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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패턴인식 문제에 있어서 다수의 인식기를 결합함으로써 인식 성능의 향상을 보여준 연구 결과는 여10

년 동안 보고되어 왔다 다수 인식기 시스템의 성능은 결합 방법은 물론 선택되는 인식기에 의존[1,2]. ,
하는데 다수 인식기를 선택하려는 연구는 최근에 수행되고 있다 다수 인식기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 [3].
는 가에 관한 문제와 얼마나 많이 선택해야 하는 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인식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정보이론을 바탕으로 인식기 간의 상호정보를 기,

반으로 인식기를 선택하여 인식기 집합을 구성하고 다른 인식기 선택 방법들에 의해 구성된 인식기 집,
합과 그 성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선택되는 인식기의 개수는 미리 정해져 있다고 가정한다 단순한. .
인식기의 선택 방법으로는 인식율 또는 신뢰율 의 순위에 따(forced recognition rae) (reliability rate)
라 인식기를 나열한 다음 정해진 인식기의 개수 만큼 선택하는 것이다 정보이론에 기초한 인식기 선택, .
방법으로는 확률 분포를 활용하여 인식기들 간의 의존관계를 고려하는 유사도 (measure of closeness)
에 기반한 선택 방법과 조건부 엔트로피 에 기반한 선택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인(conditional entropy) . ,
식기 간의 상호정보 를 기반으로 상호정보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인식기를 선택하(mutual information) ,
는 선택 방법과 최대가 되도록 인식기를 선택하는mMI (minimization of mutual information) MMI

선택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선택 방법은 선택되는 인식(maximization of mutual information) . mMI
기들이 가급적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되도록 하기 위함에서 제안된 방법이고 선택 방법은 선택되는, MMI
인식기들이 가급적 서로 상관관계가 높도록 하기 위함에서 제안된 방법이다.
무제약 필기 숫자를 인식하는 인식기를 대상으로 적용되어 인식기 풀로부터 정해진 수 만큼의 인식,

기를 선택하여 인식기 집합을 구성하고 구성된 인식기 집합 후보 중에서 최선의 인식기 집합을 선택한,
다 선택된 인식기 집합은 다양한 인식기 결합 방법에 의해서 그 성능을 비교한다 사용된 무제약 필기. .
숫자 데이터는 대학과 대학으로부터 얻은 것이다Concordia UCI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정보이론에 기초한 인식기 선택 방법 및 실험2.
유사도와 조건부 엔트로피에 기반한 인식기 선택 방법은 인식기들 간의 차 또는 차 의존관계를 고1 2
려한 방법으로 인식기들로 이루어진 고차 확률 분포를 그러한 의존관계를 고려하여 최적의 저차 확률,
분포의 곱으로 근사하여 구할 수 있게 해 준다 유사도 기반의 인식기 선택 기준에서는 레이블 클래스.
를 포함한 각 인식기 집합 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식 과 같은 차 의존관계에 따른 인식기들 간(C) , (1) d
의 상호정보 의 합이 높을수록 해당 인식기 집합이 더 우수할 것이라 가정하여 선택한다M() .

M(C n j|C n id(j ),⋯ ,C n i1(j))= ∑c P(c) log
P(C n j|C n id(j),⋯ ,C n i1(j ))

P(C n j)
(1)

조건부 엔트로피는 레이블 클래스 과 각 인식기 집합 에 대하여 클래스 결정 상호정보로부터(L) (E) , -
구할 수 있는 식 와 같은 차 의존관계에 따른 상호정보(2) d D△ 의 합이 높을수록 해당 인식기 집합()
이 더 우수할 것이라 가정하여 선택한다.

ΔD(E n j;E n id(j),⋯ ,E n i1(j ),L)=D(E n j;E n id(j ),⋯,E n i1(j),L)-D(E n j;E n id(j),⋯,E n i1(j )) (2)

D(E n j;E n id(j),⋯,E n i1(j ),L)=∑e ∑l P(e,l) log
P(E n j|E n id(j ),⋯,E n i1(j),l)

P(E n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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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n j;E n id(j),⋯,E n i1(j))=∑e P(e)log
P(E n j|E n id(j),⋯,E n i1(j))

P(E n j)

선택 기준은 인식기 풀로부터 선택되는 인식기들이 가급적 서로 상호보완적 이었으면 하는 바램mMI
에서 사용되었다 식 과 같은 인식기 간의 상호정보 의 정의는 이들 간의 통계적인 상호보완의. (1) M()
정도를 상대적으로 측정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상호정보의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상호보완의 정도는 더. ,
높다고 가정한다 선택 기준은 처음에 인식기 집합 가 공집합이라고 가정하고 가능한 레이블 클. mMI S ,
래스와 인식기 간의 차 의존관계에 의한 상호정보와 인식기들 간의 차 의존관계에 의한 상호정보를d d
모두 각각 계산한 다음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인식기를 선택하여 인식기 집합을 선정한다, .
1. 레이블 클래스와 인식기 간의 계산된 상호정보 값을 참조하여 최대가 되는 인식기를 선택하여,
인식기 집합 에 넣는다S .

