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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로부터 가공된 지식을 학습하는 문제는 인공지능 학문에서 매우 중요하고 도전적인 과제이다. 기
존에 연구되어 온 대부분 개념 학습 기법들은 단층 구조를 사용하여 다양한 감각으로부터 들어오는 복잡
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구조를 사용하여 만화
비디오로부터 시각 기반 언어 개념을 학습하고 표현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시하는 모델은 구조적 특징
을 통해 개념을 구체적인 단계에서부터 추상적인 단계까지 표현할 수 있으며 비디오의 스토리가 진행됨
에 따라 순차적 베이지안 기법과 Monte Carlo 샘플링을 통해 점진적인 학습을 한다. 실험을 위해 1232
분 길이의 만화 비디오 ‘뽀로로’를 사용했고 학습된 개념망을 통해 이미지와 문장을 생성해보았다.

1. 서론
‘인간은 어떻게 개념을 학습하고 표현할까’는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인간 수준 지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질문이다. 기존 개념 학습 기법들은 무감독
학습과 통계적 접근 방법에 기반하여 상황에 알맞은
단어 학습[1]이나 미리 정의된 구조를 통한 개념 분류
문제[2,3]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접근 방법들은
동적으로 변하는 환경에서 개념이 변하는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정적인 환경을 전제로 삼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환경에서
개념은
다양한
모달리티로부터 학습될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내용도 변한다. 최근 기계학습분야에서는 심층
신경망, sum-product networks (SPN), Bayesian nonparametric (BNP) 기법들이 방대한 양의 멀티모달
데이터로부터 성공적으로 패턴을 학습하면서 주목을
받았다[4,5,6,7].
하지만
이런
접근
방법들은
근본적으로
지식이나
개념의
학습보다는
패턴
인식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고정된 구조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BNP는 가변적인 구조를 사용했지만
계산량이 매우 많다. 멀티모달 데이터를 사용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념 변화를 잘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로는 sparse population coding (SPC) 가
있다[8]. 하지만 SPC 모델은 그 구조에 계층이 없어
복잡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통해 개념을 표현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SPC 모델에 계층 구조를

사용하여 멀티모달 데이터로부터 시각 기반 언어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구조가 변한다는
점에서 심층 신경망과 차이점이 있다. 실험을 위해
1232분량의 어린이 만화 비디오 ‘뽀로로’를 데이터로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켰고 모델로부터 문장과
이미지를 생성해보았다.
2. 심층 개념망
2.1 개념 계층
심층 개념망의 전반적인 구조는 그림 1에 설명되어있다.
심층 개념망은 SPC 모델을 이용하여 H층에 하이퍼에지
들의 집합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비디오의 자막과 화면
이미지 안에 있는 단어들과 이미지 패치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C1층은 H층에 있는 하이퍼에지들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만들어지며 C1층의 한 노드는 한 클
러스터를 나타낸다. C1층의 노드 개수는 모델이 비디오
를 학습함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다.
Sim(hm) = Dist(hm) / |hm|
1
m
h 은 m번째 c 노드에 연결된 H층의 하이퍼에지들의 집
합을 의미하고 Dist 함수는 hm 내부 하이퍼에지들 사이
유클리디안 거리의 총합을 계산한다. 만약 Sim(hm) >
θthresold일 경우, m번째 c1노드는 두 개의 c1노드로 나뉘어
진다. θthresold는 c1노드들의 Sim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변한다. C2층의 노드들은 관측변수로
써 c2노드들의 개수는 비디오의 등장인물 수와 일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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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심층 개념망 구조
(b) 심층 개념망의 예
그림 1. 심층 개념망의 모습
C1층과 C2층 사이의 연결은 c1노드에 연결된 하이퍼에
지들이 담고 있는 등장인물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2.2 개념망 구축
이진 벡터 r=(r1,…,rM), w=(w1,…,wN), c1=(c11,…,c1K1), c2=(c21,
…, c2K2)는 각각 이미지 패치, 단어, c1노드, c2노드들의
존재여부를 나타내는 벡터이다. 이 때 매개변수 θ=(e,
α)와 c1,c2가 주어졌을 때 학습과정은 아래의 순차
베이지안 학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
Pt (e, α,c1 | r, w, c 2 ) =

P(r, w, | e, α,c1 ,c 2 ) P(c 2 | e, α,c1 ) Pt -1 (e, α,c1 ) ,
P(r, w, c 2 )

M

(d )

(d )

log P(r ( d ) , w ( d ) | e, α, c 1 , c 2 ) = å log P(rn | e, α, c 1 , c 2 ) + å log P( wm | e, α, c 1 , c 2 ) , (2)
n =1

m =1

d는 주어진 에피소드의 d번째 화면이미지-자막 순서를
나타낸다. 이 때 단어벡터에서 m번째 요소가 1이 될
확률은 다음과 같다.
(d )
P ( wm

|ec |
æ
ö
|ec |
w
w
ç
÷
,
s.t.
s = å a i eiw , (3)
= 1| e, α, c , c ) = exp sm - å a i
ç
÷
i =1
i =1
è
ø

