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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시각을 이용한 이미지-텍스트 
다  모달 체계 학습

(Active Vision from Image-Text Multimodal 

System Learning)

김 진 화
†
      장 병 탁

††

                                (Jin-Hwa Kim)       (Byoung-Tak Zhang)

요 약 이미지 분류 문제는 인간 수 의 성능을 보이지만 일반 인 인식 문제는 어려운 들이 남아

있다. 실내 환경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정보 처리의 양을 효율 으로 일 필요성이 있다. 정보의 양

을 효율 으로 일 수 있도록 상 객체의 치 측정을 한 변분 추론, 변분 베이지안 등의 방법이 소

개되었지만, 모든 경우에 한 주변(marginal) 확률 분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 으로 계산하기 어

렵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변형 네트워크(Spatial Transformer Networks)을 응용하여 능동 시각을 이용

한 이미지-텍스트 통합 인지 체계를 제안한다. 이 체계는 주어진 텍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지의 일부

를 효율 으로 샘 링 하도록 학습한다. 이를 통해 통 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당한 격

차로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제안하는 모델을 통해 샘 링 된 이미지를 정성 으로 분

석하여 이 모델이 가지는 특성도 함께 살펴본다.

키워드: 시각 주의, 능동 시각, 객체 인식, 딥 러닝

Abstract In image classification, recent CNNs compete with human performance.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more general recognition. Herein we deal with indoor images that contain too much 

information to be directly processed and require information reduction before recognition. To reduce 

the amount of data processing, typically variational inference or variational Bayesian methods are 

suggested for object detection. However, these methods suffer from the difficulty of marginalizing over 

the given space. In this study, we propose an image-text integrated recognition system using active 

vision based on Spatial Transformer Networks. The system attempts to efficiently sample a partial 

region of a given image for a given language information. Our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a 

significant improvement over traditional approaches. We also discuss the results of qualitative analysis 

of sampled images, model characteristics, and its limitations.

Keywords: visual Attention, active vision, object recognition,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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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한 콘볼루션(convolution) 인

공 신경망[1]은 통 인 역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

게 계산할 수 있고, 시각 특징 라미터들을 통합된 체

계 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특징 라미터를 

찾는 다른 방법들이나 구조 으로 복잡한 다른 방법들

보다 연구 방법으로 폭넓게 선택 받고 있다. 한 풀링 

과정을 통해 제한 이지만 공간 변형에 한 강인함도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

콘볼루션 인공 신경망은 입력 정보가 공간 으로 상

 계가 높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상 으로 은 수

의 커  라미터를 통해서 입력 정보를 다른 차원으로 

사 시킨다. 콘볼루션 층에 이어, 풀링(pooling) 층에서

는 지역 으로 일부 값만 다음 층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풀링 층의 커  크기에 따라 제한 이지만 효율 인 공

간  유연성을 가진다.

하지만 풀링 층이 할 수 있는 공간 인 유연성은 극

히 제한 이어서 입력 이미지의 확   축소, 회 , 이

동 등의 어 인(affine) 변형에 취약한 성격을 가진다. 

이를 해결하기 한 단순하지만 직 인 방법은 입력 

이미지를 임의로 확 나 축소, 회 , 이동을 시킨 추가

인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이를 고려하는 목  함수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이다[2].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 가정하고 있는 단일 객체 분류 

문제를 벗어나기 한 시도  하나로 어 인 변형을 

생각할 수 있다. 시각 주의 기반 인공 신경망 모델은 학

습된 가상 인 시각 주의를 바탕으로 입력 이미지의 일

부 역을 선택하고 이를 상으로만 학습한다. 이러한 

모델의 학습을 해 넓은 공간에 노이즈와 함께 어 인 

변형을 한 숫자 이미지를 보여주거나[3,4], 한 자리 수 

이상의 숫자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이용한다[5]. 자연 이

미지에 한 문제에서는 국소 인식 콘볼루션 인공 신경

망[6]과 다  객체 인식[7], 주의 기반 순환 신경망 연구

[8]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연구된 공간 변형 네트워크[9]는 세 가지 

하  모듈로 구성된 병렬 구조의 인공 신경망 체계로 

주의 공간에 한 역  알고리즘의 경사도를 이용해 

어 인 변형 라미터를 학습하는 독특한 네트워크이다. 

