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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표상 학습을 이용한 딥러닝 이미지 특성의  

범용 분류성에 대한 실험적 분석 

 
Experimental Analyses on Generalized Discriminability of 

Deep Convolutional Image Features using Representational Learning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한 동 식 

 

 

SNS, 스마트폰등의 정보통신 서비스와 하드웨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방대한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으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자동 분류의 최근 성과 중 

하나인 딥러닝(Deep learning)알고리즘을 이용한 이미지 특성 

벡터(feature vector) 추출 방식에 대해 분석하며, 추출된 특성을 이용한 

여러 도메인의 자동 이미지 분류기를 구성하여 표상 학습(representation 

learning)을 통해 이 방식의 효용성을 알아보았다. 25,518 개의 얼굴 

이미지와 50,000 개의 물체 이미지를 학습한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들의 생성물을 이미지의 특성 벡터로써 사용하여 실험을 통해 

특성 벡터의 군집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이 특성 벡터를 이용해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방법으로 자동 분류기를 학습 할 때 

이미지 픽셀을 입력으로 학습하는 방법과 비해 더 빠른 수렴 속도와 

성능 우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활용 분야로써 실제 생활의 

가공되지 않은 이미지 데이터의 강건하고 범용적인 특성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에 딥 러닝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특성 추출, 딥 러닝, CNN, 기계학습, 이미지 분류, 인공 신경망,  

     표상 학습, 데이터 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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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본 장에서는 논문의 연구 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뒤, 이를 위한 연구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알아보며, 논문의 구성에 대해 살펴본다. 

 
1.1 연구 배경 

이미지는 현대인이 가장 빈번하고 마주치는 데이터인 동시에, 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고도화와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보급이 가져온 빅데이터 

시대의 등장으로 인해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중 하나이다. 여러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 중 특정 조건에 따라 감지하거나 분류하는 등의 작업에 대한 

수요와 연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식과 분류 과정을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가 포함하는 핵심 정보를 알아내는 특성 추출(feature 

extraction)분야 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은 컴퓨터 혹은 기계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시켜 이러한 작업들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딥러닝(Deep learning)은 

기계 학습의 방법론 중 하나로, 다양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복잡한 구조의 모형을 통해 

사람만이 가능했거나 사람을 뛰어넘는 사고방식을 학습시키는 분야이다. 이것은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디지털 신호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성공적인 시도가 있었으며, 

특히 가장 발전된 이미지 인식 문제의 경우, 수많은 인공 신경을 사용해 사람에 

필적하는 인식 성능을 보여준 바 있다. 

 

1.2 연구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이미지의 범용적인 특성을 추출해 내기 위하여, 인간에 가까운 

정보처리과정을 보인다고 여겨지는 방법론 중 하나인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학습된 

모형을 통해 추출한 특성 벡터(feature vector)를 분석하고, 이 벡터들을 입력으로 

가지는 자동 분류기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다른 도메인의 분류 작업을 학습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미지의 딥러닝 특성 벡터를 사용한 학습과 이미지 자체를 

사용한 학습을 비교하여, 다목적 분류에 대한 딥러닝 특성 추출 방식의 효용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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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 범용적인 특성 추출법으로 딥 러닝 모형의 우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딥 러닝을 데이터의 자동화된 전처리 과정으로써 효과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3 논문의 구성 

앞으로의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제 3 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방법과 알고리즘, 학습 모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 4 장에서는 여러가지 실험결과들을 제시하고 결과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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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자동 이미지 분류기 

컴퓨터와 같은 기계를 통해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데이터의 주어진 도메인 안의 

정답을 유추하는 것을 자동 분류라고 하며, 이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모델을 자동 

분류기라 한다. 통상적으로 이미지 자동 분류기는 픽셀에 해당하는 값들의 집합을 

받아 인간이 한 레이블값과 같은 결과를 내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미지 분류 

문제는 크게 이미지가 어떤 사람의 얼굴인지를 맞추는 얼굴 이미지 분류와 물체의 

이름을 맞추는 물체 이미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2.2 특성 벡터 

어떠한 차원의 데이터 집합을 더 적거나 높은 n 차원의 벡터들로 표현할 때 이 벡터를 

특성 벡터(feature vector)라 한다. 좋은 특성 벡터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가능 하고 

