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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내환경에서수집된이미지는많은양의정보를담고있어처리할정보의양을효율적으로줄이는과정이필요하다. 정
보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관심 객체 위치 측정을 위해서 변분 베이지안 샘플링 등의 방법이 소개되었지만, 모든 샘플링에
대한주변(marginal)확률분포를구하기어렵기때문에이론적으로어려운면이있다. 본연구에서는최근연구인공간변형
네트워크(Spatial Transformer Networks, STN)을 응용하여 능동 시각을 이용한 이미지-텍스트 통합 인지 체계를 제안한다.
이체계는주어진텍스트정보를바탕으로이미지의일부를효율적으로샘플링하여전통적인방법과비교할때상당한격차의

정량적성능을보인다. 샘플링된이미지를정성적으로분석하여제안하는모델이가지는특성도함께살펴본다.

1 서론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 가정하고 있는 단일 객체 분류 문제를 벗

어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어파인 변형을 생각할 수 있다. 시각

주의 기반 인공 신경망 모델은 학습된 가상적인 시각 주의를 바탕

으로입력이미지의일부영역을선택하고이를대상으로만학습한

다. 이러한모델의학습을위해넓은공간에노이즈와함께어파인

변형한숫자이미지를보여주거나[1, 2],한자리수이상의숫자를

보여주고 데이터를 이용한다[3]. 자연 이미지에 대한 문제에서는

국소 인식 콘볼루션 인공 신경망[4]과 다중 객체 인식[5], 주의 기

반순환신경망연구[6]등이있다.

특히,최근연구된공간변형네트워크[7]는세가지하위모듈로

구성된 병렬 구조의 인공 신경망 체계로 주의 공간에 대한 역전파

알고리즘의경사도를이용해어파인변형파라미터를학습하는독

특한네트워크이다. 주의기반모델에서많이사용하고있는변분

베이지안 학습에서는 사후 확률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 모든 주의

샘플링에 대한 주변 확률 분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분 최소 경계

함수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3, 8]. 반면 공간 변형

네트워크는역전파알고리즘을이용하기때문에통합된체계로학

습이가능하고경사도기반의다른학습네트워크와유연하게통합

할수있는이론적기반을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변형 네트워크와 이미지-텍스트의 다중 모

달을 이용하여 시각 주의를 학습하고 주의의 결과인 능동 시각(주

의된 일부 시각 영역 정보)의 정보적 유용성을 보이고자 한다. 공

간변형네트워크연구에서는어파인행렬파라미터를찾기위해서

주어진이미지에대해콘볼루션인공신경망을이용하였지만우리

는 실내 환경에서 주어진 여러 후보 객체들 중에서 선택의 조건이

되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어파인 행렬 파라미터를 찾는다. 따라서

이미지-텍스트 다중 모달을 통한 주의 모델의 학습은 일반적인 형

태의시각정보를텍스트상호작용을통해자동적으로학습하는기

초연구가된다.

이연구의기여를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공간변형네트워

크연구의확장으로,이미지-텍스트다중모달조건상에서정보적

으로유효한이미지세부영역을찾는체계모델을제안한다. 강화

요인인정답텍스트로부터입력데이터까지역전파알고리즘을통

해이모델을통합적으로학습할수있는방법을제안한다. 그리고

이를객관적으로검증할수있는정량적인방법을제안하고정성적

으로도평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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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모델의개념도.

2 공간변형네트워크

2.1 공간변형네트워크의구성

공간변형네트워크[7]는크게세가지하위모듈로구성된다. 위

치 측정 모듈(localization net)은 공간적인 정보가 포함된 입력 정

보로부터유효한공간영역을선택할수있는파라미터를학습하는

하위 모델이다. 이 모델은 어떠한 형태의 함수가 될 수 있지만 일

반적인선택은어파인행렬의 6개의파라미터를근사하는콘볼루션

인공신경망이다. 6개의파라미터는확대및축소,회전,이동등을

표현할수있는 3x3행렬로다시표현된다.

격자생성기(grid generator)는입력이미지 U의각픽셀의위치

를나타내는 x, y좌표들의균등간격의기저격자Gx,Gy를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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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모델의테스트데이터에대한결과이미지.

변형행렬 Aθ를이용해사영시킨변형격자 Tθ(G)를얻는다.

샘플러는 다시 입력 이미지 U와 변형 격자 Tθ(G)를 이용하여

입력이미지의일부영역 V를구한다. 이때변형격자가나타내는

입력 이미지 좌표들은 정수가 아닐 수 있으므로 이중선형 보간법

(bilinear interpolation)을이용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다.

2.2 이미지샘플링의미분

V ci 는 채널 c를 가지는 i-번째 좌표의 화소 값이며, 2차원 이미

지에서 i의범위는 [1, H×W]이다. U cnm은입력이미지에서채널

c, (n,m)좌표의화소값이다. 오차역전파를위해샘플러에서사

용한입력이미지 U와변형격자 Tθ(G)의좌표 xsi에대하여각각

경사도를구하면아래와같다.

