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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하이퍼네트워크 기반 멀티모달 개념계층모델은 MSER 알고리즘으로 이미지 패치를 

추출하였지만 객체 인식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기계학습분야에서 높은 

객체 인식율을 보이고 있는 컨볼루션 신경망으로 이미지 패치를 추출한 뒤 이를 멀티모달 

개념계층모델에 적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을 적용했을 때 이미지와 단어 벡터를 같은 

공간상에서 더욱 의미있는 위치에 매핑시킴으로써 멀티모달 개념망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1. 서  론 

최근에 Deep Learning을 비롯한 다양한 멀티모달 

학습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구글그래스 등 웨어러블 센서의 

발전을 통해 영상데이터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멀티모달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학습하는 컨텐츠 모델링 

연구가 최근의 화제가 되고 있다. 그중 멀티모달 

개념계층 모델[1]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에 따라 

효과적으로 학습할수 있는 계층적 구조의 개념학습 

모델이다. 이 모델은 SPC(Sparse Population Coding)모델 

[2]과 다른, 계층구조로 구성되였다. 하위층은 이미지-

테스트 조합의 고차 패턴을 표현하는 하이퍼그래프 

(Hypergragh)구조[3]로 구성되고 상위층은 개념변수들로 

구성되였다. [1]에서 실험을 위해 유아용 만화 비디오 

‘뽀로로 시즌 3’을 사용하여 등장인물의 개념을 

학습시켰다. 각 캐릭터와 인물특성을 고려하여 생성한 

자막을 비교해본 결과 다른 모델보다 더 정확한 문장을 

생성할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지와 관련이 없는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였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데이터로부터 

각 등장인물의 이미지 패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추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패치를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을 소개한다. 컨볼루션 신경망[4] 

은 다층 퍼셉트론의 한가지로서 최근에 음성신호처리와 

이미지 인식 영역에서 훌륭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중 

문자인식시스템 LeNet-5 모델[5]은 이미 은행 등 

금융시스템에서 상용화되어 있고 Hinton은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ImageNet Challenge 2012에서 

top5의 성능을 보였다[6]. 이외에도 [7]과 같은 성공적인 

응용들이 많지만 본 논문에서는 [6]을 위주로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2.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s 

기존의 다층신경망은 이미지처리 영역에서 훌륭한 

성능을 보여왔다. 하지만 알고리즘의 특성상 Fully 

connected network는 이미지의 사이즈에 비해 엄청나는 

파라미터 개수가 포함되여 있어 Overfitting이 쉽게 

생긴다. 이외에 Fully connected network는 입력한 

이미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이미지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이러한 결점으로 인해 다층신경망은 

사용에 많은 극한성이 보였다. 이에 비해 컨볼루션 

신경망은 Local receptive field, Share weights, Subsam- 

pling의 방식으로 데이터의 피처를 추출하여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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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컨볼루션 신경망 

그림 1은 이미지 인식방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CNNs구조이다. 그중 Input은 이미지에 해당하고 

각층은 상위층에서 추출한 피처맵으로 이루어 졌다. 

C1층은 Input에서 특정한 필러로 컨볼루션하여 추출한 

피처맵이고 S2층는 C1에서 대응되는 피처맵을 

Subsampling 하여 얻은 새로운 피처맵이다. S2층은 또 

다시 컨볼루션하여 C3으로 전달되고 같은 방법으로 

S4을 구성하게 된다. 마지막에 S4층에 생성된 피처맥은 

Rasterization하여 Full connection 방식으로 5층과 

6층으로 전달하여 결과를 출력한다. 

그림 2에서 보다시피 피처의 추출과정은 크게 

컨볼루션과 Subsampling의 두개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1)컨볼루션과정: Input부터 트레닝을 위한 필터 𝑓𝑥 와 

바이어스 𝑏𝑥를 통해 𝐶𝑥층의 피처맵을 구성한다.  

(2)Subsampling과정: 𝐶𝑥 의 피처맵의 각 근접하는 

2 × 2 픽셀들을 합하고 다시 Weights sum 𝑊𝑥+1 와 

바이어스 𝑏𝑥+1 을 통과한다. 마지막으로 Sigmoid함수를 

지나고 난 피처매핑𝑆𝑥+1은 𝐶𝑥의 1/4로 작아지게 된다. 

