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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간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식(modality)들로 구성된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 대신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양식들로 구성된 정

보들을 서로 연관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효과적으로 기억한다. 이러한 서로 

연관된 형태의 묶음 기억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기억 체계는 그 

정보들을 통계적 특성에 기인하여 해당하는 묶음 기억에 대한 그 관계를 보다 

강화시킨다.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도 단일 양식에 대한 데이터 처리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다

양한 양식의 결합을 반영할 수 있는 교차양식에 기반 한 방법론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양식을 가지는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통계

적으로 요약하여 유지함으로써 문제를 단순화하고 필요한 계산자원의 양을 현저

하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확률 라이브러리 모델(Probabilistic Library Model)로 구현되는 

하이퍼그래프(hypergraph)에 기억조각들의 재결합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서로 

다른 양식의 데이터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교차양식 학습 모델을 제시한다. 기

존의 하이퍼그래프 연구에서는 이미지 - 텍스트 데이터의 조합이 특정 크기의 

조합으로 연합하여 모델을 구성한바 있다. 

하지만 제시한 기억 조각들의 재결합 알고리즘은 서로 다른 양식의 데이터를 다

양한 차수의 조합으로 연합하여 교차양식화 하여 학습 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

의 확률 라이브러리 모델로 구현되는 하이퍼그래프의 연합 차수(order) 결정 문

제를 다양한 차수의 허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해결해 나간다.

주요어 : 기억 조각 결합, 교차양식, 이미지-텍스트 연상 학습, 랜덤샘플링

학  번 : 2007-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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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 목적

  인간의 마음을 다름 아닌 정보처리체계로서 이해하는 계산적 기능주의

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과정(cognitive process)은 외부환경 정보를 생존

을 위해 적절히 처리해 나가는 기능적인 단계로서 이해 할 수 있다. [1]

이러한 기능적인 단계에 있어서 외부로 부터의 정보 입력은 시간에 따른 

다양한 감각 양식(modality)으로부터 자극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이렇

게 자극받은 감각기들의 화학적, 전기적 활동으로부터 인간의 인지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인지과정 연구에 있어서 단일 

양식에 대한 연구는 그 측정 방법, 구현 방법에 있어서 보다 잘 측정 가

능하고 잘 정의 되어 왔다. 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감각양식으로 부터의 

동시 입력에 따른 처리 과정과 이에 대한 감각 양식 정보들 간 연관관계

에 있어서는 그 측정 방법이나 구현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인간의 인지정보처리 과정을 흉내내어보고자 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분야에서도 연구에 주어지는 정보는 주로 단일양식

(Single-Modality) 에 국한되어 왔다. 이러한 단일 양식에 국한된 연구

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인간의 인지정보처리 특성

을 반영하지 못하며,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계학습 분야에서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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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필연적으로 그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교차양식(crossmodal)은 서로 다른 감각 양식 정보들의 통합을 의미

하며, 이는 서로 다른 양식 정보를 동시 받아들이고 처리를 하는 인간 인

지정보처리 능력의 중요한 특징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다양한 양식들을 가지는 정보에 대해 양식들 간의 연관관계를 반

영할 수 있는 교차양식에 기반 한 학습 모델을 제시한다. 기억 조각들의 

재결합(reassembly of memory fragments)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서

로 다른 양식(image - text)을 가지는 정보들 간의 연합(association)

을 만들고 이를 이용한 확률 라이브러리 모델(Probabilistic Library 

Model) 기반 하이퍼그래프의 구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양식을 가지는 정보들 간의 교차양식 학습을 완성된 모델에 대해서는 질

의어(query)에 따른 연관된 정보의 검색을 통해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한

다. [2], [3], [4]

또한 이러한 교차양식 이라는 잘 연구되지 않은 인지정보처리 특징을 구

현해 봄으로서 인간의 인지시스템(cognitive system) 연구에 있어서 새

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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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연구 배경을 

살펴보며, 이어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억 조각의 연속결합

을 통한 교차양식 학습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완성된 모델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연구를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며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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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2.1 기억과 학습

  기억은 인간이 가지는 개개의 단일 개체들로 구성된 놀라운 능력으로

서, 주변의 경험 혹은 정보들로부터 학습을 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데 

바탕이 된다. 이러한 기억은 그 특성에 따라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으로

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기 기억은 그 유지 기간이 짧고 정보의 양이 대

체로 적은 기억이다. 이 단기 기억을 통해 생각, 추론 등의 정신 활동이 

가능하기에 작업 기억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장기 기억은 그 유지기간이 

길고 (30초 ~ 영구적) 정보의 양이 방대한 기억이다. 장기 기억에 대한 

정보의 저장 및 인출은 단기 기억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그 작용에 대

해서는 통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6]

