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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oice of labeled data in semi-supervised learning algorithm can result in effects on the performance of

the resultant classifier. In order to select labeled data required for the training of a semi-supervised learning

algorithm, VCNN(Vector Centroid Neural Network) is proposed in this paper. The proposed selection method of

label data is evaluated on UCI dataset and caltech dataset. Experiments and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election method outperforms conventional methods in terms of classification accuracy and minimum error rat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준감독 학습 알고리즘(Semi-Supervised Learning Algorithm)의 학습데이터에 필요한 소수의 레이

블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무감독경쟁학습 알고리즘인 VCNN(Vector Centroid Neural Network)을

제안한다. 준감독 학습 알고리즘에서 레이블 데이터의 선택은 학습 결과 큰 영향을 미치고, 레이블 데이터를 선택

하는데 있어 많은 비용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레이블 데이터 선택을 검

증하기 위하여 UCI database 와 caltech dataset 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기존의 레이블 데이터 선택 방법과 비

교하여 안정된 분류 결과와 최소의 오차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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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능형 학습 알고리즘의 종류는 학습 데이터에서 레

이블 데이터의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학습방식

으로 구분된다. 감독 학습 알고리즘은 레이블이 존

재하는 학습데이터를 사용하고, 무감독 학습 알고리

즘은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은 학습데이터를 사용한

다. 감독 학습 알고리즘은 연산양이 많고 수식이 복

잡하여 낮은 학습 속도와 구현의 어려움이 문제로 제

기되지만 무감독 학습 알고리즘 보다 우수한 성능의

이유로 학습데이터의 레이블을 획득하기 위한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도 여러 분야에서 사

용되고 있다. 반면, 무감독 학습 알고리즘은 연산양이

적고 수식이 간단하여 학습 속도가 빠르며 구현이 간

단하지만 감독 학습 알고리즘보다 성능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감독 학습 알고리즘과 무감독 학습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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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간 형태를 갖고 있는

준 감독 학습 알고리즘(Semi-Supervised Learning

Algorithm)이 주목받고 있다. 준 감독 학습 알고리즘

은 소수의 레이블이 있는 학습데이터와 다수의 레이

블이 없는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며 기존의

감독 학습 알고리즘의 높은 성능과 무감독 학습 알고

리즘의 빠른 학습속도의 특징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준 감독 학습 알고리즘은 감독 학습 알고리즘에서

소수의 레이블 데이터만 사용하고 레이블이 없는 데

이터 처리를 기존의 함수에 추가하거나 무감독 학습

알고리즘에 레이블 데이터 처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레이블 데이터가 감소한 만큼

레이블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감소하지만

실제 데이터양은 과거에 비해서 매우 증가되었기 때

문에 소수의 레이블 데이터 선택의 신뢰성이 매우 중

요하다 ([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준

감독 학습 알고리즘을 위한 레이블 데이터 선택에 있

어서 무감독경쟁 학습 알고리즘인 VCNN(Vector

Centroid Neural Network)을 제안한다. VCNN은 기

존의 CNN(Centroid Neural Network) 알고리즘 연산

에서 추가적인 대푯값이 입력될 때, 벡터 이론이 추

가 되어 패자뉴런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복적인 학

습에도 기존의 CNN 보다 안정된 학습결과를 얻기

위하여 제안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준 감독 학습

알고리즘으로 무감독 학습 알고리즘을 기초로 하여

제안된 SSSVaD (Semi-Supervised Spatially Variant

Dissimilarity Measure) 와 감독 학습 알고리즘

SVM을 준감독 학습 방식으로 실험을 정리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

에서 사용하는 CNN 알고리즘과 제안된 VCNN 알고

리즘 소개와 레이블 데이터 선택방법을 소개하고, 3

장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영상에서의 특징 추출방법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기존의 레이블 선택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과 데이터 분류 실험 결과를 비

교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했다.

Ⅱ. 본론

1. CNN(Centroid Neural Network)

CNN 알고리즘은 k-means와 SOM 같은 기존 알고

리즘이 매 학습마다 연결 가중치를 수정하는 것과 달

리, 승자와 패자의 연결 가중치를 각각 설정하여 현

재와 이전 학습에서의 뉴런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통

해 가중치를 변화시킨다. CNN의 목적함수는 다음의

식(1)와 같이 표현된다.

min  
  




  

 

   
 (1)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 집합을    ⋯   , 뉴

런 의 연결 가중치는     ⋯  로 표현

했을 때 승자뉴런 와 패자뉴런 의 연결 가중치 갱

신은 다음과 같다.

