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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집중 알고리즘은 방대한 크기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으로 제안되어 고화질 이미지 및 동영상, 기계 번역등에
활용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집중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집중 기여도를 계산하기 위한 별도의 신경망 구조를 필요로 하
고, 이것은 학습 변수의 수를 늘릴 뿐 아니라 문제에 대하여 집중 알고리즘을 오버피팅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한 해결법
으로 처리할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기여도를 일반화, 수식화하고, 모델이 스스로 집중할 구역을 설정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분산 필터의 방식으로 이미지에 대한 패치 집중 알고리즘을 수식화하여 제안하고, 이를 변분 오토인코더에 활용하여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분산 필터를 활용할 때 HSV 채널과 RGB 채널로 각각 분산을 계산하였다. CLEVR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분산 필터 패치 집중 알고리즘을 활용하였을 때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변환시킨 것이다. 기존의 정보 병목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샘
플링 과정을 통해 참조되지 않은 이미지를 생성한다.

기계 학습의 관점에서 비지도 학습은 특성 추출의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고전적인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들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하여 특성을 빠르게 추출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어지지 않은 데이터에 대하여 유의미한 특성 정보를 뽑아내는 것

변분 오토인코더는 기존의 오토인코더에서 잠재공간을 하나의
층이 아닌, 평균 µi 와 표준편차 σi 에 대한 층으로 나누어 표현한다.
해당 잠재변수들을 활용하여 정규분포 N (µi , σi2 )에서 추출하고 이
를 토대로 본래의 이미지를 재생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에 대하여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성 추출의 비일반화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가우시안 가정을 통한 생성모델을 활용한다. 그 중 변
분오토인코더(Variational AutoEncoder)는 대립생성망(Generative

해당 모델의 학습은 ELBO(Evidence Lower BOund)로 일컬어
지는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것에 있다. ELBO는 이미지 재생성
에 대한 부분과 추출하는 사전 분포의 제약조건의 합으로 표현된다.

Adversarial Network)에 비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렴한다.
집중 알고리즘은 큰 데이터에서의 정보 추출에 대한 새로운 알
고리즘으로 대두되고 있다.[1] 방대한 크기의 데이터를 작은 단위

L = Ez∼qθ (z|xi ) [log(pφ (xi |z))] − DKL (qθ (z|xi )||p(z))

(1)

로 쪼개어 정보의 기여도에 맞추어 이를 활용하는 집중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모델을 잘 적응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집중

변분오토인코더의 경우 정보 병목 및 가우시안 가정으로 인하여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 변수들이 필요하며, 구현 재생성되는 이미지가 흐려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모델의 특성
된 집중 알고리즘이 주어진 한 문제에 오버피팅한다는 단점이 있 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 집중에 대한 기여도를 일반화, 수식화하
여 정의하고, 2) 모델이 스스로 자신이 집중할 구역을 설정하도록 2.2 패치 집중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없이 집중 정도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해당 방식을 이미지 재생성에
활용하여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2

집중 알고리즘은 방대한 데이터에 대하여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
한 부분만을 집중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
로 데이터를 어떠한 단위로 나누고, 각 단위에 대하여 기여도를 계
산하여 가중치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미

선행 연구

지를 적절한 크기로 분할하여 각각에 대하여 인코딩하고, 이를 활
용하여 기여도를 계산하고 패치 집중(patch attention)이라고 한다.

2.1 변분 오토인코더
변분 오토인코더(Variational AutoEncoder)[2]는 기존의 이미지
재생성 모델인 오토인코더에 샘플링 기법을 부가하여 생성 모델로
1)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5-0-00310-SW.StarLab, 2017-0-01772-VTT, 2018-0-00622-RMI, 2019-001367-BabyMind), 한국산업기술진흥원(P0006720-GENKO)의 지원을 받았음.

패치 집중을 활용할 때, 각각의 패치에 대한 상대적 위치 정보를
기억하기 위하여 패치 위치를 부가적인 입력값으로 제공한다. 이
전 Minecraft 데이터셋을 활용한 비지도학습 알고리즘[3]에서는 패
치의 절대적 위치 좌표로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위치 좌표를 각각 cos, sin함수로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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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집중 알고리즘들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에 맞추어 3.2 분산 필터 기반 패치 집중 오토인코더
집중도를 계산하도록 유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들은 집중 3.2.1 인코더 부분
알고리즘을 다양한 문제 환경에 접목시키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모델의 인코딩은 이미지를 패치화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미
학습되는 변수의 수를 지나치게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
지가 일정 크기로 패치화 되면 각각의 패치에 각 패치의 위치정보를

에서는 이를 컴퓨터 비전의 접근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덧붙인다.(concatenate) 이미지를 기준으로 패치의 절대적 위치 값
을 (x, y)로 표현할 때, 위치 정보는 각 좌표 값을 cos, sin 함수를 거
쳐서 표현한다. 위치 정보가 포함된 패치는 동일한 인코더(siamese
network)를 거쳐 특징을 추출한다.

3 모델 설계

동시에 이미지에 대한 에지를 검출하고 이를 각 패치에 맞게 최
대 추출 및 소프트맥스를 거쳐 조정된 에지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3.1 분산 필터를 활용한 패치 집중 알고리즘

각 패치의 정보와 가중치 합한다. 식 6는 집중 알고리즘을 개략적
컴퓨터 비전 분야에 있어 다양한 에지 검출 알고리즘들이 소개되 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Pij 는 (i, j) 위치의 이미지 패치를 의
었다. 이 중 분산 필터의 방식은 두 번의 합성곱(convolution) 연산

미한다. 계산된 P̄ 를 활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벡터를 계산한다.