1

sm은 s의 m번째 요소의 값을 나타내며 e 는 값이 1인 c
노드에 연결된 하이퍼에지들의 집합이다. eiw는 i번째
하이퍼에지의 단어벡터를 나타낸다. 하이퍼에지들의
초기 가중치는 주어진 에피소드 내 단어들과 이미지
패치들의 빈도 수에 따라 결정된다. 새로운 에피소드가
주어질 때마다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학습한다.
2

a i = å g (ei ) f (r ( d ) , w ( d ) ; ei ) , a it = la i + (1 - l )a it -1 ,

{

3. 실 험 결 과
3.1 데이터 전처리
본 실험에서는 1232분량의 183개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만화 비디오 ‘뽀로로’를 사용하였다. 전체 비디오는
16000여개의 화면 이미지-자막 쌍으로 변환되었다.
또한, 각 화면 이미지는 Maximally Stable External
Regions(MSER)[9]을
사용하여
이미지
패치들의
집합으로 변환되었으며 각 패치는 두 개의 벡터로
표현이 되었다. 하나는 RGB color 히스토그램 벡터로
각 픽셀들의 RGB 값들을 10단계로 나누어 1000차원
히스토그램 벡터로 나타내었고 다른 하나는 SIFT
[10]히스토그램 벡터로 SIFT 벡터들을 클러스터링한 뒤
히스토그램 벡터로 나타내었다. 자막은 단어들의
집합으로 변환된 뒤 각 단어는 word2vec을 사용하여
실수 벡터로 표현되었다[11].

2

c

D

r(d)∙eir과 w(d)∙eiw 는 i번째 하이퍼에지의 단어 벡터와
이미지 패치 벡터를 각각 r(d)와 w(d)로 내적한 값이다.
g(ei)는 ei의 값이 1인 단어들의 tf-idf값들의 기하평균
으로
기능어들만
포함하는
하이퍼에지들이
비정상적으로 큰 가중치를 갖지 않도록 해준다. K는
0과 1사이의 상수이며 (4)의 λ는 새로운 에피소드의
학습 비중을 나타낸다. 주어진 화면 이미지-자막
쌍으로부터 하이퍼에지를 추출하는 과정은 Monte Carlo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1)

e는
하이퍼에지들의
집합을
나타내고
α는
하이퍼에지들의 가중치 벡터이다. Pt는 모델이 t번째
에피소드를 학습했을 때 매개변수의 확률분포를
나타낸다. 전 단계에서 학습한 Pt-1(θ)가 posterior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식 (1)은 경험적
분포로 변환될 수 있으며 이 때 데이터 생성관련 항은
다음과 같다.
N

(a) 1개 에피소드
(b) 52개 에피소드
그림 2.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세 등장인물과 관련된
c1 노드들에 연결된 하이퍼에지들의 2차원 공간 상 표현 변화

}

d =1
(d ) r
(d ) w
T
ì
s.t. f (r ( d ) , w ( d ) ; ei ) = ïí1, if ( r × ei + w × ei ) ei ei > k , (4)

ïî 0, otherwise

3.2 개념 표현 및 이미지, 문장 생성 결과
심층 개념망이 에피소드들을 학습해나갈수록 C1층은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더 뚜렷히 구분해낼 수 있었다.
그림 2는 비디오의 세 명의 등장인물들과 관련된
C1노드들에 연결된 하이퍼에지들을 PCA를 통해 2차원
공간에 표현한 것이다. 전체 비디오를 학습한 뒤
만들어진 ‘뽀로로’ 중심 시각 기반 언어 개념망은 그림
3에 나타나있다.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는 중심까지의
거리가 가까울 수록 단어 ‘뽀로로’와 더 밀접한 통계적
관계를 갖는다. 다양한 종류의 ‘뽀로로’ 이미지
패치들이 네트워크 중심으로부터 가까이 위치하였고
‘crong’, ‘eddy’, ‘loopy’와 같은 ‘뽀로로’ 친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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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심층 개념망으로부터 생성된 문장, 이미지의 예

Original
Subtitle

Loopy is heading back to the house

translated query
= {loopy, back, house}

Query

Generated
Sentence

-

now it's you loopy is heading back to put in the house either
- back to loopy's house either

그림 3. 전체 비디오를 학습한 뒤 만들어진
‘뽀로로’ 중심 시각 기반 언어 개념망
나타내는 단어들도 네트워크 중심으로부터 가까웠다.
심층 개념망은 단일 모달 질의로부터 질의 변환을 통해
문장과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다. 그림 4는 심층
개념망으로부터 생성된 문장들과 이미지들의 예시를
보여준다.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서 하이퍼네트워크 기반
언어모델이 사용되었다[12].

Generated
Image

[4]

Fan W., Bouguila N., Infinite Dirichlet Mixture Models Learning
via Expectation Propagation, Advances in data Analysis and
Classification, 7, pp.465-489, 2013.

4. 결 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계층 구조를 사용하여 시각 기반 언어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심층개념망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지속적으로 관측되는 데이터들을 점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으며 학습 알고리즘은 순차적 베이지안
기법과 Monte Carlo 기반 탐색 방법을 사용했다. 향후
연구로는 일상 생활에서 실시간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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