 


  (2)

 


  (3)

여기서 과  은 승자 뉴런과 패자 뉴런의 연

결 가중치를 표현하며, 와 는 현재 학습에서 군

집 ,  에 속한 데이터의 수를 의미한다.

CNN알고리즘은 기존의 무감독 경쟁학습과 비교하

여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초기 설정 값에 있어서

학습반복수를 설정할 필요가 없고, 초기 중심 값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 학습반복수는 패자뉴

런이 없을 때까지 반복되며, 학습속도 또한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월등히 빠름을 확인할 수 있다([6]).

2. 벡터를 이용한 CNN (VCNN)

CNN 알고리즘의 학습 단계에서 패자뉴런이 발생

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군집 분류를 위한 대표값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식(4)과 같이 그룹별로 데이터와

대푯값의 모든 거리의 합이 가장 큰 그룹의 대푯값

중심에 임의의 값을 설정하여 새로운 대푯값을 추가

했다. 식(4)에서 는 대푯값의 총 개수를 의미하고,

는 번째 대푯값을 승자뉴런으로 선택한 데이터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이전 대푯값의 이동된 경로 내

에 추가 되는 경우 다량의 패자뉴런이 발생하여 패자

뉴런 갱신 연산의 증가와 학습 결과의 오차가 발생했

다. 하지만 대푯값이 이동되는 방향을 고려하여 이동

된 방향의 영역에 추가하는 경우 패자뉴런의 발생이

최소화 되어 연산량이 줄고 최소의 오차로 학습을 마

무리 할 수 있다.

Fig. 1. Determination of the sign of each dimension of

additional cluster in 2 dimension data.

그림 1. 2차원 데이터의 추가 대푯값의 차원별 부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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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에서 은 차원을 의미하며,
 는 오차

가 가장 큰 그룹의 대푯값을 의미한다. 의 차원

별 부호에 따라 추가되는 대푯값의 위치를 결정지을

수 있다. CNN과 같은 방법으로 초기 대푯값을 설정

하고 그 위치를 기억한다. 추가 대푯값이 요구될 때

현재의 대푯값들의 이동된 위치와 초기 대푯값의 위

치를 식(5)를 이용하여 해당 대푯값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 그림1에서 2차원 데이터에 대한 변화량에

따른 위치 지정을 예로 나타냈다. 고차원 데이터에서

는 차원별 변화량의 부호에 따라 추가 되는 대푯값의

차원별 부호를 결정 한다. 최종적으로 이동된 방향을

찾았을 때 벡터를 구한 후 이동된 거리의 일정 비율

로 대푯값을 추가하여 대푯값이 군집내에 추가 되도

록 설정한다.

3. 레이블 데이터의 선택 방법

준감독 학습 알고리즘의 데이터 전체를 VCNN을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하면, 설정한 개수만큼 대푯값

을 얻을 수 있다. 대푯값은 입력된 데이터의 분할된

군집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푯값 주변에는 해당

군집의 데이터들이 분포된다.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중에서 준감독 학습 알고리즘의 레이블 데이터 선택

은 유클리디언 거리방식(Euclidean distance)으로 대

푯값과 데이터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식(6)에서 는 대푯값을 의미하고, 는 데이터, 는

대푯값의 개수, 는 번째 해당하는 대푯값을 winner

로 선택한 데이터의 개수이다.

  
  

 

 

,    (6)

식(6)를 이용하여 구해진 거리 중에서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설정된 레이블 데이터 개수만큼 군집별로

선택하여 해당 대푯값의 레이블을 전달하여 선택한

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택데이터는 데이터 군집의

중앙이나 군집간의 사이 경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레이블 데이터로 선택하게 되어 준감독 학습 알고리

즘의 오분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III. 특징추출 방법

1. ULBP(Uniform Local Binary Pattern)

기본적인 국부이진패턴(Local Binary Pattern) 히스

토그램은 1996년 Ojala에 의해 흑백영상에 대한 텍스

쳐 기술자로 제안됐다([7][8]). LBP는 국부영역에서의

질감 형태에 따라 세밀한 특징을 표현할 수 있고 조

명변화에 강건하기 때문에 얼굴 인식등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 (7)

    i f ≥ 
  

(8)

식 (7)에서 는 LBP를 구하는 중심 픽셀이고, 은

와 이웃하는 픽셀들을 나타낸다.

