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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불확실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상을검출 및 분류하기위한 뉴럴 네트워크의 트레이닝 방
법 및 장치

요약

대상을 검출 및/또는 분류하는 다수의 도출로부터의 특징을 학습 및 통합하는 신호 처리 장치(100) 및 
그에 따른 방법이 개시된다.  간단한 서브-패턴으로 대상에 대한 트리 구조의 설명은 사용한 패턴 트리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가 서브-패턴을 검출 및 통합하기 위한 여러 목적 함수를 사용하여, 성장 및 트레
이닝 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뉴럴 정보 처리 분야에 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물을 검출 및/또는 분
류하기 위한 복수의 도출(resolution)로부터 특징을 학습 및 통합하기 위한 계층 구조적 장치 및 부수적
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방법 및 장치는 또한 트레이닝 데이터에 잠재적 에러가 존재하는 통제된 학
습을 어드레싱(address)한다.

배경기술

특정 타스크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램된 종래의 컴퓨터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뉴럴 네트워크는 엄격하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규칙을 따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학습 및 트레이닝된다.  예를 들어 이미지 분석에 
있어서, 디지털 사진 이미지는 식별을 위해 뉴럴 네트워크에 도입될 수 있으며, 이것은 자신의 트레이닝
에 기초하여 정확한 해답을 생성하기 위해 적절한 노드를 활성화시킨다.  개별적인 노드들 사이의 접속
부는 타스크가 정확하게 수행될 때 '강화(strengthen)(저항 하락)'되며, 타스크가 부정확하게 수행되면 
'약화(weaken)(저항 상승)'된다.  이같은 방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는 트레이닝되어 타스크의 반복을 통
해 보다 정확한 출력을 생성한다.

이미지 분석 분야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컴퓨터 탐색에 매우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소정
의 타스크에 관련되어 작은 단편의 정보만이 주어지는 대량의 정보를 포함한다.  대량의 정보로부터 관
련 부분을 식별하기 위한 처리는 종종 강력한 컴퓨터의 성능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미지의 크기 및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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럴 네트워크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계산 비용 및 트레이닝 시간도 역시 많은 응용에 대해 과중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사선 의사들은 미세 석회화(microcalcification)의 검출을 포함할 수 있는 유방암에 대한 
미약한 단서를 검출하기 위해 대량의 유방 x선 사진을 분석하는 어려운 타스크에 직면하였다.  난해한 
문제점은 커다란 이미지내에서 작은 목표 대상을 검출하는 것이다.  상기 문제점은, 커다란 이미지를 탐
색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값비싸고 크기면에서 작은 화소에 속하는 작은 목표가 '무-목표(non-target)'로
부터 그들이 식별되도록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특징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힘들다

제  2의  문제점은  대상물을  검출  및  분류하도록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데에  실  데이터(real 
data(트레이닝 데이터)) 사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실 데이터는 거의 필연적으로 에러를 포함
하며, 이에 의해, 뉴럴 네트워크가 검출하도록 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로부터 또는 이미지상의 특정 위치
로부터의 입력 벡터가 유래한다는 조건부 확률을 왜곡시킨다.

이에 따라, 본 기술 분야에 있어서 대상을 검출 및/분류하기 위한 다수의 도출로부터 특징을 자동으로 
학습 및 통합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부가적으로, 본 기술 분야에서 데이터를 
트레이닝하는 데 있어서 에러를 처리하는 통제된 학습 방법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발명의 요약

대상물을 검출 및/또는 분류하기 위한 복수의 도출로부터 특징을 학습 및 통합하기 위한 신호 처리 장치 
및 그에 따른 방법이 제공된다.  간단한 서브-패턴에 관하여 대상물에 대한 트리 구조의 설명을 사용한 
트리 구조/아키텍쳐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가 성장하여, 서브 패턴을 검출 및 통합하기 위해 트레이닝 된
다.  상기 방법은 루트(root)에서부터 잎(잎 노드)까지 패턴 트리를 성장시키고,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
을 통합하여 관심 대상이 존재할 확률에 대한 전반적인 추정을 생성한다.  특징 네트워크 및 통합 네트
워크를 가지는 특정한 트리-미러형 패턴 트리가 특징 검출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본 발명의 상기 기술들은 도면을 참조한 아래와 같은 상세한 설명을 고려하여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기술을 실시한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한 신호 처리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간단한 서브 패턴에 관하여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패턴 트리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패턴 트리를 학습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트리-미러형' 구조를 가지는 패턴 트리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미세 석회화를 검출하기 위한 대표적인 CAD 시스템의 일반적인 블록도.

도 6은 종래의 계층 구조적 피라미드형/뉴럴 네트워크(HPNN)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을 인가하기 위한 'IFP(Integrated Feature Pyramid)'를 생성하기 위한 장
치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계층 구조적 피라미드/뉴럴 네트워크를 유방 x 선 사진에서 미세 석회화를 찾는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한 도면.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을  이용한  신호  처리  시스템(100)을  도시한다.   상기  신호  처리  시스템은  신호 
수신부(130), 신호 처리부(110) 및 입력/출력 장치(120)를 포함한다.

신호 수신부(130)는 이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항공 이미지(aerial image) 또는 의용 이미지 장치들로부터
의 이미지를 포함한 입력 데이터 신호를 수신한다.  신호 수신부(130)는 데이터 수신부(132) 및 데이터 
저장부(134)를 포함한다.  데이터 수신부(132)는 모뎀 및 A/D 변환기와 같은 많은 장치를 포함한다.  모
뎀은 이진 데이터를 전화선을 통해 수신 및 송신하기 위한 변조기 및 복조기를 포함하는 반면에 A/D 변
환기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한다.  이에 따라, 신호 수신부(130)는 '온-라인'으로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고, 필요하다면 컴퓨터, 카메라, 비디오 플레이어/디코더 또는 의학 장비와 같은 다양한 
이미지 장치와 같은 수많은 장치로부터 그들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시킨다.  실제로, 입력 신호는 이미지
에 한정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마약 발견 데이터(일반적으로 분자 데이터) 및 음색 데이터와 같은 '정
상 스케일(natural scale)'을 가지는 임의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다.

데이터 저장부(314)는 데이터 수신부(132)에 의해 수신된 입력 신호를 저장한다.  데이터 저장부(134)는 
디스크 드라이브, 반도체 메모리 또는 다른 저장 매체와 같은 다수의 장치로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장 장치는 입력 신호에 지연을 제공하거나, 연속된 처리 동안 입력 신호를 간단하게 저장하기 위한 방
법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신호  처리부(110)는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112), 적어도 하나의 중앙 처리 유니트(CPU, 114) 및 메모리(116)를 구비한 일반적인 목적의 
컴퓨터를 포함한다.  상기 뉴럴 회로(112)는 통신 채널을 통해 CPU에 결합된 프로세서 및/또는 다양한 
필터로부터 구성된 물리적인 장치일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상기 뉴럴 네트워크는 신호 처리부의 메모
리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구현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다.

