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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새로운 상품 추천 서비스로서 잡지 기사검색과 온라인 상품 쇼핑을 연계 추천하는 서비스가 새롭

게 등장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온라인상으로 잡지 기사를 검색하면 기사 하단에 잡지 기

사의 내용과 관련된 상품이 자동으로 연계되며 이를 기사를 검색한 사용자에게 추천하고 사용자가 상품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쇼핑몰의 구매 사이트의 페이지로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상품을 추천

할 때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은 협력적 여과 (collaborative filtering)이다[1]. 그러나 협력적 여과는 상품

의 컨텍스트 자체 보다는 상품과 사용자와의 이력 관계를 기반으로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서

비스에서 적용되기에는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잡지 기사 컨텍스트와 상품 정보간의 연관성을 모델링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잡지 기사와 상품 정보 모두 멀티모달(multimodal) 특성을 갖는 데이터이

므로 모달리티 간의 크로스모달(cross-modal) 연관성을 학습하는 기술[2-5]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진은 멀티모달 연상 추천시스템(MARS)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미지와 텍스트 문서로 구성된 잡지기사

의 컨텍스트와 이미지와 메타정보로 구성된 상품 정보간의 멀티모달 연상 연관관계를 모델링하는 방법

을 연구 중이며[6] 본 논문에서는 해당 기술의 한 구성요소로서 상품의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의

종류를 분류하고 이를 태그로서 상품에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본 론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은 데이터를 구성하는 인자(feature)들 간의 고차 연관관계를 표

현 및 학습 가능한 확률그래프 모델 기반의 기계학습 방법론이다[7]. 하이퍼네트워크의 특성은 회상기억

(Recall memory), 전역지역성(Glocality), 조합성(Composionality), 자가조립(Self-assembly) 등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언어(visual words)의 벡터로 표현된 상품이미지 데이터 집합이 주어지면, 랜덤 샘플

링 기반으로 생성된 하이퍼에지들로 초기 하이퍼네트워크 H를 구성한다. 그리고 훈련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하이퍼에지들의 가중치가 학습이 된다. 그리고 학습된 하이퍼네트워크 H'를 이용하여 훈련데이터의

분류 성능을 측정한다. 그 후 가중치가 낮은 일부 하이퍼에지는 하이퍼네트워크로부터 제거되고 새로운

하이퍼에지가 생성되어 하이퍼네트워크에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을 정해진 회수만큼 반복하여 학습이

진행된다. 이때 학습과정에서 하이퍼에지 Ej의 가중치 wj를 계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j c

w

w a b= + ´
.

(1)

식 (1)에서 α와 β는 임의의 상수로서 덜 틀린 경우와 더 많이 맞추는 경우에 대하여 가중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디자인시계, 아동용완구 등 디자인제품과 와인

잔, 식기 등을 포함한 주방기기 등 총 10개의 카테고리 1,251개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상품

이미지는 전처리로서 Surf [8]와 mean-shift 클러스터링을 기반으로 하여 추출된 4,022개의 시각언어 인자

집합 (feature set) 중에서 모든 샘플에서 동일한 값을 갖는 인자들을 제외한 81개의 인자들에 대하여 히

스토그램 벡터로 표현되며, 표현된 히스토그램은 TF-IDF를 이용하여 정규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

이퍼네트워크 모델은 이산화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효과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므로 정규화된 시각언어 벡

터 데이터를 0에서 4까지 5단계로 이산화 표현하였다.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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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값

샘플링 수 20

하이퍼에지 교체 비율 10%

반복실험 횟수 10회

가중치
α 10

β 0.0001

표 1. 하이퍼네트워크 파라미터

기계학습 (세부 세팅) 1차 태깅 정확도(%) 표준편차

30-하이퍼네트워크 36.15 2.44

SVM (SMO + 2차 다
항식 커널)

35.24 1.95

Decision Tree (J48) 28.33 2.10

Random Forest 29.51 1.68

kNN (k=1) 30.6 2.71

Bayesian Network
(K2, #Parents =3)

35.78 2.28

Naive Bayes 33.48 1.49

표 2 . 다른 알고리즘과의 태깅 정확도 비교. 비교된 기계학습

모델의 정확도는 10회 실행 후 평균 값

그림 1. 3차 태깅된 상품이미지 예. 밑줄 표시가 된 태그가 실제 상품의 종류임.

중 70%를 훈련데이터로 활용하고 나머지 30%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였으며, 실험 결과의 재

현성을 위하여 매 실험마다 훈련 데이터와 테스

트 데이터의 구성이 변하도록 실험하였다. 또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Weka 3.6.1[9]에 구현된 알고

리즘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상품에 부여되는

태그의 수가 m인 경우 ‘m차 태깅’이라고 정의한

다. 마지막으로 이 실험에서 사용된 하이퍼네트

워크의 파라미터는 표 1과 같다. 표 2는 하이퍼

네트워크 기반의 상품이미지 태깅 정확도를 일

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

한 태깅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하이퍼네트워크는 SVM과 Bayesian 
Network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태깅 성능

을 보이며 그 외의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우수

한 태깅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은 3차
태그가 부여된 상품의 이미지의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품이미지가 나타내는 컨텍

스트와 부여된 태그들 사이에는 의미의 유사성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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