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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컨버전스가 진행됨에 여러 모달리티가
혼재된 형태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용자 중심
의 검색 및 추천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러한 멀티모달 데이
터에서의 정보 추출 및 연관성 분석 기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출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간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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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기법을 제시하고, 온라인상에서 기사와 상품 간의
연관 검색을 사진 정보만으로 실행한 사례를 보인다. 연관
성 모델링 기법으로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확장하여 Bi-Source 토픽 모델
기법(BSTM)을 제시한다. 자체 구축한 한국어 잡지 기사
사진 및 쇼핑몰 상품의 사진 데이터에 BSTM을 적용하여,
기사와 상품 간 공통의 컨텍스트를 표현하는 토픽을 추출
하고 두 출처에서 얻은 사진 간의 연관관계를 토픽 분포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계량화할 수 있음을 보인다. 연관검색
성능 평가를 위해 상품 사진 질의에 대해 유사도를 기준으
로 선별한 상위 4～6개의 상품의 카테고리를 확인한 결과
50～60%대의 적중률로 동일 카테고리 상품이 검색되었으
며, 기사 사진을 질의로 한 관련 상품 검색 테스트 결과 다
양한 잠재적 연관성이 반영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키워드 : 토픽 모델링, LDA, Bi-Source 토픽 모델, 이
미지 연관 검색, 기사-상품 연관 검색
Abstract With the progress of digital convergence,
multimodal data is generated in torrents. User-centric
retrieval and recommendation services in this
environment demand methods for multimodal information retrieval and associative analysis. In this paper,
an associativity modeling method is presented for
datasets from various sources and results are shown in
online article-goods associative search just based on
images. The model is named as a Bi-Source Topic Model
(BSTM), which is an extension of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An image dataset is constructed with pictures
in Korean magazines and an online shopping mall. With
BSTM, we can quantify associativities between images
from magazine and mall based on the similarity of topic
proportions in images. With a testset of goods images for
evaluation, it is shown that proposed method results in
about 60% success rate based on category information of
goods. Given article pictures as queries, various goods
are retrieved which contain interesting semantic
relations.
Key words : Topic Modeling, LDA, Bi-Source Topic
Model, Associative Image Retrieval,
Article-Goods Associativ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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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및 연관성 분석 기법이 필수적이다.
멀티모달 데이터의 연계에 대해서는 비디오 분석[2],
정보검색[3], 인간-컴퓨터 상호작용[4] 등 다양한 분야에

(a)

서 지속적인 연구주제로 다루어져왔다. 이들 사례에 적
용된 기법들은 각각 특수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의
미 있는 결과를 얻었으나, 보다 지능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의미 또는 맥락의 표현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모달 연계 분석의 한 경우로서, 다

(b)

양한 출처에서 생성된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처 간
의 의미적 연관성을 학습하는 문제를 다룬다. 출처가 다
른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데이터의 특성값 공간(feature space)을 단일화하여 표현하기보다는, 출처별 특성

그림 1 (a) LDA의 확률 그래프 모델 표현 (b) LDA를

을 반영한 개별 특성값 집합을 정의하고 두 출처 공통

확장한 Bi-Source Topic Model(BSTM) 기법

의 ‘맥락’을 표현하는 은닉 변수를 두어, 은닉 변수 단계

의 확률 그래프 모델 표현

에서 연관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5]를 기반으로 개발한 이중

변화 모델링[7,8], 이미지와 캡션 관계 모델링[9], 소셜

출처(bi-source) 토픽 모델 기법(BSTM)을 제안한다.

네트워크 기반 추론[10] 등에 활용되고 있다.

BSTM 모델을 이용하면 두 출처에서 얻은 데이터

2.2 Bi-Source 토픽 모델

간의 연관성을 토픽 분포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계량화

두 출처(bi-source)에서 수집된 데이터 간의 연관성

할 수 있다. BSTM을 이용한 기사-상품 연관 검색 및

학습을 위해 출처별 특성값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두 출

추천은 기사와 상품을 표현하는 특성값을 구분하여 정

처간 공통의 컨텍스트를 표현하는 토픽을 가정하는 경우

의하고 공통의 토픽을 추출하여 기사 대비 유사 토픽

그림 1(b)와 같은 형태의 이중 출처 토픽모델(BSTM)

분포를 가지는 상품을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을 설정할 수 있다. LDA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집

기사-상품 연관 검색은 사진 정보만을 이용하는 경우
를 가정한다. 사진 집합으로부터 시각단어(visual word)

