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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유행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바이러스(ASFV),

신종 인플루엔자(H1N1) 등 여러 감염병으로 인해 각 

국가는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나라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

여 왔고 국내 또한 질병관리본부를 설립하여 여러 

연구를 시행해 피해 대책을 해왔지만, 감염병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예컨대 감염병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는,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예측모델[1], 도메인 지식 기반 해외 발생 감염병 국

내 유입가능성 탐지 모델[2]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획득 가능한 데이터는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실제 방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형태

의 정보를 제한된 시간 이내에 얻는 것이 어렵기 때

문에 사전적으로 유사 데이터끼리 군집화(cluster-

ing)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군집화하는 데이터가 

이미지와 같은 고차원 데이터일 경우 전통적인 군집

화 방식만을 사용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으며 공간 

정보 또한 무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기존 방법[3,4,

5,6,7,8]은 완전 연결 계층(fully connected layer)로 

구성된 적층 오토인코더(stacked auto encoder)방식

을 사용하여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치환시

킬 때, 공간 정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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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고차원 감염병 데이터 간 유사성을 찾아내기 위

해 첫 번째로, 합성곱-오토인코더를 활용함으로써 데

이터 압축을 시행할 때 공간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압축된 데이터가 존재하는 코딩층(code-

layer)에서 응집형 계층적 병합군집(agglomerative

hierarchical clustering)을 수행하여 유사한 데이터

끼리 군집화를 한다. 제안한 방법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최근 관련된 연구들과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압

축된 정보를 활용하여 군집화한 결과가 기존 방법

[3,4]등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함을 증명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

의 문제 제기를 통해 기존의 k-means와 stacked au-

toencoder의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공간적 정보 

손실 해결과 효과적 군집화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3

장에서 제안한 모델을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한 모델로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기존 모델들과

의 성능 비교를 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문제 제기

2.1 인공신경망 구조적 공간정보 손실

비지도 학습(unsupervissd learning)을 위한 인공

신경망 구조 중 하나인 합성곱-오토인코더는 적층 

오토인코더가 공간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완한 

방법이다. 완전 연결 계층으로 이루어진 적층 오토인

코더는 입력 데이터를 1차원으로 치환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와 같이 공간 정보를 

가지는 경우 공간 정보가 소실되며 서로 다른 각 층

(layer)의 모든 노드(node)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

간적 구조(spatial structure)를 보존하지 못하는 큰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합성곱-오토인코더는 

입/출력 모두 2차, 3차 혹은 4차원 데이터로 처리하

기 때문에 공간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Fig. 1). 합성곱 오토인코더는 적층 오토인코더

와 같이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인코더(recognition

network)와 입력 데이터를 복원시키는 디코더(gen-

erative network)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 합성

곱-오토인코더의 출력층의 차원은 입력층의 차원과 

동일한 구조이며, 은닉층의 차원은 입력층의 차원보

다 작다. 따라서, 은닉층은 입력 데이터의 불필요한 

특징을 제거한 압축된 특징을 학습할 수 있다. 일반

적인 합성곱-오토인코더의 인코더는 입력 데이터 

를 점차 더 작은 차원인 은닉층 로 매핑(mapping)

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는 식(1)과 같다.

     ∗ (1)

위의 식에서 ·는 인코더를 나타내며, 는 입력 

벡터, 는 인코더의 파라미터, 는 ReLU등과 같은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 ∗는 합성곱 연산

자(convolution operator)이다.

디코더는 인코더로부터 압축된 데이터가 있는 은

닉층 로부터 입력을 받아 와 유사할 수 있도록 재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식(2)와 같다.

′    ∗ (2)

위의 식에서 ·는 디코더를 나타내며, 는 디코

더의 파라미터, ′은 디코더의 출력값이다.
최종적으로 합성곱-오토인코더는 모델의 출력이 

입력 데이터에 최대한 근사하는 방향으로 재구성 손

실(reconstruction error)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입력 

(a) (b)

Fig. 1. Comparison between (a) stacked auto-encoder and (b) convolutional auto-encoder on the error propagation 

capturing local information. Stacked auto-encoder’s error is propagated to all parameters while convolutional 

auto-encoder propagates error only to its masked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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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핵심적인 특징(feature)을 학습하도록 한

다. 학습을 위한 목적 함수는 mean squared error

(MSE)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

 (3)

위의 식에서 은 데이터 수이고 는 번째 데이터

이다.

2.2 군집화의 효율성

비지도학습인 군집화(clustering)는 각 개체의 그

룹정보(label) 없이 유사성을 측정하여 유사한 데이

터끼리 그룹화 하는 것이 목적이며, 유형으로는 크게 

계층적 군집화(hierarchical clustering)와 분할적 군

집화(partitional clustering)알고리즘이 있다(Fig. 2).

