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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간수준의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멀티모달 학습 기법
연구는 인간이 다양한 감각으로부터 오는 상이한 패턴의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심층
하이퍼네트워크는 연상 기억 메모리 방식과 sparse population coding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감각으로부터 얻어지는 멀티모달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만화 비디오 지식 자동 구축을
이용한 이미지-문장 상호 변환, 동영상의 이미지 자동 태깅 등에 사용되어왔다. 언급한 예에서 심층
하이퍼네트워크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입력 데이터로 받으며 컴퓨터 비전 분야의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이미지 처리 기법들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처리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심층 하이퍼네트워크의 최적
성능을 위한 이미지 처리 기법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심층
하이퍼네트워크를 위한 최적 시각 특징을 찾기 위해 MSER 과 R-CNN 이미지 전처리 기법에 따른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다. 실험을 위해 MSER 과 R-CNN 으로부터 이미지 특징들을 추출하였고, 각각 서로 다른
심층 하이퍼네트워크의 시각 입력 데이터로 사용한 뒤, 그에 따른 모델의 추론 성능을 비교하였다.
데이터로 에피소드 52 편 300 분 분량의 어린이 만화영화 ‘뽀로로’를 사용하였고, 하나의 장면을 주고
대사를 생성한 뒤, precision/recall 로 모델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자막을 상호교차 생성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52 편
분량의 뽀로로 만화영화에서 자막이 나오는 프레임들을
선별하여, 이미지-문장 쌍을 만든 후, 각 이미지
프레임들로부터 두 가지 객체 탐지 기법인 Maximally Stable
External Regions(MSER) 기법[2]과 Regions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eatures(R-CNN)
기법[3]을 사용하여 각각 시각특징을 추출해 낸다. 이후
동일한 언어특징과 두 가지 다른 시각특징을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개념망을 각각 구축한 뒤 구축한
개념구조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주었을 때 각 모델이 자막을
생성하는 자막생성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을 통해 두 모델의
자막생성 성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심층
하이퍼네트워크에 최적화된 시각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1. 서 론
인간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그를 모방한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는 현대 인공지능 분야의 큰
화두이며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처럼 학습하고 학습된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거나 생성해 내는
상상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인간의 학습은 유니모달한
데이터 보다는 멀티모달한 데이터로부터 이루어 지므로,
하나의 자극이 아닌 다양한 감각들로부터 얻어지는 멀티모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어야 한다. 심층
하이퍼네트워크는 주어진 멀티모달한 데이터로부터 Markov
Chain Monte Carlo(MCMC)기반의 학습기법을 통해
개념망을 구축하여 지식을 저장하고 저장된 지식들로부터
역으로 유사성에 기반한 연상작용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는 일종의 상상을 할 수 있다[1]. 멀티모달 데이터의
한 예로는 시각-언어 쌍을 들 수 있는데, 이미지-대사 쌍을
입력으로 하는 심층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은 구축된
개념구조로부터 추론을 통해 의미적으로 유사한 이미지-

2. 심층 하이퍼네트워크
하이퍼네트워크는 최초 DNA 컴퓨팅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고안되었다[4]. 이후 범용적인 컴퓨터 연산기반 하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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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이미지

MSER

R-CNN

그림 1. 심층 하이퍼네트워크 개념망의 예시
가지 응용들로 그 활용분야를 넓혀가고 있다[5][6]. 심층
하이퍼네트워크는 명시적인 개념 층 들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개념들을 표현할 수 있다. 심층 하이퍼네트워크의 층 사이
연결은 성긴 표현(sparse representation)을 가지며 각
은닉층 노드들의 수와 연결이 동적으로 학습된다. 이러한
성김 모델은 인간의 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기며 계층적인
모듈성을 모사한다고 볼 수 있다. 뽀로로 비디오로부터
추출된 각 프레임들을 시각특징과 언어특징으로 나누고,
이들을 사용하여 심층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하면 그림
1 과 같은 모델이 만들어 진다.

그림 2. MSER 과 R-CNN 에 의해 추출된 이미지패치
stability range 파라미터이다. 이렇게 찾아진 extremal
region 은 이미지 좌표계의 연속적인 일대일 변화와 이미지
밝기의 선형적인 변화에 강건한 중요한 두 특징이 있다.