이 값을 통한 재구성이 가능해야한다. 이러한 feature construction 방식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데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1. 서로 다른 클래스의 물체들과 딥러닝 방식을 통해 

추출한 특성 벡터.  이미지 내의 선, 모양, 무늬들을 감지해 

이것을 값들의 집합으로 나타낸다. 딥러닝으로 추출된 벡터는 

이미지의 범주나 구도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며, 

에러에 관한 내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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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표상 학습 

표상 학습(representation learning) 혹은 특성 학습(feature learning)은 직접적인 데이터 

대신, 유용한 정보를 더 쉽게 추출할 수 있게 만들어진 데이터의 표상(representation)을 

통해 분류기나 다른 예측 기계를 학습시키는 것을 뜻한다[22]. 확률적으로 좋은 표상은 

입력을 설명할 수 있는 내재적인 설명 요인들의 posterior 분포를 포함할 때가 많다. 대화 

인식, 신호 처리, 물체 인식, 자연어 처리와 같은 분야들에서 표상 학습 방법론은 

실증적인 성공을 이루어 냈으며, 다양한 확률 모델과 인공 신경망, 그리고 딥러닝이 

자동으로 표상 학습을 위한 특성 추출에 이용된다.  

  

그림 2. 다목적 이미지 분류를 위한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조도. 학습된 딥러닝 구조를 통해 특성 벡터를 추출하고, 

특성 벡터를 인공 신경망의 입력으로 삼아 다양한 분류기를 

구성한다. 



5 
 

제 3 장 연구 내용 및 방법 

3.1 데이터 수집처리  

본 실험에 앞서 딥러닝 구조를 학습하고 특성 벡터를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로 

LFW 와 CIFAR-10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LFW 는 여러가지 사진이 존재하는 인물에 

대한 이미지의 모음이다. 더 나은 학습을 위해 OpenCV Haar classifier 의 전처리 

과정을 통해 얼굴 부분의 이미지들을 수집하였다. CIFAR-10 데이터는 10 개 종류의 

동물 및 무생물의 이미지를 모은 데이터셋이다. 가로 32, 세로 32 의 작은 이미지인 

CIFAR-10 에 대해선 scaling 이외의 처리를 하지 않았다. 

수집 결과로 25,518 개 학습 데이터와 6,380 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는 가로 47, 

세로 55 만큼의 픽셀을 가지는 400 가지 클래스 얼굴 이미지와, 50,000 개의 학습 

데이터와 10,000 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는 가로 32, 세로 32 만큼의 픽셀을 가지는 

100 가지 클래스 물체 이미지를 사용한다. 

 

3.2 활용 알고리즘 및 용도 

3.2.1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알고리즘 

인간의 뇌의 신경세포 뉴런(neuron)과 뉴런이 서로에게 연결되어있는 구조인 

시냅스(synapse)와 비슷한 방식으로 인공 뉴런을 만들어 이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입력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학적 모델을 인공 신경망이라 칭한다. 

인공신경망은 각 뉴런이 독립적으로 활성함수라는 처리방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에게 

오는 입력 값을 이 함수에 따라 처리하고 내보냄으로써 분산화 된 계산의 모음을 통해 

을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여러 인공신경망은 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적절한 복잡도의 구조로 효율적이고 빠르게 연산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추출된 특성 벡터를 학습하기 위해 MLP(multilayer perceptron)이 사용된다. 

이것은 하나 혹은 여려 은닉층을 가지며, 각 뉴런은 

𝑦𝑗 = 𝑓(∑ 𝑤𝑗𝑖𝑥𝑖
𝑛
𝑖=0 )  

로 동작해 결과로 나오는 출력을 뒤의 층으로 전파한다. 이 때 𝑓 는 비선형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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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이며, 𝑦𝑘 그리고 𝑥𝑘는 각각 신경망 층의 입력 벡터와 출력 벡터의 k번째 요소이다. 