분할적 군집화 알고리즘은 데이터 세트를 k 개의 

그룹 수로 세분화하는 클러스터링 기법이다. 이 방법

으로는 각 군집의 중심으로부터 가까운 데이터를 묶

는 k-means clustering(MacQueen 1967)대표적이다.


min

  




  



∥ ∥

 st


  ∀ (4)

여기서 은 데이터 수, 는 군집 수, 는 군집 

에 따른 중심, 는 번째 데이터가 번째 군집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이진 변수이며, 모든 데이터는 

하나의 군집에 속해야 한다.

이에 반해, 계층적 군집분석은 군집 수를 지정하

지 않아도 각 개체들이 결합 또는 분할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트리 형태의 구조인 덴드로그램(dendro-

gram)을 통해 적절한 군집수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은 개체 간의 유사

성을 이용하여 가장 유사한 데이터끼리 합병해 나가

는 응집형 계층적 군집(agglomerative hierarchical

clustering)과 유사성이 없는 데이터끼리 점차 분할

해 나가는 분할형 계층적 군집(divisive hierarchical

clustering)이 있다. 군집간의 거리는 대표적으로 단

일연결법, 완전연결법, 메디안(median)연결법, 와드

(ward)연결법 등이 있다. 단일연결법은 군집간의 최

단거리를 이용함으로써 상이한 군집을 찾는데 중점

을 둔 방법이며, 완전 연결법은 군집간 최장거리를 

이용함으로써 응집성에 중점을 둔 군집법이다. 또한 

메디안 연결법은 중심연결법에서 작은 군집이 무시

되는 경향을 보완한 방법이며, 와드 연결법은 군집 

간 거리와 군집 내 편차 제곱합에 근거하여 병합해 

나가는 방식으로써 비슷한 크기의 군집끼리 병합하

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계층적 군집분석은 거리의 

정의에 따라 다른 군집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자신

의 목적에 부합한 거리를 정의해야만 한다. 합성곱-

오토인코더와 군집 분석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논문의 3장에서 효율적인 군집화 방법을 소개한다.

3. 제안한 방법

본 논문에서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효

율적으로 줄이며 서로 유사한 데이터끼리 군집화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CNN (convolu-

tional neural networks)의 유형 중 하나인 합성곱-

오토인코더의 인코더 부분을 보다 깊게 convolution

과 sub-sampling을 수행하여 강력한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압축된 정보가 존재하는 코딩층

(code-layer)에서 와드 연결법(Ward linkage)을 통

한 응집형 계층적 군집을 수행함으로써 노이즈(noise)

와 이상치(outlier)에 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세한 모델은 Fig. 3에 자세히 시

각화하였다.

전통적인 군집화 방식만을 사용하기에는 이미지 

데이터는 고차원이기 때문에 완전 연결 계층으로 이

루어진 적층 오토인코더를 이용하여 저차원으로 치

환시킨 후 군집화를 시행하는 기존 연구[3,4,5,6,7,8]

가 있지만 공간 정보를 반영하지 않았는다는 점과 

k- means clustering은 이상치(outlier)에 민감한 단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합성곱-오토인코더 개념 및 와드 연결법을 통

한 군집화를 하였다. 합성곱-오토인코더는 기존 적

Fig. 2. The set of hierarchical clusters is nested with 

overlapping subsets that are organized as a 

tree. The partitional clustering is a division of 

the set of data samples into non-overlapping 

subsets such that each data sample is in exactly 

one sub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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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오토인코더에 합성곱신경망(covolutional nearal

networks)의 개념을 추가한 것으로 출력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와 가능한 동일하게 재구성

(reconstruction)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코딩층의 특징 데이터는 합성곱-오토인코

더의 입력 데이터를 디코더가 재구성할 수 있게 핵심

적인 정보들을 압축되어 만들어진다. 제안된 모델은 

기존에 합성곱 오토인코더 개념을 활용한 연구[9]보

다 인코더(recognition network)층을 더욱 깊게 쌓아 

올려서 코딩층이 더욱 강인한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

록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즉, 기존 합

성곱-오토인코더의 인코더 부분을 여러 개의 con-

volution과 sub-sampling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써 불필요한 파라미터 수는 최대한 줄이고 보다 핵심

적인 정보를 강화하여 최종적으로 코딩층에서 보다 

강인한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하였다.