신호 처리부(110)는 또한 키보드, 마우스, 비디오 모니터 또는 이에 한정되지 않지만 하드 디스크 드라
이브,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컴팩트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한 저장 장치와 같은 다수의 입력/출
력 장치(120)에 결합된다.  입력 장치는 (예를 들어 데이터, 명령 및 소프트웨어 적용 등의)입력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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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부에 제공하는 반면에, 출력 장치는 결과를 디스플레이 또는 기록한다.

각각의 뉴럴 네트워크(112)는 적어도 입력층, 출력층 및 (숨은 층(hidden layer)으로 알려진) 선택적인 
중간층을 포함한다.  각각의 층은 적어도 하나의 노드를 포함한다.  상기 뉴럴 네트워크는 아래에서 설
명된 방법에 따라, 통제된 트레이닝을 수행한다.  트레이닝된 뉴럴 네트워크는 목표 대상을 검출 및/또
는 분류하기 위해 입력 이미지에 적용된다.

신호 처리부의 CPU(114)는 이에 한정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각각의 입력에 대해 이미지 피라미드를 구
성하는 것과 같은) 입력 이미지 처리,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시키는 것, 신경 네트워크로부터의 출력 
신호를 처리하는 것 및 아래에서 설명된 패턴 트리를 성장시키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신호 처리를 수행
한다.

본 발명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브-패턴에 관하여 대상에 대한 트리 구조 설명이 되는 공지된 '
패턴 트리'를 적용하므로써, 뉴럴 네트워크의 취약한 스케일링 특성을 처리한다.  상기 트리의 각 노드
는 소정의 도출에서 대상의 소정 조각을 매칭시키는 작은 템플릿이다.  패턴 트리의 레벨(210,...,220)
은 도출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레벨과 등가이며, 루트 또는 탑 노드(230)는 최하의 유용 도
출(210)에서 원하는 대상의 포괄적인 외형을 매칭시킨다.  탑 노드의 자식 노드(240)는 대상의 조각에 
대한 외형을 나타내는 반면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자식의 자식 노드는 상기 조각의 서브-조각을 나타낸
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전체 대상보다는 서브-패턴의 검출을 시도하므로써, 대상의 검출은 간단한 타스크로 
분할된다.  즉,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패턴 트리의 조합 방법은 간단한 네트워크의 수집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한 대상에 대한 검출 방법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개별적인 스케일에 대한 서
브-패턴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조잡한 것에서 미세하여지는 탐색(coarse-to-fine search)과 같은 멀티-
도출 기술이 대상을 탐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매칭은 전체 패턴 트리의 서브 세트에 기
초하여 검증 또는 거짓으로 입증되어, 잠정적으로 효율을 향상시킨다.  비율이 큰(large-scale) 부분에 
대한 매칭이 취약할지라도 부분적으로 폐색(occluded)된 대상은 그들의 패턴 트리의 일부에 대한 매칭에 
의해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장된 대상을 탐색하는 것은, 우선 비율이 미세한 특징에 대한 적합
한 매칭을 찾으므로써 달성된다.

특히, 본 발명은 여러 뉴럴 네트워크가 상이한 특징들을 검출하도록 트레이닝하고, 점차적으로, 다른 네
트워크를 사용하여 이러한 특징들을 통합하며, 최종의 네트워크는 원하는 대상(OOI)에 대한 확률의 전반
적인 추정을 생성한다.  즉, 패턴 트리는 루트에서 잎에까지 성장하며, 네트워크의 출력들을 통합하여, 
원하는 대상이 존재하는 확률에 대한 전반적인 추정을 생성한다.

기본적인 목적 함수는 또한 개별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소정 클래스의 대상에 대한 서브-패턴 또는 특징
을 검출하도록 트레이닝하는 데에서 사용된다.  본 발명은 패턴이 무엇인지, 대상의 표본(example)들이 
발생하는 위치 또는 대상에 있어서 발생하는 확률을 알기보다는 서브 패턴을 학습한다.  패턴이 원하는 
대상의 모든 표본에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각각의 특징-검출 네트워크는 다른 대상들로부터 이러한 클
래스의 대상을 구별하기 위해 가장 유용한 패턴을 학습한다.  본 발명의 목적 함수는 네트워크가 트레이
닝 데이터를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종래의 뉴럴 네트워크 에러 함수와는 
상당히 다르다.

도 3은 패턴 트리를 학습하기 위한 방법(300)을 도시한다.  즉, 도 3은 특징을 지정하지 않고서도 다른 
대상들로부터 원하는 클래스의 대상을 구별하는 데에 유용한 특징 또는 서브-특징을 검출하도록 다수의 
뉴럴 네트워크의 구성 및 아키텍쳐를 트레이닝 및 결정하는 방법을 도시하며, 즉, 각각의 뉴럴 네트워크
는 트레이닝 동안에 특징을 발견한다.  패턴 트리은 일반적으로, 낮은 도출에서 대상의 전반적인 외형을 
나타내는  자신의  루트  노드를  가지며,  예를  들어  얼굴을  위한  패턴  트리는  작은  얼굴  모양의 
블로브(blob)를 나타내는 루트 노드를 가진다.

도 3을 참조하여, 상기 방법은 단계(310)에서 시작하여, 상기 방법이 패턴 트리의 루트를 트레이닝하는 
단계(320)로 진행한다.  이같은 패턴을 검출하기 위한 뉴럴 네트워크의 트레이닝은 뉴럴 네트워크가 이
미지내의 대상을 검출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와 유사하다.  네트워크가 낮은 도출에서 대상내에서의 모
든 위치에서 응답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떤 화소가 대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확
하게 지정하는 것은 어렵고 어쨌든 지루하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루트 노드를 트레이닝하기 위한 에러 
함수는 아래에서 설명되는 불확실한- 대상- 위치의 목적방정식(9)이다.  제 2 실시예에 있어서, 상이한 
포즈의 대상에 대한 외형을 학습하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되는 '특징 발견'의 목적 방정식(2)은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가 모든 포즈들을 학습할 필요는 없도록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적합한 에러 함수
는 루트 노드를 트레이닝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모든 네트워크는 한번에 한 화소씩 네트워크가 이미지 또는 이미지의 영역 내의 각 화소에 적
용되는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네트워크의 입력은 그 위치에서의 이미지로부터 유도된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소정 주파수 대역에서 방향 설정된(지향성) 에너지와 같은 선택된 특징이거나, 그들은 
다른 네트워크에 의해 유도될 수도 있다.

단계(300)에서, 상기 방법(300)은 자식 노드를 트레이닝한다.  각각의 뉴럴 네트워크는 상이한 랜덤 초
기 가중치 벡터를 사용하여 트레이닝된다.  뉴럴 네트워크는 대상에 의해 점유된 모든 각 영역에서 트레
이닝되거나, 그들은 부모 노드에서의 네트워크의 출력에 의해 정의된 소정의 영역에서 트레이닝될 수 있
다.  이러한 트레이닝은 자식 네트워크가 부모의 특징에 대한 서브-특징을 학습하는 것을 촉진시킨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자식 네트워크가 서브-특징을 학습하도록 촉진시키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다.  자식 네트워크가 부모의 특징에 대한 서브-특징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기 방법
은 자식 네트워크에 부모 네트워크의 출력 또는 숨은 유니트의 출력을 간단하게 제공하며, 부모의 패턴
이 낮은 도출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업-샘플링된다.  이것은 적어도 자식 네트워크에 조잡한 스케
일(coarser-scale)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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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이미지내의 소정 영역은 부모 네트워크의 출력이 소정 임계치보다 높은 모든 화
소를 위치시키므로써, 한정된다.  부모 노드가 단지 소정 특징에 대한 제한된 영역에서 응답하기 때문
에, 이러한 영역은 약간 확장된다.