3. 객체 분리
최초 선별된 이미지 프레임 안에는 관심 있는 주요
등장인물 외에 배경화면 및 비 관심 객체 등 많은 객체들이
있다. 이 중에서 관심 있는 주요 등장인물 이미지 패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객체탐지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객체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대표적인 두 기법인 MSER 과 R-CNN 기법을
사용한다.
3.1 MSER
MSER 기법은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특정 임계 값들의
변화에 대해 상관성이 있는 지역들을 extremal region 이라
불리는 연결성분들로 묶어 객체들을 추출해 내는
알고리즘이며[2], 처리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component
tree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7]. Extremal
regions 는 수식 (1)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4. 실험 결과
4.1 데이터 전처리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어린이 만화영화인 뽀로로의
에피소드 총 183 편 중 52 편을 사용하였다. 먼저 한 장면에서
대사를 추출해 단어 단위로 분리한 뒤 word-2vec 기법[10]을 통해 단어를 실수벡터로 표현하여 언어특징

(1)
(a) MSER 을 통한 시각특징 추출

이후 찾아진 extremal regions 으로부터 MSERs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Q

3.2 R-CNN
R-CNN 은 최근 객체분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CNN 기법[8]을 약간 변형한 것으로,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데이터가 원본 이미지가 아닌 selective
search[9]를 통해 영상 내에서 각 객체를 포함하는 subregion 을 추출한 뒤 CNN 의 입력으로 한다. 이후 추출된
특징벡터를 SVM 을 통해 분류한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분류 전 단계인 특징추출단계 까지만 사용하였다. 두
방법으로 추출된 각 이미지 패치는 그림 2 와 같다.

/

(2)

(b) R-CNN 을 통한 시각특징 추출
그림 3. 시각특징 표현

식(2)에서 |∙|는 cardinality 를 나타내며,
는 그레이 레벨
g 로 thresholding 된 extremal region 을 나타내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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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데이터가 비교적 단순하고 객체탐지가 쉬운
만화영화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제세계의 데이터를
넣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R-CNN 이 더욱 좋은 객체 탐지
성능을 보이므로 더 좋은 문장생성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실제 생활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해보는 연구를 진행해보는 것이 향후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MSER 과 R-CNN 에 따른 문장생성 분석결과
Measure
MSER
R-CNN
Precision
0.1664
0.1587
Recall
0.2508
0.2608
Image 1

Image 2

F-score

0.2001

0.1973

Precision
Recall

0.1288
0.2430

0.1243
0.2370

F-score

0.1687

0.1631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5 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R0126-15-1072-SW 스타랩,
10044009-HRI.MESSI)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을 만든다. 이후 MSER 로 추출된 각 이미지 패치는 두 종류의
벡터로 표현된다. 먼저 하나는 각 RGB 값들을 10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000 차원 히스토그램 벡터로 나타낸 RGB
컬러 히스토그램 벡터이고, 다른 하나는 SIFT[11]
히스토그램 벡터로 SIFT 로부터 추출한 특징 벡터들을
클러스터링 한 뒤 히스토그램 벡터로 나타낸 것이다. RCNN 으로부터 추출된 각 이미지 패치 역시 두 개의 벡터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RGB 컬러
히스토그램 벡터이고 다른 하나는 R-CNN 으로부터 추출된
4096 차원의 CNN 특징벡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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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문장 생성
실험은 구성된 2 개의 심층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에 대하여
장면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사를 생성해 내는 문장생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두 장의 이미지 프레임을
임의로 선별하였다. 이후, 선별된 두 이미지에 대하여
MSER 기반과 R-CNN 기반의 심층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이
생성해낸 문장이 정답 문장의 내용을 얼마나 잘 포함하는
지를 precision/recall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문장 생성 성능에서는 MSER 을 사용한 방법이
precision 이나 recall 성능이 조금 앞섰지만, F-score 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MSER 의 경우 SIFT 로 추출된
시각특징의 경우 300 차원 특징을 사용한다. 이는 같은
크기의 컬러 히스토그램 벡터를 사용하지만, R-CNN 의
4096 차원 특징공간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다. 따라서
MSER 방식으로 추출된 시각특징이 본 실험의 경우 더욱 좋은
표현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심층 하이퍼네트워크의
최적화된 시각 특징을 탐색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시각특징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인 MSER 과 R-CNN 을
사용하여 각각 심층 하이퍼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후
이미지 프레임이 주어졌을 때 문장을 생성해낸 뒤 생성된
문장이 정답문장의 내용을 얼마나 잘 포함하고 있는지를
precision/recall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문장생성 성능은 MSER 기법을 사용한 심층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이 조금 우수하였다. 하지만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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