 
  

 ⋯  
 (5)

또한, 합성곱-오토인코더의 코딩층에서 응집형 

계층적 군집방식(agglomerative hierarchical clus-

tering) 사용하기 위해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

tance)를 이용하여 각 개체 간의 거리를 측정하였고,

응집형 계층적 군집을 형성할 때 비교적 정확한 결과

가 나오는 와드 연결법(Ward linkage)방식을 사용하

여 가장 유사한 군집들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와드 연결법은 군집 간 거리만으로 데이터를 연결하

는 것이 아닌, 군집 내 편차들의 제곱합(error sum of

square)에 근거하여 병합해 나가는 방법으로써 노이

즈(noise)나 이상치(outlier)에 덜 민감한 장점이 있다.

  
∈∪∥ ∪∥  (6)

              ∈∥ ∥ 
∈∥ ∥


위 식에서 은 군집의 평균,   는 군집을 나타

낸다. 즉, 위의 식은 두 군집이 하나의 군집으로 형성

되었을 때의 평균과 각 개체들과의 거리, 또 서로 다

른 두 군집의 평균과 그에 속하는 개체들과의 거리의 

차이이다. 병합된 군집의 오차 제곱 합은 병합 이전

의 합 보다 커지게 되는데, 이 증가량이 작아지는 방

식으로 군집화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비슷한 크기의 

군집이 형성되며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비교적 정확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제안한 방식과 기존의 방식간의 비교분석을 위해 

MNIST dataset을 사용하였다. MNIST 데이터는 

60,000장의 트레이닝 데이터와 10,000장의 테스트 데

이터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으로 0∼9 사이의 28×28

필기체 이미지로 구성되어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합성곱-오토인코더의 인코더(recognition network)

층을 여러개의 convolution과 sub-sampling을 반복

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코딩층에서 강인한 특징을 학

습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하고 계층적 군집분석을 

한 결과 기존의 방식들보다 성능이 우수하였음을 확

인하였다. Fig. 4는 제안한 합성곱-오토인코더와 계

층적 군집화의 성능을 시각화하기 위해 t-SNE[10]

Fig. 3. Proposed encoder reinforced CAE based agglomerative hierarchical model for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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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t-SNE는 고차원의 데이

터를 저 차원의 데이터로 거리 관계를 유지하며 임베

딩(embedding) 시키는 알고리즘이다.

군집성능평가를 하기 위해 성능평가지표로는 

clustering accuracy(ACC)와 normalized mutual in-

formation(NMI)를 사용하였다. ACC와 NMI는 다음

과 같다.


  





   (7)

위에서의 은 데이터 수, 와 는 예측된 군집 

레이블 및 실제 정답 군집,  는 각 예측된 군집 

레이블을 실제 레이블과 동일하게 매핑하는 함수이

다. 마지막으로   는    가 성립할 

시 1이고 성립하지 않을시 0인 델타함수이다.

 
 

(8)

위에서 는 실제 레이블, 는 군집 레이블, 는 

엔트로피이며, 는 mutual information metric이

다. Normalized mutual information은 mutual in-

formation 값이 0과 1의 사이 값이 되도록 정규화한 

지표이며, 이 때 upper bound는 와 가 가진 엔트

로피(불확실성)의 산술평균값 혹은 기하평균, 최대/

최소값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안된 합성곱-오토인코더(CAE+hierarchical: 95.63

%)의 강인한 특징 추출로 인해, 코딩층에서의 핵심

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층적 군집분석을 한 결과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의 방법 (CAE+k-

means: 84.90%)들에 비해 약 10% 향상을 가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합성곱-오토인코더의 인코더를 강

화하여 코딩층에서 강인한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하고 계층적 군집화를 수행하여 유사한 

데이터끼리 군집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결

과 기존의 방식보다 우수한 성능향상이 있었으며 잉

여정보를 제거하고 중요한 정보만을 사용하는 방식

이 군집화 성능향상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 있어 각 대응되는 인코더와 디코더에 skip-

connection을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해 보았지만, 오

히려 데이터 압축에 악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다

시말해, 인코딩 과정에서의 정보 손실을 고려하여 디

Fig. 4. Visualization of clustering results of MNIST-TEST. Different colors mark different clusters. (a) is CAEk-means 

clustering, (b) is CAEHierarchical clustering, (c) is proposed the CAEk-means clustering and (d) is the 
proposed method. It can be seen that the proposed method shows the bes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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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더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때, 재구성 손실(re-

construction error)은 확실히 줄지만 오히려 오토인

코더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코딩층에 중요한 정보가 

남지 않게 되어 본 논문의 군집화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로는 계층적 군집 분석의 시간복잡

도 및 메모리 요구량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군집분석 방식을 적용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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