위에서 정의한 C층은 피처추출층이다. 여기에 있는 각 

하나의 뉴런은 상위계층의 Local receptive field와 

연결되어 피처를 추출하게 된다. 따라서 각 뉴런사이의 

위치가 정하게 된다. S층는 피처매핑층이다. 여기에 있는 

각 피처매핑은 하나의 평면을 이루게 되며 각 평면상의 

모든 뉴런의 Weights는 모두 같다. 피처매핑 스트럭처는 

Sigmoid함수를 컨볼루션 네트웨크의 Activation 

함수로사용하여 피처매핑이 Displacement invariance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그림 2 컨볼루션과 Subsampling과정 

하나의 매핑평면에 뉴련들이 가중치를 공유하고 있어 

신경망에 필요되는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일수 있게 

되여있다. C층과 S층이 조합되여 있어 피처를 

2차추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Input이 변형된 

상황에서도 일정한 성능을 보유할수 있다. 

 

3. 멀티모달 개념계층 모델 

멀티모달 개념계층 모델(Multimodal Concept Hierarchy, 

MuCH)는 계층구조 모델로 표현된다. 입력은 비디오 

데이터에 해당되고 상위층변수는 비디오 각 캐릭터에 

해당된다. 하위층은 하이퍼그래프구조를 이용하여 

단어와 이미지 패치의 고차 패턴을 표현하는 

하이퍼에지들의 집합이다. 상위층은 개념변수를 

포함하여 있고 하위층은 이미지-테스트로 구성된 

하이퍼에지 변수들이다. 상위층의 개념변수는 하위층의 

연관성이 큰 하이퍼에지들의 부분집홥과 연력되며 

개념변수들은 하이퍼에지를 공유할수 있다. 모델의 

파라미터 𝜃 = (𝑒, 𝛼) 와 개념변수 𝑐 = (𝑐1, … 𝑐𝑘) 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 패치와 자막의 확률분포는 식 

(1)로 표시된다. 

𝑃(r, w|c) = ∑ 𝑃(𝑟, 𝑤|𝑒, 𝛼, 𝑐)𝑃(𝑒, 𝛼|𝑐)

𝑒,𝛼

         (1) 

그중 이진벡터와 r = (r1, … rn) 와 w = (w1, … wm) 는 

이미지 패치와 단어이고 c = (c1, … ck) 는 개념변수이다. 

파라미터 e 는 하이퍼에지의 집합이고 α 는 

하이퍼에지의가중치 집합이다. 모델의 학습은 

순차적베이지안 가중치 집합이다. 모델의 학습은 순차적 

베이지안 추론으로 이루어졌는데 수식으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3 멀티모달 개념계층 모델[8]. CNN을 이용하여 

image patch를 캐릭터 단위로 보다 정교하게 뽑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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𝑃𝑡(e, α|r, w, c) =
𝑃(r, w|c, e, α)𝑃(c|c, α)𝑃𝑡−1(e, α)

𝑃(r, w, c)
    (2) 

𝑃𝑡 는 𝑡 번째 에피소드에서의 확률분포이고 𝑡 번째 

에피소드가 들어왔을 때 prior분포 𝑃𝑡−1(𝜃) 는 

Posterior분포를 계산하는데 사용 된다. 여기의 𝑃𝑡(𝜃)는 

다음 단계의 Prior로 사용된다. 식 (2)을 아래와 

같이 변형할수 있다. 

𝜃′ = argmax
𝜃

[{∑(log 𝑃(𝑟(𝑑), 𝑤(𝑑)|𝑐(𝑑), 𝑒, 𝛼)

𝐷𝑡

𝑑=1

+ log 𝑃(𝑐(𝑑)|𝑒, 𝛼)) + 𝐷𝑡 log 𝑃𝑡−1(𝑒, 𝛼)}] (3) 

여기서 𝐷𝑡 는 𝑡 번째 에피소드의 데이터 사이즈이고 

학습은 log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논문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과 멀티모달 개념계층 

모델에 대해 소개하였다. 기존의 멀티모달 개념계층 

모델에서 사용된 유아용 만화 비디오는 이미지 

프로세싱이 쉽게 구현되여 문제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었지만 실세계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에는 이미지 

피처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이미지와 테스트의 관련성이 낮는 등 문제부터 

보면 아직 개선의 필요성이 보인다. 본 논문에서 

컨볼루션 신경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모델이 이미지 

피처 추출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유아용 만화 비디오 ‘뽀로로’ 

데이터 베이스를 컨볼루션 신경망에 학습하여 이미지 

피처 추출에 적용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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