합이 이산화된 특성값(feature)의 bag-of-words 형태로
표현 가능한 경우 BSTM의 확률 모델은 다음과 같다:

를 정의하고 각 사진을 시각단어의 빈도 벡터로 표현한

BSTM의 확률 모델

다. 모델 구축 및 기사-상품 연관 검색의 적용 사례로

1. 문서별 토픽 분포 :   ∼ 

는, 온라인상에서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2. 단어별 토픽 배정 :    ∼  

잡지 기사와 쇼핑몰 상품을 선별하고, 두 출처의 이미지

3. 토픽의 출처별 단어 분포 :

정보만을 이용한 연관 검색 결과를 보인다.
이후 논문 구성은, 2절에서는 여러 출처에서 획득한


 

 ∼   ,  ∼  
 

 

 

 

동종 데이터의 연관성 모델링 기법으로서 Bi-Source 토

4. A의 단어 분포 :      ∼  

픽 모델 기법(BSTM)을 제시하고, 3절에서 BSTM 기

5. B의 단어 분포 :      ∼  

반 기사-상품 연관 검색 절차를 요약한다. 4절에서 실

LDA와는 달리 각 출처별 토픽-단어 분포를 구분하

험 설계 및 결과를 정리한 후 5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2. Bi-Source 토픽 모델링 기법
2.1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 기법은 LDA 기반의 문서 분석모델[5]이다.
LDA에서 각 문서는 토픽의 확률적 혼합체로 표현되며,
각 토픽은 단어의 분포로 표현된다. 이러한 관계는 그림
1(a)와 같은 확률 그래프 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여 표현한다. BSTM 모델 학습은 [7]에서 LDA 학습
알고리즘으로 제시한 뭉개진 깁스 샘플링(collapsed Gibbs
sampling) 기반 사후확률 추정과정을 그대로 따르되,
사후확률 계산식을 (1)과 같이 재계산하였다.
(1)
  z    ∙∝
 
 
    

   
   
 





 
 
 


 







  
 
 
    

 

LDA 기반 토픽 모델링 기법은 기존의 pLSI 기반 토

식 (1)에서 ‘∙’은 현재 인덱스 i 를 제외한 다른 모든

픽 표현기법[6]의 단점을 보완한, 의미론적 표현법의 새

단어 및 문서의 인덱스, 하이퍼파라미터를 총괄하여 간

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7]. 이 기법은 단순

략히 표현한 기호이다. 현재 단어 wi 가 두 출처 A, B

문서 모델링 이외에도, 주요 저널에서의 장기적인 토픽

모두에 존재하면 wi = wA,i = wB,i, 한쪽에만 포함되면, 예

Bi-Source 토픽 모델 기법을 이용한 기사-상품 연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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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STM 기반의 기사-상품 연관 검색 개념도
학습된 BSTM모델에서  는 각 사진을 토픽의 분포
그림 2 BSTM 모델 학습 알고리즘

로 표현한다. Hellinger distance[8](식 (2))로 이미지의
토픽 분포 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이미지 간 유사

 


를 들어 A에만 포함되면 wi = wA,i,  
= 0이다.  ,

 

 



 는 출처 A 및 B의 단어 수,  
및  
는 출처

A에서 단어  가 현재 위치  를 제외하고  번째 토픽

도로 활용한다.


           
   
   

 ∈ 



(2)

3.2 그림 데이터에 대한 시각단어 정의


에 할당된 횟수 및 A에서 j 번째 토픽 출현 수, 
  는

그림 데이터의 특성값은 연속 변수로 다루는 경우가

문서 에서 번째 단어를 제외하고  번째 토픽에 할당

많으나, 최근 시각단어(visual word) 형태의 특성값도

된 단어의 빈도합이다. 깁스 샘플링 결과를 바탕으로 문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시각단어로 특성값을 정의하는 경

서내 특정 토픽의 확률 및 소스별 토픽별 특정 단어의

우, 그림 데이터를 이산화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LDA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전체 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다.

및 BSTM에서도 바로 적용 가능하게 된다.