네트워크가 다른 대상으로부터 이러한 클래스의 대상을 구별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유용한 소정 특징을 
검출하도록 학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네트워크는 대상의 모든 표본 및 음의 표본(negative example)
에 대해 트레이닝된다.  그러나, 특징이 대상의 모든 표본내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특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기 특징들이 균일하지 않다.  따라서, 본 발명은 표본들의 클래스
에서 적절하게 종종 발생하는 특징을 선호하지만, 특징이 발생하지 표본들에 네트워크에 매우 많이 제공
하지 않은 '특징 발견'으로 불리는 목적 함수를 사용하여 뉴럴 회로를 트레이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가 화소에서 검출을 발생시키면, 원하는 클래스로부터의 대상내에 화소가 존
재하는 확률은 최대가 된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검출이 주어진 대상내에 존재하는 확률은 트레
이닝 데이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대신에,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그것에 대한 분포는 계산되며, 
이러한 분포의 평균값은 성능 기준으로 사용된다.

위치(x)에서의 네트워크 출력을 y(x)라고 하자.  부호 는 현재 고려되는 어떠한 화소에서도 대상이 

존재하는(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는 네트워크가 현재 화소에서의 패턴을 검출하는 지를 

나타낸다.  검출이 주어진, 원하는 클래스로부터의 대상 내에 존재하는 확률은 이며, 이것은 
Po|d로 언급될 수 있다.  소정의 파라미터 벡터, 입력 이미지 세트 및, 이미지내의 대상의 위치의 인지에 

대해, 양의 위치에서의 네트워크 출력(  )과 음의 위치에서의 출력(YNeg)이 계산될 수 있다.  Po|d에 

대한 확률 분포는 원하는 대상 클래스의 양의 표본 내에서 검출의 개수( )와 음의 표본에서 검출 

개수( )를 초과하여서는 무시된다.  따라서, 의 예측 값은 식 1과 같다.

식 1은 Po|d 에 앞서 주어진 합의 각 항에서의 인수들은 정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된다.  

따라서, 식 1은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에 대해 계산되어 식 2를 생성한다.

여기에서, N은 화소의 총 개수이며, No는 대상 내부의 화소 개수이다.( 바는 평균을 나타내며, 위에서와 

같이 부정을 나타내지 않는다.) 식 2에서의 음의 대수는 FD(Feature-Discovery) 목적 함수(E'FD)가 된다.  

일반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하는데 있어서, 가중치는 확률을 직접적으로 최대화하는 것보다
는 확률의 음의 대수를 최소화하도록 조정된다.  그러나, 기술분야의 당업자는 소정의 확률이 주어지면,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은 상이한 방식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가중치 wa 에 대한 o|d 의 변화도는 식 3과 같다.

그러나, 식 2를 푸는 것은 계산상으로 배우 비싸다.  대안적으로, nod >>1 이

면, 양호한 근사값이, po|d  nod/nd, 대상의 총수에서 검출의 총 개수로 나누어진 것이 된다.  nod
 
및 nd의 

평균값을 사용하고, 분포 및 분자 모두에 오프세트(a,b)를 적용하여, o|d에 대한 근사값이 얻어지며, 
여기에서 a = 2no/N 이고 b= 2이다.  이러한 근사값의 음의 대수는 'AFD(Approximate Feature-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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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함수'(식 4)로서 사용된다.

식 4가 o|d 의 정확한 식으로부터 유도될 지라도, 즉 정확한 식이1 이전의 선택 값을 사용하여 유도될 
지라도, 2no/N 항 및 2 항이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트레이닝을 위해, 네트워크 파라미터에 대한 

식 4의 변화도는 식 5와 같다.

이같은 목적 함수가 양의 영역 및 전체 영역에서 검출된 화소의 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대
상 내에서 1 이상의 화소를 검출하기 위해 보상된다.

대안적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상이한 대상내에서 화소를 검출하기 위해 보상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화소의 검출은 영역의 검출로 대체된다.  음의 화소에 대해, 검출되는 대상을 
대표하는 크기를 가지는 이러한 부분의 이미지는 '블로브'로 분할된다.  조잡한 것에서 미세하여지는 탐
색 시스템에 있어서, 최하 이외의 다른 도출 노드에서는, 다음 하위 도출에서의 네트워크의 검출에 의해 
음의 영역이 한정된다.  이러한 영역이 크다면, 그들을 보다 작은 영역으로 분할하는 것이 유용하다.

영역 검출의 확률은 상기 영역내의 적어도 하나의 화소를 검출하는 확률이다.  이것은 임의의 화소를 검

출하는 것이 아닌 확률을 1에서 감하는 것이며, 또한 zi = 1- 이다.  따라서, 블로

브-방식의 AFD 목적 함수는 식 6과 같다.

여기에서 n pb 는 트레이닝 데이터내의 양의 블로브 개수이며, Nb는 트레이닝 데이터내의 총 블로브 개수

이다.  가중치에 대한 식 6의 변화도는 식 7과 같다.

트리내의 소정의 노드에 대한 트레이닝을 위한 자식의 초기 개수는 대략 10이다.  상기 개수는 과다하거
나 또는 취약하게 수행되는 네트워크를 제거하므로써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방법(300)은 우선 루트를 트레이닝하고 이어서 다음의 상위 도출에서 루트의 자식을 트레이닝하
므로써 패턴 트리를 학습한다.  이어 각각의 자식에 대해, 상기 방법은 자식에 대한 자식을 트레이닝하
고, 최고의 유용 도출에서 서브-특징을 찾을 때까지 연속하여 상위 도출로 계속된다.

단계(340)에서, 방법(300)은 특징 검출을 대상 검출로 통합한다.  방법(300)은 도 4에 도시된 특정 '트
리-미러형' 구조를 가지는 패턴 트리를 생성 또는 성장시킨다.  도 4를 참조하여, 트리 모니터링 구조는 
'특징(F)' 네트워크(412, 422, 424, 432, 434, 436)를 포함하며, 상기 특징 네트워크는 대상의 서브-패
턴을 검출하기 위해 이미 트레이닝된다.  트리-미러형 구조는 또한 통합 네트워크(I, (414,426))를 포함
하며, 상기 네트워크는 그들의 입력을 위한 다른 네트워크의 출력을 가진다.  자식을 가지는 각각의 특
징 네트워크에 대해, 자신의 미러형 특징 네트워크의 자식으로부터의 입력 및 '미러'형 특징 네트워크로
부터의 입력도 수신하는 하나의 해당 또는 '미러' 통합 네트워크가 부가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
이, 기껏해야, 단지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가 각각의 레벨 또는 도출에 부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지되어
야 한다.  예를 들어, 통합 뉴럴 네트워크(426)는 특징 뉴럴 네트워크(422, 432, 434)로부터 입력을 수
신한다.