을 통하여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에지 검출이 가능하
himg /K wimg /K

다. 분산 필터는 각각의 커널에 대하여 내부 값들의 분산을 구하는

P̄ =

것을 통해 에지 검출을 하는 기법이다. 한 커널에 다양한 색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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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 있을 경우, 해당 커널은 에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분산이 클수록 더 다양한 색채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기여도를 높

3.2.2 디코더 부분

임으로 해당 정보를 더 습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변분 오토인코더와 동일하게 샘플링 과정을 거친 뒤 생
성된 잠재 벡터를 패치에 맞게 복제하였다. 각각의 복제된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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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서 각 패치별 이미지 정보를 재생성한다. 재생성된 정보를
패치의 위치에 맞게 결합하고 다시 역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
transpose network)를 거쳐 이미지를 재생성한다.

Xj+k,i+s,c

(3)

4 실험 설계

p
k=−b p
2 c s=−b 2 c

A = Attention(X) = Sof tmax2D(M axP ooling(V, K)) (4)

4.1 데이터셋 설정

p는 커널의 크기를, C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총 채널 수이다. K

본 실험에는 CLEVR 데이터셋을 활용하였다. CLEVR의 기존

는 이미지 패치 크기이다. 분산 필터를 활용한 패치 집중 알고리즘

태스크는 질의응답과 관한 것이나, 이미지만을 활용하여 이미지 재

은 필터를 통해 생성된 에지 정보를 최대 풀링(max-pooling)하고,

생성의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데이터셋의

이 값들을 소프트맥스(softmax)를 거쳐 평준화한다.

이미지 속 객체들이 다양한 질감(texture)과 형태를 가지고 상호 관

분산필터를 RGB 이미지에 사용하는 경우, 무채색과 유채색 간,
혹은 어두운 색 사이에서 분산값이 작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난다.

계를 맺으며 놓여있기 때문이다. 원본 이미지의 크기가 충분히 크
기 때문에 윤곽 정보의 손실이 적은 것 역시 또 다른 이유이다.

이는 RGB 방식이 색상 표현에 있어 비효율적임을 시사한다. HSV
의 경우 색채를 채도와 명도, 색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

4.2 실험 환경 설정

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HSV 방식의 경우, 색채가 색상
환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의 채널에 대한 분산을 계산할
수 없다. 식 5를 통해 색채와 채도를 2차원 좌표상에 표현하였다.
X = cos(H) × S k ,

Y = sin(H) × S k

VFVAE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각 데이터셋에 대하여 이미지 재
생성을 진행하였다. 주어진 모델에 대하여 각각 집중 알고리즘이
없을 때와 RGB 및 HSV 채널을 이용하여 집중 알고리즘을 활용하

(5)

였을 때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집중 알고리즘이 없는 경우
는 모든 패치에 대하여 동일한 가중치가 주어졌다고 가정하여 계산

H와 S는 각각 색채와 채도를 의미하며, H ∈ [0, 2π), S ∈ [0, 1] 하였다. 각 실험에 대하여 학습 가능 변수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이다. k의 거듭제곱꼴은 채도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낸 것이다. 실
험에 사용된 k의 값은 1이다.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하여 이미지를 충분히 큰 크기로 변환하여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변환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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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FVAE의 모델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미지는 패치 단위로 쪼개어져 위치 정보 후 덧붙인 후 인코더를 거치고, 평준화된 에지
정보와 가중치 합한다.3.2.1 추출된 잠재 벡터는 위치 정보와 덧붙여져 디코더를 거친 후 이미지를 재구성한다.3.2.2
Losses
MSE
Cross-Entropy

Attn(HSV)
0.00145
0.67410

Attn(RGB)
0.00147
0.67412

오토인코더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No Attn
0.00162
0.67446

6

표 1: 결과에 대한 표이며, 테스트셋으로 각각 10회 평균하였다.

결론
분산 필터를 활용하여 패치 집중 알고리즘을 구현하였고, 이를

미지 픽셀의 수를 가로, 세로 모두 256으로 두었다. 패치의 크기는
32로, 하나의 이미지를 총 64개의 패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잠재
벡터의 크기의 경우 512로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변분 오토인코더에 접목하여 이미지를 재생성하는 실험을 진행하
였다. 분산 필터에 제공되는 이미지를 RGB 및 HSV의 채널로 제
공하여 각각의 경우를 비교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집중 알고리즘을
활용할 때가 집중 알고리즘이 없는 경우보다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분산 필터를 활용한 비학습 집중 알고리

5 실험 결과

즘이 충분히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HSV 채널을 활용할

실험의 정량적 결과는 평균제곱근편차(MSE)와 교차 엔트로피 때와 RGB 채널을 활용할 때의 정량적 성능은 거의 동일하였다.
해당 방식을 정보 이론적 시점에서 보면 윤곽 주위에 색채에 대
를 활용하였다. 표 1를 보면 패치 집중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을 때
의 결과가 집중이 없는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볼 수 있 한 정보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 외의 경우는 윤곽 주위의 정보를 조
다. 즉, 큰 이미지에 대하여 모든 패치에 대해 가중치를 동일하게 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증명 및 이를 활용한 알고리즘의
수렴성을 증명하는 것을 추후 연구로 둔다. 본 연구를 활용하면 인

둘 때보다 다르게 설정할 때 효율적임을 나타낸다.

간과 유사한 제한된 시각을 가진 에이전트에 대한 능동 시각(active
vision)을 모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계열 데이터에 대하여 시야
를 제한하여 물체를 식별하거나 정보를 습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트를 연구하는 것 역시 추후 연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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