BSTM에서 설정할 기본 파라미터는 ,  ,  및

시각단어는 다양한 그림에서 관측된 비슷한 패턴을

토픽의 개수 K 가 있다. 는 각 문서에 포함되는 토픽

기반으로 정의한다. 문서를 단어의 집합으로 볼 수 있는

의 수에 영향을 준다. 기존 LDA에서(그림 1(a))  값

것처럼, 하나의 그림도 여러 시각단어의 집합으로 볼 수

이 커질수록 동일한 데이터를 표현하는 토픽의 수는 감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미지

소하는 경향이 있다[7]. BSTM에서는  와  가  와

코퍼스를 Bag-of-Visual-Word로 표현한다.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며, 두 파라미터 값은 유사한 값을
부여하여 토픽의 수를 조절한다. ,  ,  값에 대해
데이터 기반 추정치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나[5],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경험적인 값을 할당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토픽 수 K는, 문제에 따라 정해지는 척도를 기
준으로 여러 후보 중 최적의 값을 선택한다.

3. 기사-상품 연계 모델링

이미지에서 특성값을 추출하는 기법으로 SURF[11]를
사용한다. SURF로 추출한 저수준 특성값을, 비슷한 패
턴 단위로 모으기 위해 평균이동(mean shift) 클러스터
링[12]을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클러스터링 수행 결과
발견된 군집의 수가 시각단어의 수로 결정된다. 질의 그
림 내의 각 특성값에 대해 클러스터별로 학습한 일종
(one-class) 분류기인 SVDD[13]를 적용하여 시각단어
를 할당한다.
3.3 학습데이터 구축 및 BSTM 모델 학습

3.1 BSTM 기반의 기사-상품 연관 검색
이 절에서는 BSTM을 이용하여 기사와 상품 간 연관

모델의 적용 대상으로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잡지와 쇼핑몰 상품을 선별하였다. 잡지는 ‘스토리서치’

관계를 표현하고 검색/추천에 활용하는 절차에 대해 정

에서 제공되고 있는 뷰티라이프, 마이웨딩, 프리빌리지,

리한다. 특히, 사진 정보만을 이용하여 기사-상품 연관

세 잡지의 2007～2008년도 컨텐츠를, 쇼핑몰 상품 사진

검색을 수행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BSTM 기반 연관 검색의 개요적 절차는 기사와 상품
사진을 시각언어 형태의 특성값(feature)을 정의하여 각

은 ‘스토리샵’에서 판매 중인 리빙/주방/육아 관련 37개
카테고리의 상품을 선별하였다. 수집한 잡지기사 사진
은 4,816개, 쇼핑몰 상품 사진은 5,375개이다.

각 표현하고, 공통의 토픽을 추출하여 기사 대비 유사

시각단어 학습 데이터로는 쇼핑몰 상품 사진의 각 카

토픽 분포를 가지는 상품을 선별하는 과정이다(그림 3).

테고리마다 2장씩 선정하여 얻은 74개의 사진과 잡지,

252

정보과학회논문지 :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제 17 권 제 4 호(2011.4)

표 1 두 출처의 사진 데이터에서 추출하여 최종 선별한
시각단어의 출처별 부분집합 구성
집합

기사

상품

시각단어수

V1

○

○

376

V2

×

○

394

V3

○

×

775

쇼핑 사진 데이터 개수의 1/200에 해당하는 24, 27개의
이미지를 랜덤하게 선택하여 총 125개 사진을 사용하였
다. 학습 데이터에서 추출한 약 16만 개의 SURF 특성
값에 평균이동 클러스터링과 SVDD를 적용한 결과
6,968개의 시각단어가 생성되었다.
두 출처의 모든 사진에서 시각단어의 빈도를 계산한

그림 4 연관검색 성능 평가용 데이터 내에서의 질의용
사진 및 연관검색 결과의 예

후, 빈도 합계가 3 미만인 시각단어 5,411개 및 사진별
빈도평균이 100 이상인 시각단어 12개를 제거하고 남은
1,545개의 시각단어를 최종 선별하였다. 출처별로 구분
한 시각단어의 집합 구성은 표 1과 같다. 선별된 시각단
어의 빈도가 전체적으로 0인 사진 362개를 제거하고 남
은 기사 및 상품 사진 각 4,694개 및 5,134개를 BSTM
의 모델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표 2 토픽의 수(K) 및 유사 아이템 선별 수(Top-N)를
기준으로 살펴본 연관검색 성공률. 5회 반복 결과
평균±표준편차(단위: %)
K

Top-4

Top-5

Top-6

10

57.8±2.3

43.9±1.9

51.0±2.9

20

58.0±2.0

45.7±1.1

52.4±1.4

BSTM 모델 구축 알고리즘(그림 2)은 토픽 모델링

30

53.6±2.9

39.6±3.4

48.1±1.5

툴박스(Topic Modeling Toolbox)를 기반으로 구현하였

37

53.3±3.4

38.6±2.1

45.3±2.7

다. 하이퍼파라미터의 값은  = 5/K,  =  = 0.005로

40

53.7±2.6

38.7±2.7

45.1±2.8

50

50.2±3.0

36.5±2.9

42.5±2.2

60

50.2±1.3

35.0±2.2

41.0±1.3

설정하고, 토픽의 수 K는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
양한 설정값을 테스트 후 선별하였다.