본 실험에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은 주로 딥러닝을 통해 추출된 특성 벡터를 입력으로 

삼아 새로운 도메인과 목적 함수를 만족하는 분류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  

 

3.2.2 딥 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 

인공 신경망 중 데이터가 들어가는 층을 입력층이라 하며 결과값이 나오는 층을 

출력층이라 한다. 이 이외의 층들을 은닉층이라 부르며, 인공 신경망 구조에서 

은닉층이 특별히 많거나 복잡한 구조를 딥 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이것을 

학습시키는 기계학습 방법을 딥 러닝(Deep Learning)이라 한다. 딥러닝 알고리즘은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학습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뒤이어 설명할 

CNN 은 특수한 함수들을 사용하고 구조를 최적화하여 학습해야 할 파라메터 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3.2.3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혹은 deep CNN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이란 딥 신경망의 일종으로, 복잡한 입력에 대해 여러가지 특별한 

신경망 층을 쌓음으로써 해결한다. Convolution 연산의 적은 변수를 통한 특성 추출과 

pooling 연산의 각 이미지 내의 추출된 특성의 차원을 축소하는 구조 덕분에, CNN 은 

상대적으로 빠른 학습 시간과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3 와 그림 4 는 각각 

얼굴 이미지, 물체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한 CNN 구조이며, 이것은 Yi Sun et al. 의 

DeepID2+라는 모델에 기반한 것이다[4]. 400 클래스 그리고 10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이 목적인 두 신경망은 모두 Fully-connected 층에서 512 차원의 특성 벡터를 

얻는다. 

Convolution 층의 출력은 가중치 혹은 필터를 통해 계산되며, 이것은 필터 행렬이 

원하는 패턴이 얼마만큼 관측되는지를 뜻한다. Pooling 층은 각 로컬 지역에서 최대 

혹은 특정 조건의 값을 출력 값으로 고르는 과정이다. 이것은 효과적으로 convolution 

층의 출력 값의 차원을 선형 시간 내에 줄일 수 있고, 이 층은 translation-invar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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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성을 추출하는 것을 도와준다. 특성 벡터를 추출하는 fully-connected (FC) 층은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에서의 은닉층과 동일하며 convolution 층과 pooling 층을 통해 

추출된 지엽적인 특성들을 모두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며 목적 함수에 따라 

자유롭게 weight 파라메터를 변환시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 

CNN 의 활성 함수는 ReLU 이며, 학습은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 레이블링과 같은 

결과를 내도록 한다. 빠른 수렴 속도를 가지고 안정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cross 

entopy 를 사용하며, 

𝐸𝐶𝐸 = −∑𝑡𝑎𝑟𝑔𝑒𝑡𝑖 log 𝑦𝑖

10

𝑖=1

= − log 𝑦𝑡 

이러한 목적 함수에 따라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이렇게 

학습한 모델에 모든 테스트 이미지에 대하여 FC층의 결과를 측정하고 저장함으로써, 

실험에 필요한 특성 벡터를 얻는다.  

그림 4. CIFAR-10 물체 이미지 데이터를 위한 CNN 구조. 

그림 3. LFW 얼굴 이미지 데이터를 위한 CN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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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결과 및 분석 

4.1 CNN 의 학습 결과와 질적 분석 

표 1. 두 CNN 에 대한 학습 결과. 

 LFW 얼굴 인식 CIFAR-10 물체 인식 

클래스 수 400 10 

은닉층 개수 7 4 

가변 파라메터 갯수 1,154,880 2,349,135 

학습 데이터 수 25,518 50,000 

테스트 데이터 수 6,380 10,000 

학습 시간 180 분 이상 30 분 

테스트 오류 35.17% 25.91% 

 

CNN 의 학습 결과, 얼굴 인식과 물체 인식에 대하여 약 35%와 25%의 테스트 

오류를 보여주었다. 질적인 분석을 위해 CNN 의 인식 오류들 짝 이미지들을 비교할 

때, 이 코의 모양과 이목구비 등 두 이미지 사이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CNN 의 특성 추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CNN 얼굴 인식 오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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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특성 벡터의 군집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딥러닝 특성 벡터의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근사적 분포는 

그림 6 과 같다.  