기억의 저장과 인출

인간은 방대한 양의 주변정보를 선택적, 통계적으로 받아들인다. 기억을 

하는데 있어서 단기 기억에서의 저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소멸되기 

전에 적당히 반복되게 되면 그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옮겨진 정보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강화 혹은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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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특정 시간이 흐르는 동안 더 이상 반복이 되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

린다. [6]

기억과 양식(modality)

인간의 기억 능력은 두 가지 이상의 양식을 가지는 정보 (예.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에 받아드릴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또한 반복되면 

장기 기억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장된 장기 기억의 인출은 

단일 단서에 대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는 저장될 시기의 동시발생

과 그 반복에 기인한다. 

2.2 교차양식 학습

  교차양식(crossmodal)이란 서로 다른 양식 정보들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는 서로 다른 양식 정보를 동시 받아들이고, 처리를 하는 인간 인지정

보처리 능력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교차양식 정보와 인지 

정보처리 능력에 대해 Henrik Jacobson 은 인지시스템(cognitive 

system)이 환경에 적절히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선형적이고

(continous), 한도가 없고(openended), 지속적인(life-long fashion)적

인 적응과 학습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스템의 특징으로서 교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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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modal)을 제시한다. [7] 즉 인지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을 위해

서는 서로 다른 감각기에서 얻어진 정보(지각된)들의 상호의존

(symbiosis) 관계의 반영으로서 교차양식이 그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처럼 인간의 인지능력은 두 가지 이상의 양식을 가지는 정보 (예. 멀

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반복(repetition), 주의(attention) 등의 인자(factor)가 작용함에 따라 

어느 한 가지 양식만이 아닌 서로 다른 양식이 연합된 교차양식 형태로 

기억된다. 그리하여 기억된 교차양식의 어느 한 가지 양식만으로 그와 관

련된 양식의 정보를 인출 해 낼 수 있게 된다.

2.3 교차양식 학습 관련 연구

  이와 같이 인간의 인지정보처리 능력의 중요한 특징인 교차양식에 대한 

연구는 최근 인지과학 등의 학문간 통합 연구를 통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심리학, 인지신경과학, 인공지능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시도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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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en Zhang 은 언어정보와 시각정보간의 교차가 정보의 저장과 인출에 

있어서 영향을 주며 이에 대한 fMRI 연구를 통해서 교차양식 정보의 인

지가 단일양식의 정보에서 보다 더 많은 부분(bilateral prefrontal, right 

premoter, temporo-parietal junction, left superior) 의 뇌 활동을 일

으킨다는 것을 밝혀냈다. [9]

또한 Tim Curran 은 언어능력에 장애가 있는 피험자들과 정상인들의 비

교 연구를 통해 단어 채우기 수행에 있어서 시각정보와 언어를 통한 재인

(따라서 말하기)의 교차가 인지정보 습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했다. [10] 그는 언어장애 피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특정 문맥

을 사전 학습 시키는 과정에서 언어장애 피험자는 학습시 언어를 사용하

지 않는 반면 정상인은 문맥을 따라 읽으면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에 착

안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언어를 사용하여 학습한 정상인 

집단에서 단어 채우기 수행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결과를 얻어 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교차양식과 관련된 연구도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단어 간의 관계 연구, 시각정보들 간의 관계 연구에 있어서 연관

된 서로 다른 양식정보를 이용한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B. T. Zhang 은 범용의 학습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하이퍼네트워크

(hypernetwork)를 MMG 환경(multimodal memory game 

environment) 에서의 언어 - 시각 간 교차 양식 학습을 영화와 드라마 

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 해본바 있다. [2] 또한 텍스트 정보와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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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미지 범례(region) 정보간의 연관이 텍스트에 대한 클래스 분류 문

제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

공지능 분야의 인지정보처리 구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양식 정보가 그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으며, 이에 더 나아가

서 이러한 양식간의 교차관계를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정의해보고자 하는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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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억조각들의 재결합을 이용한 교차양식 학습

3.1 하이퍼그래프 모델(Hypergraph Model)

  확률라이브러리모델(Probabilistic Library Model)로 구현되는 하이퍼

그래프는 두 개 이상 여러 개의 노드(node)들이 에지(edge)를 구성하는 

하이퍼에지(hyperedge)로 구성된다. 각 에지는 기억단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노드들은 동시발생 빈도가 높은 같을 가지는 기

억묶음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림 1>은 3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하이퍼에

지로 구성된 하이퍼그래프의 예이다. 