4. 실험 및 결과
4.1 두 출처간 공통 컨텍스트 추출
학습 데이터에서 정의, 추출한 시각단어는 표 1과 같
이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V1∪V2 집합은 기사 사진의
디스크립터(descriptor)로, V1∪V3 집합이 상품 사진의
디스크립터로서 적용된다. V1 집합은 두 출처에 공통으
로 나타나는 특징을 반영하며, 학습한 모델의 대부분의
토픽에서 확률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그림단어가 V1
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V2 및 V3에 포함된

의로 제시하고 Hellinger distance 기준 Top-N 중 동
일 카테고리 상품의 포함 비율이 50% 이상이면 ‘성공’
으로 판별한다. 웹브라우저 또는 모바일 기기 상에서 보
여줄 추천 상품의 적정 수를 고려하여 N = 4,5,6인 경우
를 살펴보았으며, 토픽의 수는 학습데이터 상품의 개수
인 37을 기준으로 다양한 범위의 수를 체크하였다.
평가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N=4인 경우 50～60%대
의 성공률을 얻었으며, K=20인 모델의 평균 및 최대 성
공률이 가장 높았다. 그림 4에 N=4인 경우 질의 및 연

그림단어의 빈도 분포는 희박(sparse)하며, 각 토픽에서

관 검색 결과의 예를 정리하였다.

의 확률분포 합은 0.1 미만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두 출

4.3 기사-상품 연관 검색 결과

처간 공통의 컨텍스트가 잘 추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는 토픽의 수 K=20인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

4.2 상품 사진 연관성 기반 성능 평가

데이터 내에서 기사 사진을 질의로 연관 상품의 사진을

3.3절에서 설명하였듯이, 상품에는 카테고리 정보가

검색한 결과의 예이다. 두 번째 행의 결과와 같이 유사

별도로 부여되어 있으며, 이 정보를 BSTM 모델의 연

상품(목걸이)이 추천되는 것이 정확도 측면에서 바람직

관검색 성능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하나, 첫 번째 행의 예(귀부인-악세사리), 네 번째(거실-

성능 평가를 위한 데이터로 상품 중 5개 카테고리(귀

실내용품) 및 다섯 번째 행의 예(신부-각종 혼수상품)와

걸이, 벽시계, 수저포크나이프, 쿠션대쿠션, 플레이트접

같이 질의와 검색 결과의 의미적 연상 관계가 추출되는

시)를 선별하고 각 카테고리 별로 50개씩, 250개의 상품

것이 다양한 사용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사진을 지정하였다. 평가데이터 내에서 각 그림을 질

고무적인 결과로 보인다.

Bi-Source 토픽 모델 기법을 이용한 기사-상품 연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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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진정보’만을 사용하여 학습한 BSTM을 적용하여 잡지기사-상품 연관 검색을 실행한 결과. 질의 사진에 대해
유사도가 큰 상위 4개의 상품을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질의 사진의 소유권은 (주)ddh에 있으며 무단 전재를 금함)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별개의 도메인 간 연관성 분석 및 검
색을 위한 모델로서 Bi-Source 토픽 모델(BSTM) 기
법을 제안하고, 기사-상품 연관 검색에의 응용 사례를
보였다. 한국어 잡지 기사 사진 및 쇼핑몰 상품의 사진
데이터에 BSTM을 적용하여, 기사와 상품 간 공통의
컨텍스트를 표현하는 토픽을 추출하고 두 출처에서 얻
은 사진 간의 연관관계를 토픽 분포의 유사도를 기반으
로 계량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상품 사진 내의 연관 검
색 결과 최대 60%의 적중률을 얻을 수 있었으며, 기사
사진을 질의로 한 관련 상품 검색 결과 다양한 잠재적
연관성을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 토픽 간의 연관성까지 고려하는 신
규 모델을 개발하고, 상품의 카테고리 정보 또는 기사의
텍스트 컨텐츠를 반영하도록 모델을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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