기본적인 LBP 는 28 = 256 종류의 패턴을 가지고

이를 카운트 하여 256차원의 텍스쳐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HSV
HSV 색공간은 색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그

방법에 따라 배치하는 방식으로 영상의 RGB 색공간

을 색상(Hue), 채도(Saturation), 명도(Value or

Brightness) 의 좌표로 써서 색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9]).

본 논문에서는 HSV 색공간의 각 성분을 히스토그

램으로 만든 후 차례로 이어 하나의 히스토그램으로

작성했다. 색상은 전체 360°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2°

범위를 하나의 색으로 가정하여 총 180차원의 히스토

그램으로 표현하고, 채도와 명도는 각각 백분율로

표현하나 10% 마다 하나의 단계로 묶어 각 10차원의

히스토그램을 생성한다. 즉, 색상(H), 채도(S), 명도

(V)를 차례로 이어 총 200차원의 HSV 색상 히스토

그램을 생성했다.

3. DCT

DCT(Discrete Cosine Trans- form)는 JPEG,

H.261, MPEG 등 영상의 압축 및 복원에 널리 사용

되어 좋은 성능을 보여주며, DCT 계수(Coefficient)

는 영상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는 특징벡터로 사용되

어 영상의 인식, 분류에도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10]).

본 논문에서는 입력영상의 가로와 세로가 8×8 픽셀

이 중복되지 않는 블록으로 나누어 블록 DCT 연산을

한 후 좌측 상단에 위치하는 DC component로부터

지그재그 스캐닝을 통해 1차원 행렬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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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4차원의 변환계수 행렬로부터 저주파성분 32차

원을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된 각 블록의 32차원 계수

들의 평균과 분산을 이어 하나의 영상을 표현하는 64

차원의 특징벡터를 생성했다.

Fig. 2. VCNN result in 2D data point

그림 2. 2차원 데이터에서의 VCNN 결과

Ⅳ. 실험 및 결과

1. 2차원 데이터에 대한 실험

VCNN을 이용한 레이블 데이터 선택 방법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 실험을 비교했다. 첫

째로 기존의 방법으로 학습 데이터 중에서 그룹별로

임의의 데이터를 찾아 해당 그룹의 레이블 데이터를

지정하여 SSSVaD 알고리즘과 준감독 학습 방식의

SVM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VCNN을 이용하여 군집의 대푯값을 찾아 대푯값을

승자뉴런으로 선택한 데이터 중근접한 데이터를 기준

으로 해당 그룹의 레이블 데이터를 선택하여 위와 같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했다.

레이블 데이터 선택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

림 2에 표현된 2차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VCNN의 레

이블 데이터 선택 성능을 확인했다. 정확한 레이블

데이터 선택을 위해서 VCNN의 학습 결과는 각 군집

의 중앙에 대푯값이 위치하여 대푯값 주변 데이터를

선택할 때 다른 군집의 데이터 선택을 방지해야 한

다. *형태의 대푯값은 VCNN을 이용하여 군집에서의

최적의 중심 값이며 × 형태의 대푯값은 기존의 CNN

학습 결과에서 오차가 발생된 중심 값이다. × 형태가

대푯값으로 선택되는 경우 이웃하는 데이터를 선택하

는데 있어서 다른 그룹의 데이터가 선택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준감독 학습 알고리즘에서 분류 정

확도를 낮추는 결과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학습

결과의 신뢰성이 낮으면 반복되는 실험에서의 오차율

은 증가한다. 그림 2의 데이터에서 임의의 레이블 데

이터를 선택하여 준감독 학습 방식의 Support Vector

Machine ([11]) 과 SSSVaD 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

했을 때 분류 결과는 73.00% ∼ 76.66% 이며, VCNN

을 이용하여 레이블 데이터를 선택한 경우 준감독 학

습 알고리즘의 분류 결과는 90.66% ∼ 92.33%로 나

Fig. 3. Classification accuracy vs. number of

label data samples

그림 3. 레이블 데이터 개수에 따른 분류정확도

타났다. 가장 높은 분류 결과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

지만 VCNN을 이용하여 레이블 데이터를 선택한 경

우 기존의 방식보다 오차율이 1.99% 감소했다.

