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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 ,  : ∈ℕ,∈ℕ} ( , 은 자연수)이며

은증식된데이터원소로써, 집합 { ,  , ... , }에 속

하는원소 을 번째로생성한것을의미한다. 식에서는간결

한 표현을 위해 각각의 개 원소들에 대해 동일하게 개의 증

식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냈으나 원소별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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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은 기계학습 및데이터 분석을위한 증식데이터의검증방법에 관한 것이다.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은 서로 다른 형식

의 데이터 간 비교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증식된 데이터의 검증은 태그 정보를 활용하거나 사전에 수행된 결합

임베딩 메타정보를 기반으로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 기능들을 포함하는 통합 소프트웨어를 구현했으며, 이를 이용하

여 임계 범위를 벗어나는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거나, 소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새로운 기계학습용 데이터

셋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Ⅰ. 서 론

본논문은증식된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거나 소정의데이터분석 환경

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데이터 증식

은 인공지능 모델 학습이나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부족한 데이터를 보충

하거나, 불균일한 데이터 분포를 보상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증식된

데이터가 오히려 아웃라이어(Outlier)로 기능하거나 학습 성능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증식된 데이터 상호간

특징을 분석하여 태그 정보나 임베딩 벡터와 같은 메타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데이터정제와검증,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셋구성을수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Ⅱ. 본론

1. 데이터 증식

데이터증식을위해서는표 1과같이먼저시드데이터 를입력받는

다. 이후 시드 데이터 에서 이미지와 텍스트와 같은 부분 데이터를

추출한다. 추출된 부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이형 오토인코더 (VAE,

Variational Auto Encoder)나,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기술을활용하여새로운데이터를생성한다. 여기서시드데이터의일

례로는 비디오 파일이나 웹페이지가 가능하다.

표 1. 데이터 증식 과정

2. 이종 증식 데이터 검증의 어려움

본논문에서데이터에대한검증은증식된데이터가소정의학습과정

이나데이터분석과정에효과적으로 활용할 수있도록하기 위한처

리 과정으로 한정한다. 이를 위해 증식 데이터의 정량적 특징을 얻어

오거나, 증식데이터상호간유사도의계산이필요하다. 표 1에표시한

바에따르면  에대해서  와의관련성을계산하는과정에해당한

다.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임계값을 기준으로 수

락(Acceptance)이나 거절(Rejection), 계층적 군집화(Hierarchical

Clustering)를 기반으로유사데이터그룹을부분적으로추출할수있

게 된다.

그러나데이터상호간비교는다양한현실적인문제들을가지고있다.

일례로미디어타입이이미지로동일할지라도가로와세로크기가다

르거나, 색을표현하는채널수, 색표현공간등이다르다면온전한비

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MSE (Mean Squared Error) 혹은 PSNR

(Peak to Signal to Noise Ratio)과 같이영상에만적용할수있는유사

도메트릭(Metric)을 이종형식을갖는데이터셋에적용할수는없다.



3. 태깅 정보 및 결합 임베딩 기반 처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태깅과 결합 임베딩(Joint

Embedding)[1] 기법을핵심요소로사용한다. 태그정보는 HTML페이

지,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등다양한형식의미디어타입을상위수준

에서기술하는데유용하다. 이렇게기술된태그정보는기본적으로단

어이므로 LSA(Latent Semantic Analysis)[2]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3]와 같은 주제모델링(Topic Modeling)기법을 적용하거

나, 태그들에 대해서 워드임베딩(Word Embedding)을 수행함으로써

태그 상호 간 유사도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워드임베딩과 유사하게

영상이나오디오에대해서도고차원벡터공간상의하나의벡터로매

핑하는임베딩처리가가능하다. 그러나이러한임베딩과정은동일한

형식의미디어타입에적용하는것이통상적이었다. 이를이종의데이

터형식들을포괄하는데이터셋에도확장하는방법이결합임베딩[1]

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이를 증식된 데이터들에 적용한다.

이런과정을통해임계범위에해당하는데이터의선택, 대부분의데

이터 셋과는 특징이 현저하게 다른 아웃라이어 검출, 유사도 기반 계

층적 분류와 같은 처리가 가능하다.

4. 개발 내용

본 논문에서개발한증식된데이터에 대한검증 도구는 그림 1과 같이파

이썬 언어를사용하여 독립적인소프트웨어로 구현하였다. 구체적인기능

으로는 시드 데이터와 증식된 데이터 간 비교, 증식된 데이터 상호 간 비

교를 수행한다.

입력데이터가영상형식으로 동일한 경우에대응하여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MSE(Mean Square Error), NRMSE(Normalized Root

MSE, SSIM(Structural Similarity Index Measure), JS(The

Jensen-Shannon distance between p and q), KLD(Kullback Leibler

Divergence)와 같은 저수준 메트릭을 제공한다. 입력데이터가 텍스트 형

식으로 동일한경우에 대응하여 LSA, LDA, 워드임베딩기법을제공한다.

입력데이터가텍스트와 이미지형식이혼합된경우이면서 태그정보가존

재하는경우에는 태그정보를워드임베딩처리하여 유사도비교를수행한

다. 입력데이터가 텍스트와 이미지 형식이 혼합된 경우이면서 태그 정보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식 데이터에 대해서 결합 임베딩을

수행하여 임베딩 벡터를 메타정보로 추가한다. 이를 위해 구글의

Inception 딥러닝 구조[4]를 수정하여 적용했다.

계산된 유사도 결과를 기초로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할 수 있

으며 추출된 데이터 집합은 기계학습 및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으로 활용

할 수 있다. 계산된 메타정보와 상호 유사도 값은 CSV(Comma

Separated Values) 형식으로내보내기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연결된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에 연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1. 개발한 데이터 검증 도구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증식 데이터의 검증 기

술을소개했다. 텍스트와 이미지와 같은 서로다른형식을갖는데이터간

상호비교를지원하는것이주요특징이며, 이를 위해태깅정보와사전에

생성한 결합 임베딩 정보를 사용했다. 비교 및 검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임계 범위를 벗어나는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거나,

소정의조건에부합하는데이터셋을새롭게구성할수있도록했다. 이는

기계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 확보 단계나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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