<그림 1. 하이퍼그래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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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하나의 에지를 구성하는 노드의 수를 하이퍼그래프의 차수(Order, 

Cardinality)라고 하는데 이 차수는 하이퍼그래프 모델의 성능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서 차수에 대한 진화적 

최적화 방법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 [5]

3.2 기억조각의 연속결합을 이용한 하이퍼그래프 모델

  본 논문에서는 위의 하이퍼그래프 모델에서의 차수 결정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기억조각의 연속결합을 통해 다양한 차수를 형성하는 방법으

로 차수결정 문제를 해결해 본다. 기억조각의 연속결합을 이용한 하이퍼

그래프 모델은 기존의 고정된 차수로 구성하는 에지를 노드들의 연속적인 

결합을 통해 다양한 에지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2. 기억조각의 연속결합을 이용한 하이퍼그래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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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조각의 연속결합을 이용한 하이퍼그래프 G는 마찬가지로 노드의 집

합 V 및 하이퍼에지의 집합 E로 표현되며, 하나의 에지로 묶이는 노드들

의 개수는 항상 2개로서 고정이 된다. 생성된 에지가 특정 빈도 이상 나

타나게 되면 그 에지는 영구적으로 묶이게 되고 하나의 정점처럼 쓰인다. 

이후 해당 에지가 학습데이터로서 들어오게 되면 해당 조합은 하나의 노

드이므로 또 다른 노드 하나를 추가 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에지는 다

시 그 빈도에 따라서 다시 결합하여 노드화 하거나 제거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데이터로부터 하이퍼그래프를 구성하게 되며 이

에 대해 사용자의 질의 혹은 테스트 데이터로부터 해당하는 하이퍼그래프

의 노드를 찾아내고 이에 따른 연관 정보를 인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기억조각의 연속결합을 이용한 하이퍼그래프 구성에 대한 랜덤샘

플링 및 에지생성 알고리즘, 기억조각의 연속결합을 이용한 하이퍼그래프 

생성 알고리즘, 연관 정보 인출 알고리즘은 각각 <표 1>,  <표 2>,  <표 

3>에서 요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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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데이터를 불러온다.

1. 데이터 대해서 랜덤 샘플링을 통해 차수(order)가 2 인 에지

(edge)를 생성한다. 

2. 생성된 에지가 라이브러리에 이미 존재한다면 해당 라이브러리의 

생성빈도를 갱신한다.

3. 생성된 에지가 라이브러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에지에 대한 

생성 빈도를 갱신한다.

4. 1번으로 돌아간다.

<표 1. 랜덤샘플링과 에지 생성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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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라이브러리를 초기화 한다.

1.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를 한다.

2. 전처리된 데이터에 대해 랜덤샘플링과 에지 생성을 한다.

3. 생성된 에지들에 대한 생성 빈도가 일정 빈도 이상이면 에지를 하

나로 묶어서 노드화 시킨다.

4. 노드화 시킨 데이터를 라이브러리에 추가 시킨다.

5. 전체 라이브러리 노드들 중 생성빈도가 일정 값 이상을 만족시키

지 못하는 노드라면 해당 노드를 제거한다.

6. 전체 라이브러리 노드들에 대해 생성빈도를 기억약화상수 만큼 줄

인다.

7. 1번으로 돌아간다.

<표 2. 기억조각들의 연속결합을 이용한 데이터 저장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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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질의어(query)를 가져와서 전처리를 한다.

1. 질의어와 가장 유사한 라이브러리 내의 노드를 찾는다.

2. 찾은 노드의 생성빈도가 높은 것을 대상으로 에지의 연관정보를 

가져온다.

3. 인출한 정보를 통해 질의어에 연관된 정보를 찾는다.

4. 찾은 정보를 출력한다.

<표 3. 데이터 인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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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  험

4.1 실험데이터

  실험에 이용할 데이터로서 BBC 다큐멘터리(정글, 바다, 우주) 동영상

을 선정하였다. 동영상에 대한 시각과 언어 양식의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미지(시각)에 대해 동일시간에 발생하는 텍스트(언어) 양식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텍스트가 나오는 시점에 나타나는 영상정보를 캡쳐 하는 방

식으로 수집하였다. 전체 수집된 이미지 - 텍스트 쌍의 수는 1,118 개 

였으며, 텍스트데이터의 전체 단어수는 10,843 개, 단어의 종류는 3,429 

개였다.