주의 기반 모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변분 베이지안 

학습에서는 사후 확률 분포를 계산하기 해 모든 주의 

샘 링에 한 주변 확률 분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분 

최소 경계 함수에 한 이론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5,10]. 반면 공간 변형 네트워크는 역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합된 체계로 학습이 가능하고 경사

도 기반의 다른 학습 네트워크와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는 이론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변형 네트워크와 이미지-텍스트의 

다  모달을 이용하여 시각주의를 학습하고 주의의 결과

인 능동 시각(주의된 일부 시각 역 정보)의 정보  유

용성을 보이고자 한다. 공간 변형 네트워크 연구에서는 

어 인 행렬 라미터를 찾기 해서 주어진 이미지에 

해 콘볼루션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 지만 우리는 실내 

환경에서 주어진 여러 후보 객체들 에서 선택의 조건

이 되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어 인 행렬 라미터를 찾

는다. 따라서 이미지-텍스트 다  모달을 통한 주의 모

델의 학습은 일반 인 형태의 시각 정보를 텍스트 상호

작용을 통해 자동 으로 학습하는 기  연구가 된다.

이 연구의 기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간 

변형 네트워크 연구의 확장으로, 이미지-텍스트 다  모

달 조건 상에서 정보 으로 유효한 이미지 세부 역을 

찾는 체계 모델을 제안한다. 강화 요인인 정답 텍스트로

부터 입력 데이터까지 역  알고리즘을 통해 이 모델

을 통합 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객 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량 인 방법을 제안

하고 정성 으로도 평가해본다.

2. 공간 변형 네트워크

2.1 공간 변형 네트워크의 구성

공간 변형 네트워크[9]는 크게 세 가지 하  모듈로 구

성된다. 치 측정 모듈(localization net)은 공간 인 정

보가 포함된 입력 정보로부터 유효한 공간 역을 선택할 

수 있는 라미터를 학습하는 하  모델이다. 이 모델은 

어떠한 형태의 함수도 될 수 있지만 일반 인 선택은 어

인 행렬의 6개의 라미터 를 근사하는 콘볼루션 인

공 신경망이다. 6개의 라미터는 확   축소, 회 , 이

동 등을 표 할 수 있는 ×  행렬로 다시 표 된다.

격자 생성기(grid generator)는 입력 이미지  의 각 

픽셀의 치를 나타내는 x, y 좌표들의 균등 간격의 기

 격자  , 를 어 인 변형 행렬 를 이용해 사

시킨 변형 격자  를 얻는다.

샘 러는 다시 입력 이미지 와 변형 격자  를 

이용하여 입력 이미지의 일부 역  를 구한다. 이 때 

변형 격자가 나타내는 입력 이미지 좌표들은 정수가 아

닐 수 있으므로 이 선형 보간법(bilinear interpolation)

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2.2 이미지 샘 링의 미분

앞에서 샘 링된 이미지는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9].


 











 max 

 ma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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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채  c를 가지는 i-번째 좌표의 화소 값이며, 

2차원 이미지에서 i의 범 는 [1,  × ]이다. H는 이

미지의 높이, W는 이미지의 폭을 나타낸다. 
 은 입

력 이미지에서 채  c,   좌표의 화소 값이다. 오

차 역 를 해 샘 러에서 사용한 입력 이미지 U와 

변형 격자 
의 좌표 

 에 하여 각각 경사도를 

구하면 아래와 같다.

















max 
 max 

 

(2)




















 max 

 ⋅
 

(3)

where

           
  










 if 
 ≥ 

 if  ≥ 


 if  


 (4)


에 한 경사도 역시  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

할 수 있다. 치 측정 모듈에서 
와 

는 선

형 인 행렬 곱에 한 편미분이므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3. 다  모달 치 측정

다  모달 학습은 서로 다른 통계  성질을 가진 모

달 간의 공통된 정보를 학습한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깊

은 학습(deep learning)을 통해 각 모달의 상 (추상) 

개념을 먼  학습한 후 공통된 정보를 학습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11-14]. 우리는 이 방법을 차용, 이미지 상

 정보와 텍스트 상  정보를 이용하여 치 라미터 

를 찾고자 한다.