 

물체 인식 데이터의 경우 5,000 개 이상으로 데이터가 많아졌을 시 CNN 특성벡터 

같은 색의 점들이 군집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수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모든 

경우, 같은 클래스의 경우, 그리고 다른 클래스 사이의 경우들에 대해 pairwise 

유클리드 거리 값들의 평균을 구한 분석 결과는 표 2 와 표 3 과 같다.  

그림 6. CIFAR-10 feature vector 의 주성분 분석을 통한 3 차원 변환 시각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각각 100, 1,000, 5,000, 10,000 개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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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LFW 특성 벡터들의 각 경우에서 pairwise 거리의 평균. 

 모든 경우 같은 클래스 다른 클래스 

Pair 수 20,349,010 174,122 20,174,888 

특성 벡터 간 평균거리 93.1975 81.8494 93.2391 

상대값 1 0.878 1.0004 

 

표 3.  CIFAR-10 특성 벡터들의 각 경우에서 pairwise 거리의 평균. 

 모든 경우 같은 클래스 다른 클래스 

Pair 수 49,995,000 4,995,000 45,000,000 

특성 벡터 간 평균거리 33.5224 32.3839 34.1290 

상대값 1 0.966 1.018 

 

CIFAR-10 물체 데이터의 특성 벡터의 경우 평균적인 경우에 비해 같은 클래스의 

경우의 pairwise 거리의 평균이 4%정도 적고, 다른 클래스 사이의 경우 2%정도 큰 

평균 거리를 보여주었다. 특히, LFW 의 얼굴 이미지의 경우 약 13%정도 적은 결과를 

나타내어 레이블링 오류최소화의 학습을 적용한 딥러닝 만으로도 CNN 은 분류 

가능한 양질의 성분 벡터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었다. 

 

 

4.3 특성 벡터를 이용한 다목적 분류기 구성 

본 실험에서는 특성 벡터가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정보를 학습하고 분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LFW 와 CIFAR-10 에 대해 “성별 분류”와 

“사슴 뿔 판별”이라는 각각 원래 레이블에 무관한 새로운 감독 학습 문제를 한가지씩 

설정하고 이를 이미지 데이터와 CNN 특성 벡터를 입력으로 가지는 두 가지 MLP 를 

학습하여 비교한다. 

표 4. 성별 분류 문제의 분포. 

 남자 이미지 여자 이미지 

전체 101 199 

학습 데이터 66 134 

테스트 데이터 3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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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슴 뿔 분류 문제의 분포. 

 뿔이 나지 않은 사슴 이미지 뿔이 난 사슴 이미지 

전체 182 118 

학습 데이터 122 78 

테스트 데이터 60 40 

 

첫번째로, LFW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 얼굴 이미지를 통한 성별 분류를 시도한다. 

남자(0), 여자(1)로 도메인을 정의해 육안으로 레이블링을 수행하고, 특성 벡터를 받아 

이 레이블링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내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별 분류기를 

구성하여 학습 데이터 200 개와 테스트 데이터 100 개로 나누어 학습하고, 특성 벡터 

대신 raw 데이터(RGB 픽셀)들을 입력으로 받은 분류기의 경우와 학습시간과 성능을 

비교하여 딥러닝 표상학습의 효용성을 검증해본다.  

마찬가지로, CIFAR-10 테스트 데이터 300 개를 테스트 셋의 사슴 이미지를 뿔이 

나지 않은 사슴(0)과 뿔이 나있는 사슴(1)을 육안으로 레이블링을 수행하고, 이 

레이블링 데이터를 200 개와 100 개로 나누어, raw 데이터를 이용한 사슴 뿔 분류기와 

특성 벡터를 입력으로 이용한 사슴 뿔 분류기의 비교를 통해 효용성을 검증해본다. 

모든 경우 은닉층의 뉴런 200 개, 그리고 출력층 뉴런 1 개의 sigmoid 함수를 사용한 

그림 7. 두 분류기가 구분하기위한 데이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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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을 구현 했으며, 5 번 시행하여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의 평균으로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표 6. 성별 분류기의 학습 시간과 정답률 비교. 