데이터 전처리

  수집된 이미지 - 텍스트 는 실험에 적용하기 위한 스트림 형태의 데이

터로 바꾸기 위하여 간단한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텍스트 데이터는 추출된 자막정보에 대해 특수문자들을 배제한 영어 문자

들을 먼저 선별해낸 후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하며, 이렇게 생성된 

문장에 대해 각각의 단어들로 나눈 다음 각각의 단어를 특징성분으로 가

지는 스트림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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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데이터는 이미지의 지역적 부분(region) 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특

징선분(feature)의 추출과 이에 대한 크기와 방향에 비교적 독립적인 성

능을 가지는 이미지 변환 알고리즘으로서 J. Matas 의 MSER 

(Maximally Stable Extremal Regions) 과 D. Lowe 의 SIFT 

(Scale-Invariant Features Transform) 를 이용하였으며, 이미지 변환

을 거친 1,118개의 이미지 데이터들에 대한 1000개의 특징성분

(feature)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11], [12] 1000개의 특징선분 라이

브러리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생성된 특징성분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각 

이미지들에 대한 특징성분들의 분포를 산정, 이미지 데이터 스트림을 생

성하였다. <그림 3>은 이미지 - 텍스트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전체적

으로 보여주며 그 결과 텍스트, 이미지 스트림이 생성된 것을 보여준다.

<그림 3. 이미지 -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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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방법

  생성된 이미지 -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랜덤샘플링 및 에지생

성과정을 거치며 각각의 양식에서 생성된 에지는 다시 하나의 에지로 묶

어줌으로서 동시에 입력받은 서로 다른 양식간의 연합을 이루게 된다. 생

성된 에지는 기억조각들의 연속결합 알고리즘을 통해 하나의 노드로서 라

이브러리에 저장되거나 제거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미지 - 텍스트 

정보들의 특징 성분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확률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

었다. 

생성된 모델에 대하여 텍스트 질의어에 대한 이미지 인출 실험과 이미지 

질의어 (이미지 특징성분)에 대한 텍스트 인출 실험을 각각 진행하였으며 

인출 결과는 질의어에서 찾은 결과데이터의 생성빈도(frequence)에 따라

서 결정되었다. 

<그림 4> 는 텍스트 질의어에 대한 이미지 인출 실험에 대한 흐름을,  

<그림 5>는 이미지 질의어에 대한 텍스트 인출 실험에 대한 흐름을 각각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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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ext to Image 실험 과정>

<그림 5. Image to Text 실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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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결과

4.3.1 하이퍼그래프 생성

  학습 데이터에 의해 이미지 - 텍스트 라이브러리가 생성되었으며 각각

의 하이퍼에지들이 연결되어 전체적인 하이퍼그래프를 생성한다. 생성된 

라이브러리 내의 에지들은 모두 유일한(unique) 한 특성을 지니며 이들

에 대한 생성빈도(weight) 값을 지닌다. <그림 6> 은 4개의 이미지 -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하이퍼그래프 구조를 보여 준다.

<그림 6. Image - Text 하이퍼그래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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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Text to Image 인출 실험

  <그림 7>은 질의어에 대하여 인출되어진 이미지들 중 생성빈도가 높은 

에지 상위 3개에 의해 인출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질의어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이미지도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과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내의 노드를 통해 이미지를 인출 

한 것이다. 결과데이터를 같은 조합으로 가진다는 것은 이미지의 특징성

분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질의어가 품고 있는 이미지

는 물론 이와 연관된(비슷한) 이미지를 찾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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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ext to Image 인출 실험 결과 - 상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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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는 질의어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인출되어지는 이미지들

을 보여준다. 결과데이터를 포함한 인출된 이미지의 원래 텍스트는 질의

어를 모두 포함되고 있으며, 라이브러리 내에 입력한 질의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하나의 노드에 의해서 원래 이미지가 인출된다. 이는 원래 텍스

트와 이미지에 대한 에지들의 연속적인 결합, 라이브러리 내의 노드화를 

반영하며 이는 학습된 데이터에 대한 이미지 - 텍스트 데이터간의 연합

이 잘 이루어 졌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림 8. Text to Image 인출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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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Image to Text 인출 실험

  <그림 9>는 이미지 특징성분(feature)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질의어에 

대하여 텍스트 데이터 인출 결과를 보여준다. 앞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결

과데이터를 포함한 인출된 텍스트의 원래 이미지는 질의어 (이미지 특징

성분 조합)를 모두 포함한다.