그러나, 특징 네트워크가 그들 자신 스스로 자식을 가지는, 즉 트리의 잎이 아닌 자식을 가진다면, 상기 
특징 네트워크의 미러형 통합 네트워크에는 특징 네트워크 스스로로부터의 입력 보다는 자식 특징 네트
워크의 미러형 통합 네트워크로부터 입력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통합 뉴럴 네트워크(414)는 특징 뉴
럴 네트워크(424, 436) 및 통합 네트워크(426)로부터 입력을 수신한다.

통합 네트워크는 미러형 특징 네트워크에 의해 검출되는 부분의 외형의 특징에 해당하는 대상의 부분을 
닮은 정보를 검출하도록 트레이닝된다.  미러형 특징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통합 네트워크는 그것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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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서브-특징에 대한 상대적으로 비율이 미세한 정보(finer-scale information), 즉 상기 서브-특징의 
서브-특징을 포함한다.  따라서, 통합 네트워크는 동일한 서브-특징의 미러형 특징 네트워크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검출기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통합 네트워크 및 특징 네트워크 모두에 대한 트레이
닝은 동일하다.

연속적 상위 도출에서 통합 네트워크를 부가하는 이러한 방법은 루트 노드까지 반복된다.  루트 노드의 
미러형 통합 네트워크(414)는 OOI가 존재한 확률에 대한 추정이 되는 결과를 가지는 네트워크이다.  따
라서, 특징 네트의 출력은 증가적으로 조합되어 이러한 확률 추정을 생성한다.

대안적으로, 각각의 특징 네트워크와 그것의 해당 미러형 통합 네트워크가 동일한 타입의 정보를 나타내
는 출력을 가지기 때문에, 자식 특징 네트워크의 출력은 미러형 통합 네트(net)의 출력 보다는 각각의 
통합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직접 인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기 방법은 전체 트리에 적용하
지 않고서도 OOI가 존재하는 확률을 결정한다.  상기 확률은 이러한 표본을 양, 음으로 수용하거나 또는 
상기 트리에 계속 인가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상기 방법(300)이 유사한 결과를 생성하기 위한 많은 방식으로 수정된
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정의 기하학적 정보는 통합 네트워크가 그들의 출력에 대한 이
미지내의 작은 윈도우로부터의 입력을 수신하도록 하므로써 도입될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자신의 부
모의 출력에 대한 업샘플된 윈도우를 가지는 자식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도 역시 유용하며, 따라서, 자
신의 부모 특징의 출력에 관련되어 있는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상이한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 상이한 
자식 노드를 촉진시키도록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데에 경쟁 학습을 적용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점이
다.

따라서, '특징 발견' 목적 함수 및 그것의 변화도가 제공되며, 이것은 뉴럴 네트워크 또는 다른 파라미
터화된 함수가 다른 부분의 이미지로부터 이러한 클래스의 대상을 최상으로 식별하는 대상의 세트에 대
한 특징을 검출하기 위해 트레이닝되는 것을 허용한다.  대안적으로, 목적 함수의 정확한 근사값은 계산
적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시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정식은 

네트워크가 화소에서 검출을 생성하는 경우, 원하는 클래스의 대상에서 화소가 존재하는 확률 o|d의 추
정을 표현한다.

뉴럴 네트워크가 FD 또는 AFD 목적 함수를 사용하여 트레이닝 되기 때문에, 상기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원하는 대상 내에 존재하는 경향이 있는 특징을 검출한다.  이러한 대상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특징을 구체화시키는 것도 본 발명의 수정예이다.  따라서, 상보 에러 함수상에서 소정의 뉴럴 네트워크
를 트레이닝하거나 또는 두 가지 종류의 특징을 가지는 단일의 에러 함수를 포함하여, 가장 유용한 종류
를 선호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욱이, FD 또는 AFD 목적 함수는 패턴 트리로 조립될 수 없는 뉴럴 네트
워크를 트레이닝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트레이닝 데이터내에 에러가 존재하는 것이 통제된 학습에서의 매우 일반적인 문제이다.  우선, 이미지
내에서 대상을 검출하기 이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내의 대상의 위치는 정확하게 
지정되지 않으며, 또 상기 대상은 명확한 위치를 가지지도 않는다.  제 2 종류의 에러는 검출을 위한 표
본의 잘못된 분류 또는 분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원하는 대상의 위치를 잘못 선택하거나, 
대상을 잘못 분류하는 것, 즉 대상이 양 또는 음의 표본으로서 잘못 선택되는 것에 의해, 트레이닝 데이
터에 에러를 유입시킨다.

더욱이, 확장된 대상은 명확한 경계를 가지지만, 대상의 경계 내의 모든 지점에 대해 응답하도록 네트워
크를 트레이닝하는 것이 종종 바람직하지 않다.  각 대상 내의 특정 지점은 네트워크가 응답하여야 하는 
지점으로서 선택되지만, 어떤 지점이 선택되어야하는 지는 종종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대상의 위치가 
잘 정의되어 있을 지라도, 네트워크의 원하는 출력이 아닐 수 있다.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위치를 사
용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자신의 출력이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고 대상 내에서 다소 상승하도록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트레이닝 데이터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 및 
분류가 확실하지 않은 대상을 검출하기 위해, 목적 함수가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것을 제공한다.

종래의 크로스-엔트로피(cross-entropy) 목적 함수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에러 함수는 대상의 위치가 정
확하게 정의된 경우에만 유용하다.  특히, 상기 크로스-엔트로피 에러 함수는 식 8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소정의 입력 벡터에 대한 네트워크 출력은 y이며, 확률(y)을 사용하여 표본이 양인, 즉 뉴럴 
네트워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대상으로부터의 표본인지를 결정한다.  소정의 특징 벡터(f)에 대해 올바

른 출력을 생성하는 확률은  이며(명확하게, 네트워크 가중치에 대한 y의 의존도는 설
명에서 삭제된다), 여기에서 값 d∈{0,1}은 상기 표본에 대한 올바른 출력에 해당한다.  트레이닝 세트
의 재현 확률은 모든 표본에 대한 이들의 곱이다.  그러나, 트레이닝 이미지내의 목적의 위치가 정확하
지 않다면, 트레이닝 데이터는 원하는 출력(d)이 알려지지 않은 표본을 포함한다.