먼  자연 이미지 데이터 집합인 ImageNet를 미리 

학습한 16층 VGG 네트워크[15]의 앞 콘볼루션 4층을 

이용하여 입력 이미지의 특징 벡터 ∈ℝ ×  × 를 구

한다. 공간 정보를 유지하기 해 마지막 풀링 이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는 다시 선형 사 을 통해 ∈ℝ

가 된다. 오차 역 는 이 선형 사 까지 이루어지고 

VGG 네트워크의 라미터는 편의상 고정시킨다. 입력 

텍스트의 한 단어는 ∈ℝ와 같이 300 차원의 벡터

로 엠베딩(embedding) 된다. 각 단어는 동일한 벡터 값

으로 사 하며, 기값은 무작 로 주어지고 오차 역

로 학습한다.

치 측정 모듈은 이제 아래와 같이 이미지 정보와 

텍스트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치를 구한다.

그림 1 제안 모델의 개념도

Fig. 1 A schematic diagram for the proposed model

                ⋅


 




 ∈ℝ ×   (5)

라미터 를 ×  행렬로 변환하고 변형 격자  

를 구하는 등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것

은 수학 으로는 어렵지 않으나 구 은 쉽지 않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각 층을 모듈화하고 입력 이미지를 처

리할 때 발생하는 병렬 구조를 손쉽게 다루기 해 오

소스 딥러닝 임워크  하나인 Torch71)이 사용되었

다. 그림 1은 제안 모델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4. 실 험

실내 환경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각 이미지에 

한 복수의 질문 집합을 가지고 있는 막스 랑크 연

구소(Max Planck Institut Informatik)의 DAQUAR-37 

[16] 데이터 집합을 이용하 다. 37개의 객체 종류가 있

고, 독립된 이미지 25개에 한 테스트 데이터 297개가 

분리되어 있다. 문제의 단순성을 해 모든 질문은 

"where is something?"의 형태로 바꾸고 "something" 

자리에는 원래 질문의 답을 넣어 이미지와 답 사이의 

정합성을 유지하 다. 이때 질문은 다시 "something"의 

형태로 간단히 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질문에 해당하는 이미

지 일부 역을 찾고자 하지만 원래 데이터 집합에는 

답에 해당하는 객체의 치와 크기를 나타내는 박스 정

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추가 인 데이터를 수

집하지 않고 정량 으로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모델이 찾은 이미지 일부 역만 가지고 정답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다시 맞출 수 있는지 동일한 콘볼루

션 인공 신경망을 비교 모델에 이용하여 정량 인 성능

을 평가한다. 성능을 측정하는 단계에서는 이미지 정보

만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측한다. (추론에서 입력 텍스

트를 다시 사용할 경우, 당연히 답을 측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쉽다.)

4.1 비교 실험

로지스틱 분류기(Logistic Classifier) 입력 이미지

1) http://torch.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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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 모델의 테스트 데이터에 한 결과 이미지

Fig. 2 Examples from the proposed model on test-split data

의 특징 벡터에 하여 로지스틱 분류를 수행한다. 실

험 결과를 가장 단순한 성능 기 선으로 삼는다.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비선형 다

층 구조로 입력 이미지의 특징 벡터에 하여 학습한다. 

첫 번째 은닉 층의 크기는 1024이고, 두 번째 은닉 층의 

크기도 1024로 하 다. 정규화 된 라미터 학습을 하

여 Batch Normalization[17] 기법을 사용하 다.

콘볼루션 인공 신경망 이 비교 모델은 이미지 일부 

역을 찾지 않고 입력 이미지  를 그 로 콘볼루션 인

공 신경망을 이용해 학습한다. 라미터 조정을 해서 

Spatial Batch Normalization[17]기법을 사용하 다. 입

력 크기 ××에 하여 콘볼루션 커  사이즈는 

3, 이동 값은 2, 패딩 값은 1을 용하여 출력 크기가

××가 되도록 하 다. 커  수는 512이다.