<그림 9. Image to Text 인출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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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과

5.1 연구요약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인지정보처리 능력의 특징으로서 교차양식 학습

을 정의하고 이를 확률라이브러리 모델로 구현되는 연속적인 기억 조각들

의 결합을 이용하여 모델을 구성한다. 다양한 양식들에 대한 통합을 의미

하는 교차양식에 대하여 각각의 양식 특징성분들에 대한 랜덤 샘플링을 

통한 에지 형성으로서 그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며, 에지 형성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차수를 가질 수 있는 에지의 연속적인 확장 및 결합 방법을 

적용한다. 시각 - 언어 양식을 나타내는 이미지 - 텍스트 데이터로서 다

큐멘터리 동영상을 이용하였으며 학습된 모델에 대하여 질의어에 대한 연

관 정보 인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이미지 -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랜덤 샘플링과 이에 따른 에지 

형성이 발생빈도가 높은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의 조합들로서 나타났으

며, 이로 인해 학습 데이터에 대한 교차양식 간 정보의 인출은 비교적 정

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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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의

  다양한 양식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

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인간의 감각정보 인식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

는 과거에부터 아주 기본적인 감각단계에서부터 측정 및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대한 연관관계 연구는 각각의 분석결과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은 서로 다른 감각 양식

들 간의 실제적인 작용과 연관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없다. 

인간의 인지정보처리 과정을 흉내 내어 보고자 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에서도 연구에 주어지는 정보는 주로 단일 양식에 국

한되어 왔다. 이는 다양한 양식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동시에 

처리하는 인간의 인지정보처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이는 인지정보처

리 구현에 있어서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양식의 정보를 함께 처리하여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또한 확률라

이브러리 모델 기반 하이퍼그래프의 차수 결정 문제도 다양한 차수를 유

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억조각들의 연속적인 결합 방법을 통해서 해결

하였다.



- 26 -

5.3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는 학습된 연관 정보를 인출하는데 있어서 라이브러리 내에 

있는 노드의 텍스트 - 이미지 노드의 특징성분 조합을 기반으로 한 이미

지 검색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진정한 연관 정보의 인출이 되기 위하

여서는 학습에 사용된 정보의 검색이 아닌 연관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하

여 재구성(reconstruction)을 할 수 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이미지 전처

리 과정은 실제 사람의 멘탈 이미지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가 없으며 또

한 전처리를 거치게 되면 이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특징성분들은 위치정

보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이미지의 재구성이 불가능 하

다. 그러므로 보다 인간의 멘탈 이미지를 잘 반영 할 수 있고 재구성이 

가능한 이미지 처리연구를 반영한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인출실험을 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노드들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인출해내였

다. 하지만 학습되는 데이터는 매우 드문드문한 (sparse) 구성을 가지고 

이는 자연언어 전체를, 혹은 이미지 특징성분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는 data sparseness 와 관련하여서 zero-frequency problem 으로서 

살펴 볼 수 있다. 만약 학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단어조합이 질의어로 

들어올 경우 이에 따른 라이브러리 내 노드를 찾아 낼 수 없다. 이에 대

한 대안으로서 가장 비슷한 단어조합을 산출해 내는 방법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법은 인간의 연상 작용에 있어서 질의어에 대한 무한한 확장을 잘 

반영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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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데이터로서 다큐멘터리 3편이라는 정보량

으로 보아서 매우 제한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이미지 - 텍스트 연관정보를 가지며, 컨텍스트도 잘 반영된 대용량의 데

이터를 이용하여 초기 인지정보처리 발달 과정에서부터 따라가 볼 수 있

는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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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age-Text Crossmodal Learning by 

Reassembly of Memory Fra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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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uman being cannot retrieve completely their memory in the original 

form which consists of various and complex modalities. Instead, they 

effectively recollect those colorful, complicated information by relating 

the relevant components into a single assembly. When such reassembly 

of memory fragments penetrate the brain repeatedly, the human memory 

system consolidates them by referencing on the statistical properties.

Likewise in the field of computer science, methods based on reflecting 

similar bonding strategies on data processing while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single modality research, are becoming popular.

Such approaches can reduce computational resource and simplify 

confronting problems by statistical summarization of massive multimedia 

data which have diverse mod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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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aper, we propose application of the memory fragment 

reassembly algorithm on the hypergraph model embodied by the 

Probabilistic Library Model, and further a cross-modal learning model 

which enables parallel learning of different modalities. There is a 

hypergraph study on the image-text data combination model which has 

a fixed association order. In the present study, the proposed model 

allows different data combination orders for respective modalities in the 

algorithm in order to provide cross-modality learning, and also solves 

the association order determination problem of the existing hypergraph 

based on the Probabilistic Library Model by making it possible to assure 

various order spectrum.

Keywords : reassembly of memory fragments, crossmodal, image-text 

learning, random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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