대상의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유사성 검출(DL : Detection Likelihood)' 목적 
함수가 제공되며, 이것은 적어도 하나의 검출이 소정의 좌표를 포함하는 소정 영역내에서 발생할 때가 
검출되어야하는 것이 고려되도록 양의 대상이 고려된다면, 어떠한 음의 대상도 트레이닝 데이터 내에 없
고 모든 양의 대상을 검출하는 확률을 측정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DL 목적 함수는 도 3에 도시된 
단계(320)에서 패턴 트리중 루트를 트레이닝 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러한 DL 목적 함수를 적용하는 유
일한 조건은 트레이닝 데이터 내의 대상의 실제 위치는 공지된 거리의 소정의 위치내에 존재하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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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DL 목적 함수는 양의 검출 가능성, 즉 각각의 양의 영역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검출이 생성되고 그밖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검출도 생성하지 않는 확률을 최대화한다.  따라서 각각의 양의 대상에 대해, 작은 
영역은 뉴럴 네트워크에 의한 검출이 수용 가능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상기 목적 함수는 모든 대상의 검출로서 지점에서의 검출을 처리하며, 상기 모든 대상은 그들의 양의 영
역에서의 상기 지점을 가진다.  이것은 이같은 지점을 놓치는 것은 모든 오버랩핑 대상을 놓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유용하다.  조잡한 도출에서의 탐색은 종종 오버랩핑 대상을 만나게 된다.  따라서, 
지점을 검출하므로써, 대부분의 대상을 검출하는 것은 상기한 것과 같은 조잡한 것에서 미세하여지는 탐
색 방법에 대해 유용하다.

양의 영역에서 적어도 하나의 검출을 생성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확률은 상기 영역에서 어떠한 검출도 생

성되지 않은 확률을 1에서 감하는 것 또는 으로 표현된다.  정확하게 결정하는 확

률, 즉 음의 영역( )의 무검출은 이다.  어떠한 음의 지점도 아니고 모든 양의 지점을 검출하

는 확률은 모든 양의 지점에 대한 곱에 모든 공지된 음의 지점에 대한 의 곱

을 곱한 것이다.  따라서, DL 에러 함수는 식 9로 표현된다.

네트워크 가중치에 대한 EDL의 변화도는 식 10과 같다.

식 9 및 식 10은 유사하게 수치적으로 잘 수행된다.  그러나, 트레이닝하는 초기 단계 동안에, 양의 영
역에서의 모든 네트워크 출력이 수치적으로 제로, 즉 기계의 정확도가 제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
다.  네트워크의 출력 유니트가 s자 모양의 활성 함수를 가진다면, 결과적인 단독성(singularity)은 유
니트의 활성화도(a)의 항을 재기입하므로써, 회피된다.

 및 곱 1+e
a
의 부분적인 전개식을 사용하여, 식 1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각각의 대상에 대해, 합 및 곱은 양의 영역의 위치에 대해 루프내에서 누산된다.  모든 y가 제로에 근접

하여 있을 경우, 즉 모든 a가 음이고 크기면에서 매우 클 경우에 단독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e
at
s

중 하나가 인수분해되어 그것에 대해 선택된 최대값이 되고, 이에 따라, (지수는 적합한 레벨이 되기 때
문에, x가 제거되어) 누산된다.

새로운 a
Max
가 발견되고, 그것이 크기면에서 여전히 크고, 음수이면, 현재의 합에는 이 곱하

여진다.  루프의 종료시, 이것은 양의 영역의 에러에 대한 기여도를 식 13으로 나타낸다.

위치에 대한 루프 동안에, 음이지만 상대적으로 작거나, 또는 양인 a를 가지는 위치를 만날 수 있다.  

인자 는 극도로 작기 때문에, 식 13은 적당하지 않다.  이같은 경우, 부분 합 및 (k-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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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까지의 합을 사용한 식 11의 수정은 식 14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에서, 이것은 의 곱을 누산하도록 스위칭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것은 식 15와 같이 (k-1)
번째 항까지의 부분 합의 항으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대상 내의 제 1 k 지점들 사이에서 는 최대 활성화도이다.  양의 영역에서의 에러의 유도
는 식 16으로 표현될 수 있다.

,

그렇지 않으면, 식 10과 같다.  대부분의 합 및 곱은 일반적으로, 식 16을 계산하기 위해, 양의 영역에
서의 위치에 대해 루프 동안에 누산된다.

식 10에서 양의 영역에 대한 합을 위해, 누산될 하나의 합 및 하나의 합이 존재한다.  곱 은 에러

에 대해 이미 누산되었다.  s자 모양의 함수 특징 때문에, 합은  와 같으며, 이것은 어찌하
였든 식 16에 대해 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활성화도가 음이고 큰 경우가 아니면, 식 16을 식 
10으로 스위칭하는 것은 간단하다.

이에 따라, 불확실한 트레이닝 대상 위치를 사용하여 대상을 찾기 위해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기 
위한 DL 목적 함수가 개시되었다.  DL 목적 함수가 도 3에 도시된 패턴 트리의 루트 노드에 대한 트레이
닝에 적용될 지라도, 자신의 적용이 이렇게 한정되지는 않는다.  DL목적 함수는 패턴 트리로 조립되지 
않은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최대-유사 척도를 사용하여, 검출 학습 타스크 및 멀티클래스 분별 학습 타스크를 위해 
트레이닝 데이터내의 에러를 취급하기 위한 목적 함수를 포함한다.  검출 학습 타스크에 대하여, 에러 
함수는 식 17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y(xi)는 i번째 입력 벡터(xi)에 대한 네트워크의 출력이며, di
 
∈ {0.1}은 i번째 표본에 대한 '

불확실한 요구 출력(UDO : Uncertain Desired Output)', 즉 0은 원하는 클래스의 음의 표본으로 고려되
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1은 원하는 클래스의 양의 표본으로 고려되는 것을 나타내며, πd는 표본이 상

기 UDO가 소정의 원하는 클래스에 실제로 해당하는 확률이다.  πd는 두 개의 엘리먼트 세트{0,1}로부터 

간격{0,1}⊂R까지의 독립 변수d를 사용한 함수로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πd는 두 개의 값(π0 및 

π1)을 가진다.

UDO 에러 함수(식 17)는 트레이닝의 목표가 지정된 요구 출력보다는 최대한 유사하게 정확한 출력을 생
성하기 위한 가중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유래된다.  단일 표본에 대하여, 
정확한 출력을 생성하는 확률은, 상기 표본이 지정된 요구 출력이 주어진 양의 표본이 되는 확률과 네트
워크의 출력이 주어진 양의 값으로서 무작위로 결정되는 확률을 곱한 결과와, 표본이 지정된 요구 출력
이 주어진 음의 표본이 되는 확률과 네트워크의 출력이 주어진 음의 값으로서 무작위로 결정되는 확률을 
곱한 결과를 더한 것이다.  즉,

클래스(A)내의 집합 전원에 대한 정확한 결정이 각각의 표본들에 대한 네트워크의 출력이 주어지는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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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닝 데이터에 대해 생성되는 확률은 식 19와 같다.  

일반적으로, 식 19의 음의 대수를 최소화시키므로써, 트레이닝이 편리하게 되며, 이것은 식 17의 UDO 에
러 함수를 제공한다.  πd는 d의 값에서도 제로가 아니라면, UDO에러 함수는 네트워크 출력이 제로 또는 

1을 만족시킬 때 크로스-엔트리 에러 함수(식 8)의 수치적 문제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
다.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기 위해, 네트워크 가중치에 대한 에러의 변화도는 매우 유용하다.  UDO 에
러 함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다시, πd가 제로라면, 어떠한 특정 처리도 필요하지 않다.  두 개의 πd 중 하나가 제로이면, 네트워크 

출력은 종래의 크로스-엔트로피 함수를 사용한 경우에서와 같이 잘못된 값에서 포화된다.

