

a living room scene complete with a couch and a chair.
we are looking at a small living room with a couch and chairs.
there are three pieces of furniture in the living room.
a living room with three chairs and a couch
a living room with brown walls and a large window.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능동 학습 기법과 달리, 학습
데이터 𝐷′이 고 수준 정보(privileged information) 𝑥𝑛∗ 을
포함할 때, 추가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1 Microsoft COCO 데이터의 예시

이 때, 고 수준 정보 𝑥𝑛∗ 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의 가속화
를 위해 사용하며, 테스트 과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3. 실험 결과 및 논의

가정한다.

3.1 전처리

𝐷′ = {(𝑥1 , 𝑥1∗ , 𝑦1 ), (𝑥2 , 𝑥2∗ , 𝑦2 ), … , (𝑥𝑁 , 𝑥𝑁∗ , 𝑦𝑁 )},
∗

𝑥𝑛 ∈ 𝑅𝑑 , 𝑥𝑛∗ ∈ 𝑅𝑑 , 𝑦𝑛 ∈ 𝐼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 벤치마킹 데이터 Microsoft
(2)

COCO[3]의 5개의 레이블(자동차, 의자, 컵, 식탁, 사
람), 레이블 당 1100개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데이터는

주어진 학습 데이터 𝐷′ 를 식 (2)과 같이 표현할 때, 𝑥𝑛∗

저 수준 일반 정보인 이미지와 고 수준 정보인 이미지

는 𝑑 ∗ 차원 공간에 있는 고 수준 정보이며, 𝑥𝑛∗ 와 구분하

를 서술한 5개의 캡션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예는 그

기 위해 𝑥𝑛 를 일반 정보라 명명한다. 고 수준 정보 𝑥𝑛∗ ∈

림 1과 같다. 각각의 이미지는 ImageNet 데이터를 미리

𝑑∗

𝑅 는 일반 정보 𝑥𝑛 ∈ 𝑅𝑑 에 비해 차원의 크기가 작으며

학습한 VGG network[2]의 첫 번째 fully connected

(𝑑 ∗ ≪ 𝑑), 학습의 목적 함수 달성에 더욱 적합하다.

layer에서 추출한 4096 차원의 벡터로, 각각의 캡션은

이 때, 각 데이터의 레이블 y 정보 및 고 수준 정보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간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정보량이 높은 데이터를 선별

를 적용한 BoW(Bag-of-words)로 인코딩한 3000차원

하고 추가 데이터로 제공한다. 주어진 환경에서, 일반

의 벡터로 표현된다.

정보 𝑥𝑛 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계산하면, 차원이 크기에
3.2 실험 결과

계산 속도가 오래 걸리고, 부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
𝑥𝑛∗ 을

이용하여 유사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능동 학습 기법의 초기 실험으

도를 계산한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추가 데이터를 선

로, 이미지에 존재하는 객체를 분류하는 문제에 적용하

택할 수 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표 1과 같다.

였다. 이 때, 이미지에 대해 서술한 고 수준 정보인 캡

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 수준 정보

션 벡터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추가 데이터를 선택한다.

901

2016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그림 2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였을 경우와 데이터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추가하였을 경우
의 능동 학습 성능 비교, 왼쪽부터 Naïve Bayes Classifier, Random Forest, Support Vector Machine

표 2 수행 알고리즘의 평균 성능

데이터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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