공간 변형 네트워크 이 비교 모델은 입력 이미지 정

보만을 이용해 이미지 일부 역을 찾는다. 제안하는 모

델과 다른 은 이미지 정보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 조건화를 할 수 없다. 특히 DAQUAR  데이터 집

합에는 동일한 이미지에 해 복수의 질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정도는 약하지만 무작  측을 피할 

수 없다. 이 모델은 공간 변형 네트워크의 모델과 같다.

4.2 제안 모델

Multi-STN-Rand 3 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이

미지와 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일부 역을 

찾고 추론한다. 치 측정 네트워크는 입력 이미지  를 

300차원의 벡터  로 사 한 후 입력 텍스트의 엠베딩 

벡터  와 연결(concatenation)하여 다시 1024 벡터로 

사 하고 어 인 변형 라미터 6개로  다시 사 한

다. 비선형 함수로 [18]를, 라미터 조정을 해

서 Spatial Batch Normalization[17] 기법을 사용하

다. 이 모델은 Multi-STN-Embed 모델과 달리 엠베

딩 라미터를 무작 로 기화 한 후 학습하지 않는다.

Multi-STN-Embed 이 모델은 Multi-STN-Embed  

모델에서 고정했던 엠베딩 라미터를 역  알고리즘

에 의해 학습되도록 하 다.

5. 결 과

정량  평가 결과는 표 1과 같다. 비교 모델인 Conv

와 STN은 주어진 객체에 한 정보를 활용하여 시각  

주의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히 낮은 성능을 보인다. 

정성  결과는 그림 2를 참조한다.

표 1 실내 환경에서 질문에 한 답을 찾는 정확도(%)

Fig. 1 Accuracy(%) results on object classification in indoor 

environment

Model Train Valid Test

로지스틱 분류기 30.95 10.59 5.05

다층 퍼셉트론 27.37 11.11 9.09

콘볼루션 인공 신경망 25.25 11.89 7.07

공간 변형 네트워크 30.75 9.56 6.40

Multi-STN-Rand (ours) 97.62 98.70 98.65

Multi-STN-Emb (ours) 98.34 99.74 98.99

6. 고 찰

본 연구에서 공간 변형 네트워크로 이미지의 일부 

역을 텍스트 정보를 통해 찾은 후 추론하 을 때 비교 

모델과 큰 차이로 좋은 성능을 보 다. 하지만 추가 인 

실험에서 그림 2에서 보인 것처럼 자동 으로 찾는 이

미지의 일부 역이 비교  뚜렷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실험 결과에서 치 측정 네트워크는 분류 문제

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부 역을 선택한다

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선택된 일부 역이 주

어진 텍스트 정보에 한 객체의 치를 찾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특정 객체의 일부 특징으로도 분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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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데 충분한 정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

간 변형 네트워크[9]의 실험을 살펴보면 체로 주어진 

이미지 안에는 하나의 객체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다  모달 체계 안에서 공간 변형 네트워크는 

주의 깊게 다룰 필요가 있다. 데이터 크기가 상 으로 

작다면  문제를 보다 크게 겪을 것이다. 많은 데이터 

상에서는 특정 객체의 일부 특징으로 치를 측정하려

는 오버 피 (over-fitting)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로는, 치 측정 네트워크의 입력을 단순히 다

 모달 정보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 

수 에서 주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할 수 있

을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텍스트 정보를 한 

단어로 제한하 지만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언어 모델

을 사용하여 추가 인 개선을 할 수 있다.

7. 결 론

공간 변형 네트워크에서 치 측정 모듈을 다  모달 

학습을 하도록 개선하여 능동 시각을 수행하는 통합 인

지 체계를 제안하 다. 이 체계는 주어진 텍스트를 이용

하여 효율 으로 이미지를 샘 링하며, 기존에는 풀기 

어려운 문제에서 상당한 차이로 좋은 성능을 보 다. 고

찰에서는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에 해서 논의하고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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