멀티클래스 구별을 위하여, 트레이닝 세트에서의 분류에 있어서 에러가 존재하며, 상기 에러 함수는 식 
21과 같다.

여기에서 는 아래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소프트맥스(softmax) 네트워크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는 표본이 트레이닝 데이터내의 불확실한 요구 클래스가 d이면 클래스 c에 실제로 해당되는 확률이

다.  은 세트 에서 간격[0,1]⊂R까지 독립 변수 c,d를 사용한 함수로서 고려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Nc는 클래스의 개수이다.

'UDO-소프트맥스'에러 함수(식 21)는 다수의 클래스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크로스-엔트로피 에러 함수를 
일반화시키는 브라이들(Bridle)의 소프트맥스 에러의 일반화로부터 유도된다.  그러나, 소프트맥스를 사
용한 두 개의 클래스의 경우를 처리하는 것은 두개의 출력을 가지는 네트워크를 요구하기 때문에, 차이

가 존재한다.  nC 개의 클래스를 사용한 경우, Nc 개의 출력( )이 존재한다.  표본이 

클래스 c내에 존재할 확률에 대한 네트워크의 추정은 식 22와 같다.

(가정된 정확한) 요구 분류 d가 주어지면, 표본에 대한 정확한 클래스를 선택하는 확률은 식 23과 같다.

에러 함수는 다시 식 23에서 확률의 모든 표본에 대한 곱의 음의 대수이며, 이것은 식 24를 나타낸다.

데이트 세트의 요구 클래스내에 에러가 존재하고, 요구 클래스 d 만이 주어진 클래스 c에 표본이 속할 

확률 가 추정된다면, 표본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확률은 식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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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트레이닝 표본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확률은 식 26과 같다.

식 26의 음의 대수를 취하는 것은 식 21의 'UDO-소프트맥스' 에러 함수를 생성한다.

다시, 네트워크 가중치에 대한 에러의 변화도는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다.  
UDO-소프트맥스 에러에 대하여, 이것은 식 27이 된다.

트레이닝 세트,  내에 주어진 요구 클래스 내에 어떠한 에러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식(26)은 

식  24까지  축소되며,  식  27은  일반적인  소프트맥스  공식  으로  축소되어, 

 는 i번째 표본ei에서의 에러에 대한 도함수이다.

이에 따라, 검출 학습 타스크 및 멀티클래스 구별 학습 타스크를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의 에러를 처
리하기 위한 'UDO' 목적 함수 및 'UDO-소프트맥스' 목적 함수가 재시된다.  다시, 이러한 목적 함수가 
도 3에 도시된 패턴 트리의 루트 노드의 트레이닝에 적용될지라도, 그것의 적용은 그렇게 한정되지는 않
는다.  이러한 목적 함수는 트리패턴으로 조립되지 않은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일반적인 크로스-엔트로피(식 8) 또는 소프트맥스 에러 함수(식 22)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므로써, 검출 학습 타스크 및 멀티 클래스 구별 학습 타스크를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에
러를 어드레싱하는 것(address) 또한 가능하다.  즉, 네트워크는 트레이닝 데이터상에서 트레이닝되며, 
자신의 에러를 사용하여 완료되고 이어, 출력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동안에 에러 확률에 대하여 조정된
다.  네트워크의 출력은 확률로서 계속적으로 해석되지만, 그것이 트레이닝 데이터 내에 존재한다면 특
별한, 불확실한 요구 출력이 표본에 주어지는 확률이 된다.  따라서, 대안적인 실시예는 원하는 표본이 
클래스로부터 유래하는 확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에러의 예측 확률을 수정한다.

검출 타스크에 대하여, 입력 벡터 x를 가지는 표본이 원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수정된 확률은 식 28과 같
다.  

식 28은 표본이 입력이 주어진 양의 값이 되는 우선적인 실제 확률이 아니라, 전문가가 양의 값으로 결

정할 수 있는 확률의 인식이 주어진다면 표본이 양의 값으로 수용될 수 있게 하는 확률인 를 
추정하므로써, 유도된다.  트레이닝 이후, 네트워크는 전문가가 특징 벡터 x를 가지는 표본이 양의 값이

라는 것을 결정하는 확률 을 계산한다.  는  및 πd로 부터 계산된

다.  는 상이한 d 값을 사용한 확률에 대한 합으로 표현된다.

는 로 인수분해(상술한 바와 같이 의 해석 때문에, 이것은 유
효하다)된다.  이것은 식 30을 생성한다.

을 πd로 치환하고, 를 로 치환하여 식 31을 얻는다.

따라서, 입력 x에 대한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이 y(x)라면, 유용 데이터가 주어진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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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추정을 얻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출력은 식 29의 수정된 확률로 변환되어야 한다.

다수의 클래스 타스크를 위해, 입력 벡터x를 사용한 수 표본이 네트워크 출력을 가지는 실제 클래스(c)
를 사용하여 수정된 확률은 식 32가 된다.

여기에서, 상기 네트워크는 각각의 클래스당 하나씩, Nc 개의 출력을 가진다.  표본이 네트워트 출력으로

부터의 각 클래스에 속하는 확률 및 다음의 도함수를 계산하기 위해, 브라이들의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
용하여, 입력x를 사용한 표본이 클래스c내에 속할 확률은 식 33과 같다.

여기에서 C는 인스턴스가 속하는 클래스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이며, c∈{,...,Nc}은 이것의 샘플이며, D

는 인스턴스가 요구 출력으로 할당된 클래스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이며, d∈{1,...,nc}은 이것의 샘플이

다.  를 로 인수분해하여, 식 34가 얻어진다.

앞에서와 같이, 를 πc,d로 나타내면 식 35와 같다.  

유용 정보가 주어진 의 최상의 추정을 얻기 위하여, 에러를 가지는 요구 출력에 대한 네트
워크의 트레이닝 이후에, 식 32의 수정된 확률이 사용되며, 여기에서 yd(x)는 클래스 d에 대한 네트워크

의 출력이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종래의 목적 함수를 사용하여 트레이닝 되는 동안에 에러 확률에 대
하여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을 조정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그러나, 원하는 출력내의 에러를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트레이닝되는 네트워크의 출력을 수정하는 방법은 
조건부 확률의 최대-유사성 추정을 생성하지 못하며, 상기 방법은 네트워크의 가중치에 대하여 최대-유
사성 추정을 선택하는 것과 등가적이지 않다.  즉, 이러한 두개의 상이한 방법에 의해 생성된 조건부 확
률은 동일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UDO 에러 함수는 '수정' 크로스-엔트로피 또는 소프트맥스 에러 함수
보다는 수치적으로 잘 동작된다.  상기 UDO 에러 함수는 또한 에러의 존재에 대하여, 보다 강하다.  예
를 들어, 상기 UDO 에러 함수는 특정한 부분의 입력 공간에 클러스터되는 입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두 방법은 유사한 결과를 생성하며, 각 방법의 성능은 특정한 응용에 의존한다.  독립 변수의 
최대-유사성 종류에 대한 커뮤니티에서 일반적으로 선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UDO 에러 함수가 일반적
으로 선호된다.