2. UCI database & Caltech database 실험

4.1에서 소개한 2차원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에서

입력 데이터의 카테고리 별로 임의의 레이블 데이터

를 선택하는 방법과 무 감독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레이블 데이터 선택 방법에 있어 특히, VCNN 알고

리즘을 이용하는 경우 준감독 학습 알고리즘의 안정

적 인 분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2차원 데이터

의 경우 레이블 선택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위

적으로 제작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실험

을 위해 UCI database([12])와 Caltech database([13])

를 이용하여 추가 실험을 수행했다. UCI database 중

에서 iris, wine,vehicle, sonar, ionoshere data와

Caltech database 에서는 airplane, cars, faces,

leopards, motobikes를 이용하여 논문에서 제안한 방

법을 확인했다. UCI database 경우 특별한 전처리 없

이 실험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Caltech 이미지 데이터

경우에는 특징 추출을 위해 HSV, ULBP, DCT의 특

징 추출 방법을 이용했다. 추출된 특징은 HSV 200차

원, ULBP 59차원, DCT 64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특

징별 차원을 하나의 벡터로 연결시켜 총 323차원의

입력데이터를 구성했다.

실험 방법으로 데이터 마다 10%의 데이터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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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VM VCNN+SVM

iris 74.44%±8% 90.66%±6%

wine 84.44%±4% 91.33%±2.5%

vehicle 61.00%±4.2% 62.82%±2.0%

sonar 63.77%±5% 70.66%±5%

ionoshere 80.00%±2% 82.00%±2%

average 72.73%±4.6% 79.49%±3.5%

Caltech 71.00%±5.0% 7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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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results of SSSVaD

표 1. SSSVaD 의 분류 실험 결과

data SSSVaD VCNN+SSSVaD

iris 76.67%±10% 88.66%±6%

wine 79.15%±5% 91.33%±2%

vehicle 57.83%±3.7% 62.82%±1.2%

sonar 58.77%±3.5% 68.66%±5%

ionoshere 77.06%±2.7% 79.77%±0.5%

average 69.90%±5.0% 78.33%±3.6%

Caltech 66.00%±5.0% 68.00%±3.0%

데이터로 남겨놓고, 나머지 90%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검증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를 다르게 하여 10번의 실험을 수행했고,

실험 결과의 최소, 최대 분류 결과와 모든 데이터에

대한 결과의 평균으로 실험 결과를 정리했다. 레이블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20%를 선택했고, 임의의 레

이블 데이터 선택을 위해 특징을 추출하기 전에 이미

지에서 임의의 레이블을 지정하여 기존의 방법으로

레이블 데이터를 선택했다. VCNN을 이용한 레이블

데이터 선택방법은 323차원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해당 database 마다 그룹의 개수를 지정하여 학습을

했고, 2.3절에서 소개했듯이 각 군집의 중심에 위치한

대푯값을 승자뉴런으로 선택한 데이터 중에서 가까운

순위로 20%를 선택했다. 그림 3에 레이블 데이터 개

수에 따른 분류정확도를 iris 데이터의 실험 결과로

표현했다. SSSVaD의 경우 위의 소개한 실험 방법으

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SVM의 경우 SVM_light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레이블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는 목적값을 0으로 처리하여 레이블이 없이 업

데이트를 진행했고, 이진분류기인 SVM을 멀티클래스

로 진행하기 위해 one-Vs-rest 방식을 사용했다.

표 1에서는 SSSVaD 알고리즘에 대해 UCI

database, Caltech database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며

표 2에서는 SVM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보

여준다. 2차원 데이터의 실험과 같이 VCNN을 이용

한 레이블 데이터 선택은 준감독 학습 알고리즘의 분

류정확도에서 향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레이블 선택 방법에서는 최대 10%의 오차율이 발생

하지만 VCNN을 이용한 레이블 데이터 선택 방법에

서는 최대 6%의 오차율이 발생되었고, 최소 0.5%의

오차율을 통해 안정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의 실험을 통해서 준감독 학습 알고리즘의

입력 데이터 중 레이블 데이터가 전체적인 분류도 향

Table 2. Classification accuracy of Semi SVM

표 2. Semi SVM 의 분류 정확도

상에 있어 중요성을 확인했다. 준감독 학습 알고리즘

은 감독 학습 알고리즘과 다르게 소수의 레이블 데

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블 데이터 선택에서의

오차는 분류 결과에 큰 오차를 발생시키고, 정확한

레이블 데이터 선택은 안정된 분류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VCNN을 이용한 레이

블 데이터 선택은 안정화된 무감독 학습 알고리즘의

분류 결과를 확인 했고, 기존의 방법보다 레이블 데

이터 선택의 소요 시간이 빠르고 높은 분류도를 보였

다. 실험 결과 무 감독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준

감독 학습 알고리즘의 레이블 데이터 선택의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다양한 방법을 응용하여

무감독 학습 방식을 준 감독 학습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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