 학습 시간 정답률 

특성 벡터 표상 학습 0.0742 초/반복 83.2 % 

Raw 데이터 학습 1.133 초/반복 71.5 % 

 

딥러닝 특성 벡터로 인물 이미지의 성별을 분류하는 표상 학습 방식의 

자동분류기는 이미지 픽셀들을 그대로 입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같은 수의 데이터를 학습할 시 0.065 정도로 적은 

학습시간을 가졌다. 이것은 각 입력의 크기, 즉 데이터의 산술적 크기가 약 0.066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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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이미지 성별 자동 분류기의 학습 그래프. 특성 벡터 표상 학습은 특성 

벡터를 입력으로 삼는 MLP 의 오류 역전파 학습을 뜻하고, raw 데이터 학습은 

RGB 픽셀 데이터를 받아 마찬가지로 같은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의 

학습을 뜻한다. 두 경우 모두 은닉층 1 개, 은닉 뉴런 200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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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어 되어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연결이 그에 비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표상 학습 방식은 동시에 83.2%의 정확도를 가져 같은 학습을 거친 데이터 학습 

방식에 비해 수렴상태에서 평균적으로 12 퍼센트 포인트만큼의 성능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림 8 의 학습 그래프를 볼 때 표상 학습은 확실히 빠른 

수렴을 상태 보여, CNN 이 추출한 특성이 효과적으로 차원을 줄였고 성별을 판별하기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충분히 추출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표 7. 사슴 뿔 분류기의 학습 시간과 정답률 비교. 

 학습 시간 정답률 

특성 벡터 표상 학습 0.0742 초/반복 73.16 % 

Raw 데이터 학습 0.456 초/반복 66.25 % 

 

마찬가지로, 사슴 이미지의 뿔의 유무를 판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표상 학습 

방식은 raw 데이터 학습에 비해 0.16 배의 상대 학습시간을 나타내었으며, 7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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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사슴 뿔 분류기의 학습 그래프.  



14 
 

포인트의 성능 우위를 보였다. 사슴 뿔 분류 문제의 특수성과 실제 레이블링 작업 시 

사람이 직접 느낀 난이도를 통해 본 문제의 난해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의 성능 및 성능 우위는 표상 학습의 성능과 효율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사슴이라는 한 범주 안(intraclass)의 문제로, 딥러닝의 특성 

추출의 범위가 클래스의 범위를 넘어 클래스보다 더 깊은 수준일 때 이와 같이 특성 

벡터를 통한 사슴 뿔의 분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별 분류와 사슴 

뿔 분류의 두가지 문제의 가시적인 학습 시간과 성능의 우위는 딥러닝 방식이 특성 

벡터를 통해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특성을 더 작은 차원으로 추출하며 외부에서 이를 

범용적 분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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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딥 러닝 알고리즘의 일종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에 대한 이미지의 특성 벡터를 이용하여, 딥 러닝을 통해 다양한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범용적 특성 추출 과정에 쓰일 수 있음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학습된 

딥 러닝 모델로 추출한 특성 벡터를 이용해 새로운 목적과 도메인을 정의하고, 여기에 

신경망을 추가함으로써, 딥 러닝 특성 벡터는 효과적으로 차원을 축소시켜 학습 

시간의 단축을 돕고, 여러가지 성격의 문제들에 대해 모두 성능 우위를 보일 만큼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내었다. 

딥 러닝을 통한 자동 분류는 주로 막대한 메모리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수많은 

사진과 음성 정보를 학습하고 정확한 답을 알아내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환경이 변하거나 다양한 작업이 요구되는 문제에서 약점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딥 

러닝을 통한 특성 벡터의 추출과 표상 학습을 통한 다목적 모델이 딥 러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또다른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술이 진보하고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가 한정되었다면, 현대에 들어서 데이터는 

어떤 사람도 언제나 만들어 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데이터에 대한 다양하고 특정한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앞으로의 기계학습과 데이터 마이닝은 딥 러닝과 같이 높은 

성능을 가지는 동시에 유연하고 범용성 있는 특성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앞으로의 연구에 본 논문이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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