따라서, 목적 함수는 트레이닝 데이터내에 대상의 위치가 정확하게 지정되지 않을 때, 이미지내에서 대
상을 검출하도록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기 위해 제공된다.  더욱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잘못된 표본을 
가진다고 알려진 경우에는 다른 대상 함수가 검출 및 분류 문제를 위해 유도된다.

본 발명은 지원 탐색 및 자동 목표 인식(ATR : Automatic Target Recognition)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맥 
정보(contextual information)를 사용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문제들은 지원 탐색과 유사하고, ATR
은 의학적 이미지 커뮤니티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방암의 조기 검출을 위해, 방사선 의사들은 유방 
x선 사진 내에서 미세 석회화를 탐색한다.  이러한 미세 석회화는 (5밀리미터 이하로) 작아서 검출하기 
어려우며, 문맥 정보(예를 들어 분류의 클러스터링, 해부적 구조에 대한 위치 등)가 검출을 향상시키는 
데 대한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다.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기 위한 DL 목적 함수를 유방 x 선 사진
내에서 미세 석회화를 검출하기 위한 계층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쳐로 적용한 방법 및 장치가 개
시되었다.

도 5는 뉴럴 네트워크 검출기/분류기를 사용하여 미세 석회화 검출을 위한, 일반적인 CAD 시스템(500)의 
일반적인 처리 블록을 도시한다.  상기 시스템은 전처리부(520), 특징 추출 및 규칙에 기초한/ 발견적 
분석부(530) 및 통계적/뉴럴 네트워크(NN) 분류기(540)를 포함한다.

우선 상기 시스템은 디지털/디지털화 유방 x선 사진(510)을 수신하며, 전처리부(520)는 가슴 영역을 세
분화하고,  이미지내에서  전반적인  신호대  잡음  레벨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원하는 
영역(ROI:Region Of Interest)이 한정되어 분류의 클러스터를 잠제적으로 포함하는 가슴의 국지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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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다.

이어, 특징 추출 및 규칙에 기초한/발견적 분석부(530)는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을 제거하기 위해 
석회화 클러스터가 가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을 알기 전에, 한계 및 클러스터링 기준을 추출된 
특징에 적용한다.

최종적으로, 나머지 ROI는 통계적 분류기 또는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 처리되며, 이것은 긍정적인 ROI와 
부정적인 ROI 사이에서의 구별을 위해 트레이닝된다.처리의 단계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장점은, 
복잡하고 매우 비선형적인 구별 함수가 구성된다는 점이며, 그렇지 않으면, 규칙에 기초한 대수로서 쉽
게 표현될 수 없다.

그러나, 소정의 CAD 시스템은 방사선 의사에 의해 허용될 수 없는 매우 많은 수의 잘못된 긍정을 생성한
다.  이에 따라, 중요한 목적은 감도를 손상시키지 않고 잘못된 긍정의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다.

도  6은  각각의  미세  석회화를  검출하기  위한  종래의  계층  구조적  피라미드/뉴럴  네트워크(HPNN  : 
Hierarchical  Pyramid/Neural  Network)를 도시한다.  HPNN으로의 입력은 출력(p(T))을 가지는 두 개의 
상이한 레벨(620,622) (레벨 2 및 레벨 3 ;레벨 0은 완전 도출(full-resolution)된다)의 이미지 피라미
드의 특징이며, 상기 출력은 목표가 이미지 내의 소정의 위치에 존재하는 확률을 나타낸다.  상기 HPNN
은 두 개의 뉴럴 네트워크(610,612)를 포함한다.  뉴럴 네트워크(610)가 레벨(2)로부터의 데이터를 처리
하는 반면에, 뉴럴 네트워크(612)는 레벨 3 특징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더욱이 이러한 구조에 
있어서, 정보는 계층 구조적으로 전파되며, 뉴럴 네트워크(612)의 숨은 유니트(도시되지 않음)의 출력은 
뉴럴 네트워크(610)의 입력으로 작용한다.

도 7은 뉴럴 네트워크(710-716)에 입력으로 인가되는 입력 이미지로부터 ' 통합 특징 피라미드(IFP)'를 
생성하는 장치(700)를 도시한다.  IFP는 여러 스케일로 구성된 특징을 포함하여, 뉴럴 네트워크가 조잡
한 것에서 미세하여지는 탐색의 장점을 취하도록 하고, 전체 영역중 작은 영역에서만 동작하도록 한다.

즉, IFP는 4 개의 레벨 계층 구조(레벨 0 내지 레벨 3)를 구현하는 HPNN 아키텍쳐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상기  HPNN의  입력은  4개의  상이한  레벨에서의  특징들이다.   차례로,  상기  HPNN은  4  개의  뉴럴 
네트워크(710,712,714,716)을 포함하며, 뉴럴 네트워크(714)의 입력으로 동작하는 자신의 숨은 유니트(
도시되지 않음)의 출력을 사용하여 뉴럴 네트워크(716)는 레벨 3의 특징으로부터의 데이터를 계층적 구
조 방식으로 처리한다.

IFP 내의 특징은 (아래에 도시된)조정 가능한 필터를 통해 소트되고, 여러 이미지 스케일(720-726)로 '
에너지'를 방향설정한다.  즉, 가우시안 피라미드 생성기(705)는 예를 들어 입력 이미지(유방 x선 사진, 
포토그래피, 비디오 프레임등)와 같은 입력 신호의 샘플에 대한, 여러 이미지 스케일(720-726)을 가지는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구성한다.

이어, 필터부(730)는 (조정 가능한 필터를 사용한) 지향성 필터를 피라미드의 각각의 이미지에 인가한
다.  즉, 조정 가능한 필터는 국부적 방향 설정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필터의 조정 
특성은  최대  에너지를  가지는  방향을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각각의  화소  위치에서,  최대 
에너지(θmax에서의 에너지), θmax에 수직인 방향(θmax - 90°)에서의 에너지 및 대각 위치(θmax - 45°)

에서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특성이 구성된다.

이어 이러한 이미지내에서 화소 값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제곱부에 의해 제곱된다.  이것은 도출이 저
역 통화 필터링에 의해 감소될 때 결과적인 이미지 특성이 제공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이어, 가우시안 
피라미드 생성기(760)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 계층 구조에 인가되는 이러한 특징을 위한 
피라미드를 구성한다.

도 7을 참조하여, HPNN 계층 구조내의 각 네트워크는 3(L+1)개의 입력을 통합 특징 피라미드로부터 수신
하고, 4개의 숨은 유니트는 (L-1)개의 네트워크로부터 입력을 수신하며, 숨은 유니트 입력을 가지지 않
는 레벨 3의 네트워크(716)는 제외된다.  그러나, IFP의 사용은 HPNN의 네트워크 아키텍쳐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IFP는 상술된 패턴 트리 아키텍쳐 또는 다른 네트워크 아키텍쳐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도 있다.

도 6 및 도 7에 도시된 뉴럴 네트워크는 4 개의 숨은 유니트를 가지는 하나의 숨은 층을 포함한 멀티-층 
인식 이다.  네트워크 내의 모든 유니트는 그들의 입력의 가중치 적용된 합을 수행하여, 활성도를 얻기 
위하여 상기 합에서 오프세트 또는 임계 값을 감산한다.