2. 인식기 풀로부터 인식기 집합에 있는 모든 인식기와의 계산된 상호정보 값을 합하여 그 합이 최,
소가 되는 인식기를 선택하여 인식기 집합에 추가한다.

3. 미리 정의된 인식기의 개수 만큼 선택될 때 까지 단계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2. .
선택 기준은 인식기 풀로부터 선택되는 인식기들이 가장 우수한 인식기와 가급적 서로 높은 상MMI

관관계를 지녔으면 하는 바램에서 사용되었다 식 과 같은 인식기 간의 상호정보 의 정의는 이. (1) M()
들 간의 통계적인 상관관계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측정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상호정보의 값이 높으면. ,
높을수록 상관관계의 정도는 더 높다고 가정한다 선택 기준은 처음에 인식기 집합 가 공집합이. MMI S
라고 가정하고 가능한 레이블 클래스와 인식기 간의 차 의존관계에 의한 상호정보와 인식기들 간의, d d
차 의존관계에 의한 상호정보를 모두 각각 계산한 다음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인식기를 선택하여,
인식기 집합을 선정한다.
1. 레이블 클래스와 인식기 간의 계산된 상호정보 값을 참조하여 최대가 되는 인식기를 선택하여,
인식기 집합 에 넣는다S .

2. 인식기 풀로부터 인식기 집합에 있는 모든 인식기와의 계산된 상호정보 값을 합하여 그 합이 최,
대가 되는 인식기를 선택하여 인식기 집합에 추가한다.

3. 미리 정의된 인식기의 개수 만큼 선택될 때 까지 단계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2. .
앞서 언급된 다양한 인식기 선택 방법을 실험을 통하여 비교하기 위하여 신경망 기반의 개와 규칙, 4
기반의 개 총 개의 숫자 인식기를 사용하였다2 , 6 . 학습용 데이터 집합인 와 를 이용하여 각각 학A tra

습되었으며 인식기 선택 방법과 의존관계를 고려한 베이지안 결합 방법을 위해 와 가, A, B tra, cv, wdep

각각 사용되었다. 테스트용으로 와 가 각각 사용되었다windep T . 유사도 기반의 선택 기준과 조건부 엔

트로피 기반의 선택 기준은 차와 차 의존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 기준으로 사용하였고 선1 2 , mMI

택 기준과 선택 기준은 차 의존관계만을 고려하였다MMI 1 . 인식기 선택 기준에 의하여 인식기 집합이

결정되면 투표 방법 보다 카운트 방법 의존관계를 고려한 베이지안 결합 방법과 같은 다양한, , (Borda) ,
인식기 결합 방법으로 그 성능을 실험하였다 개의 인식기 풀로부터 개 개 개의 인식기로 구성된. 6 3 , 4 , 5
인식기 집합을 선정하는 실험을 총 가지의 인식기 선택 기준에 따라 각각 수행하여 인식기 집합을 결9
정하였으며 선정된 인식기 집합들은 가지의 결합 방법으로 인식기들이 결합되어 비교해 보았다, 8 , .
토 의3.
실험을 통하여 단순히 인식율이나 신뢰율 측면에서 우수한 인식기를 순위에 따라 차례로 선택하는,
방법 보다는 정보이론 또는 상호정보에 기반한 인식기 선택 방법이 양호한 결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조건부 엔트로피 기반의 선택 기준은 다수 인식기 시스템을 위한 인식기 집합 후보를 결정하. ,
는데 유효했다 그렇지만 후보로 결정된 인식기 집합이 항상 가장 좋은 인식율을 보인다고 보증할 수는. ,
없음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택하려는 인식기의 개수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따라. , .
서 상호정보에 기반한 인식기 선택 방법 특히 선택 기준은 고려할 인식기 간의 차수를 더 높은, , mMI
차수까지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본다 선택하려는 인식기 개수에 상관없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임의 수의 인식기 집합을 선택하는 방법이나 후보 인식기 집합 간의 우열을 제대로 구분

해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선택 기준의 고안 등과 같은 방향으로 앞으로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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