∂V ci
∂U cnm

=
H∑
n

W∑
m

max(0, 1− |xsi −m|)max(0, 1− |ysi − n|),

(1)

∂V ci
∂xsi

=
H∑
n

W∑
m

U cnmmax(0, 1− |ysi − n|) · δ(m,xsi ),

(2)

where

δ(m,xsi ) =


0 if |m− xsi | ≥ 1

1 if m ≥ xsi
−1 if m < xsi .

(3)

ysi에 대한 경사도 역시 위 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위치측정모듈에서
∂xs

i

∂θ 와
∂ysi
∂θ 는선형적인행렬곱에대한편미분

이므로어렵지않게구할수있다.

3 다중모달위치측정

먼저자연이미지데이터집합인 ImageNet를미리학습한 16층

VGG 네트워크[9]의 앞 콘볼루션 4층을 이용하여 입력 이미지의

특징 벡터 I ∈ R14×14×512를 구한다. 공간 정보를 유지하기 위

해 마지막 풀링 레이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I는 다시 선형 사영
을 통해 F ∈ R300가 된다. 오차 역전파는 이 선형 사영까지 이

루어지고 VGG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편의상 고정시킨다. 입력

텍스트의 한 단어는W ∈ R300와 같이 300 차원의 벡터로 엠베딩

(embedding) 된다. 각 단어는 동일한 벡터 값으로 사영하며, 초기

값은무작위로주어지고오차역전파로학습한다.

위치 측정 모듈은 이제 아래와 같이 이미지 정보와 텍스트 정보

를함께고려하여위치를구한다.

θ = T ·

[
F
W

]
,T ∈ R6×600 (4)

파라미터 θ를 2 × 3 행렬로 변환하고 변형 격자 Tθ(G)를 구하

는 등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어렵지 않으나 구현은 쉬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층을

모듈화하고 입력 이미지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병렬 구조를 손 쉽

게다루기위해오픈소스딥러닝프레임워크중하나인 Torch71가

사용되었다.

4 실험

실내 환경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각 이미지에 대한 복수

의 질문 집합을 가지고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Max Planck In-

stitut Informatik)의 DAQUAR-37[10] 데이터 집합을 이용하였다.

37개의 객체 종류가 있고, 독립된 이미지 25개에 대한 테스트 데

이터 297개가 분리되어 있다. 문제의 단순성을 위해 모든 질문은

“Where is something?”의형태로바꾸고 “something”자리에는원

래질문의답을넣어이미지와답사이의정합성을유지하였다. 이

때질문은다시 “something”의형태로간단히표현할수있다.

본연구에서제안하는모델은질문에해당하는이미지일부영역

을 찾지만 원래 데이터 집합에는 답에 해당하는 객체의 위치와 크

기를나타내는박스정보가포함되어있지않다. 따라서추가적인

1) http://torch.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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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수집하지않고정량적으로성능을측정하는방법을제안

한다. 모델이찾은이미지일부영역만가지고정답에해당하는텍

스트를다시맞출수있는지동일한콘볼루션인공신경망을비교

모델에 이용하여 정량적인 성능을 평가한다. 성능을 측정하는 단

계에서는 이미지 정보 만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예측한다. (추론에

서입력텍스트를다시사용할경우,당연히답을예측하는문제는

쉽다.)

비교모델로두가지모델을사용하였다. 첫번째모델(Conv)은

이미지 일부 영역을 찾지 않고 입력 이미지를 그대로 콘볼루션 인

공 신경망을 이용해 학습한다. 두 번째 모델(STN)은 입력 이미지

정보만을이용해이미지일부영역을찾는다. 제안하는모델과다

른 점은 이미지 정보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 조건화를 할

수없다. 특히 DAQUAR데이터집합에는동일한이미지에대해복

수의 질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정도는 약하지만 무작위 예

측을피할수없다. 이모델은공간변형네트워크의모델과같다.

5 결과

정량적 평가 결과는 표 1와 같다. 비교 모델인 Conv와 STN은

주어진 객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시각적 주의를 수행할 수 없

으므로 현저히 낮은 성능을 보인다. 정성적 결과는 그림 2을 참조

한다.

표 1: 실내 환경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정확도. Rand는 W
을 랜덤 초기화 후 고정하는 반면 Embed는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학습된다.

Model Train Valid Test

Conv 30.95 11.37 6.06
STN 30.75 9.56 6.40

Multi-STN-Rand (ours) 85.76 78.04 69.36
Multi-STN-Embed (ours) 88.56 82.95 81.48

6 결론

공간 변형 네트워크에서 위치 측정 모듈을 다중 모달 학습을 하

도록 개선하여 능동 시각을 수행하는 통합 인지 체계를 제안하였

다. 이체계는주어진텍스트정보를이용하여효율적으로이미지

를샘플링할수있었고,기존에는풀기어려운문제에서상당한차

이를두고좋은성능을보였다. 본연구는주어진텍스트정보를한

단어로제한하였지만순환신경망을이용한언어모델을사용하여

추가적인개선이있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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