상기 활성화도는 s자형 함수;

를 통해 자신을 통과시키므로써, 유니트의 출력(y)로 변환된다.

네트워크는 식(8)의 크로스-엔트로피 에러 함수를 사용하여 트레이닝되며, d ∈ {0,1}은 원하는 출력이
다.  최적화 루틴을 위한 목적 함수를 얻기 위해, 총 에러는 트레이닝 표본에 대해 계산되며, 조정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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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더함으로써, 식 38이 생성된다.

이러한 타입의 조정은 일반적으로 '가중치 감쇠(weight decay)' 로서 언급되며, 뉴럴 네트워크가 '오버-
트레이닝'되는 것을 방지한다.  λ는 크로스-확인(cross-validation)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된다.  
크로스-확인 에러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수의 개별적인 분리된 서브 세트로 분할하므로써 계산되며, 이
것들의 연합이 전체 세트가 된다.  네트워크는 우선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 트레이닝되고, 이어
서, 이러한 가중치의 세트로부터 시작하여, 네트워크는 최좌측의 하나의 서브 세트를 가지는 데이터에 
대해 재트레이닝된다.  결과적인 네트워크는 '홀드 아웃(holdout)'서브세트에 대해 테스트된다.  이러한 
재트레이닝 및 홀드 아웃 세트를 사용한 테스트는 각각의 서브테스에 대하여 반복되며, 상기 서브세트에 
대한 에러의 평균은 크로스-확인 에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공평한 평균 에러의 추정이 된다.

HPNN은 도출이 탐색되는 각각의 특징 이미지내의 동일한 위치로부터 하나의 화소를 입력으로 수신한다.  
HPNN은 또한 계층적 구조의 문맥 입력을 수신한다(즉, 레벨 3의 네트의 숨은 유니트의 출력은 레벨 2의 
네트의 입력이 된다).  HPNN의 출력은 자신의 입력에 대하여 조절된 소정 위치에서 미세 석회화가 존재
하는 가능성 추정이 된다.  HPNN을 미세 석회화 검출 타스크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견은 소정의 숨은 유
니트가 HPNN이 미세 석회화 검출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문맥을 사용하는 것을 내포하여, 도관 위치 
주위의 정보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사선 의사가 개별적인 석회화 위치 설정하는데에 있어서 작은 에러를 유발하기 때문에, 식 9의 DL 에
러 함수는 잘못된 긍정을 감소시키기 위해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러한 에러
는 일반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대해 ± 화소내에 위치되는 것이 분명하다.

HPNN은 라스터 스캔으로 입력내의 모드 화소에 적용되며, 확률 맵은 레벨 0의 네트워크의 출력으로부터 
구성된다.  이러한 맵은 미세 석회화가 소정의 화소 위치에 존재할 (0.0에서 1.0사이에서 계속되는) 확
률에 대한 네트워크의 추정을 나타낸다.  트레이닝 및 테스트는 잭나이프(jackknife) 프로토콜을 사용하
여 수행되며, 이것에 의해 데이터의 절반이 트레이닝을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테스트를 위해 사
용된다.

소정의 ROI에 대하여, 네트워크에 의해 생성된 확률 맵은 이진 검출 맵을 형성하도록 (0.0 내지 1 사이
의) 소정의 값으로 임계 설정된다.  성장하는 영역은 각 영역의 개수를 카운트하기 위해 사용된다.  영
역의 개수가 소정의 클러스터 기준 이상이 되면, ROI는 긍정으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으로 분
류된다.

도 8은 유방 x 선 사진내에서 미세 석회화를 발견하는 문제에 계층 구조의 피라미드/뉴럴 네트워크를 적
용하는 방법(800)을 도시한다.  상기 HPNN은 미세 석회화 검출을 위한 현존 CAD 시스템의 잘못된 긍정 
비율을 감소시시키 위해, 문맥 및 멀티-도출 정보를 사용한다.

도 8을 참조하여, 방법(800)은 단계(810)에서 시작하여, 상기 방법이 발향 설정 및 스케일에 의해 이미
지를 분해하므로써 통합 특징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단계(820)로 진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방향 설
정에 의한 이미지의 분해는 지향성 고역 통과 필터 또는 조정 가능한 필터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미지가 분해되면, 상기 방법은 단계(830)로 진행한다,

단계(830)에서, 분해된 이미지로부터의 결과적인 특징은 뉴럴 네트워크가 소정 레벨에 결친 특징을 통합
하는 HPNN 구조에 인가된다.  더욱이 하위 레벨의 뉴럴 네트워크로부터의 숨은 유니트의 출력은 다음 레
벨의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인가되는 등의 계층 구조 방식이 유지된다.  도 7은 4개의 레벨을 가지
는 HPNN 구조를 도시한다.  그러나, 상이한 레벨을 가지는 HPNN 구조도 역시 허용될 수 있으며, 유사한 
결과를 형성한다.

단계(840)에서, 상기 HPNN은 식 9의 DL에러 함수를 사용하여 트레이닝된다.  상기 에러 함수는 특히, 그
들의 위치가 정확하게 지정되지 않거나 한정된 위치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유방 x선 사진에서의 미세 
석회화의 검출에 매우 적합하다.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트레이닝 단계(840)는 단계(830)에 후속되지 않
아도 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HPNN은 IFP를 입력으로 수신하기에 앞서 트레이닝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상기 방법은 단계(850)에서 종료된다.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상기 HPNN이 유방 x선 사진에서 미세 석회화를 검출하는 데에 한정되지 않으며, 
항공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
이 이미지 내의 대상을 사용하여 설명되었을 지라도, 당업자는 본 발명이 신호 내의 이벤트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즉, 1차원 신호내의 이벤트를 검출 또는 제로 이상의 임의의 차원을 가지는 신호에서 특정 
조건을 검출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목적을 검출 및/또는 분류하고, 트레이닝 데이터 내의 잠재된 에러가 존재하는 통제된 학습을 
어드레싱(address)할 수 있는 다수의 도출로부터 특징을 학습 및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되었다.  본 명세서의 실시예를 개시하는 첨부도면과 상세한 설명을 고려하여, 본 발명의 많은 변
경, 수정, 변형 및 다른 사용과 응용이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명백하여 질 것이다.  본 발명의 범주 
및 사상을 벗어 나지 않은 이같은 모든 변경, 수정, 변형 및 다른 사용과 적용은 본 발명이 적용된 것으
로 간주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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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 및 적어도 하나의 자식을 가지는 패턴 트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패턴 트리의 루트를 트레이닝하는 단계;

(b) 상기 패턴 트리의 자식을 트레이닝하는 단계; 및

(c) 적어도 하나의 자식 및 루트로부터 자신의 입력을 수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를 생성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뉴럴 네트워크의 패턴 트리 아키텍쳐에 있어서,

루트 특징 네트워크(412);

상기 루트 특징 네트워크에 결합된 적어도 하나의 자식 특징 네트워크(422,424);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자식 및 루트 특징 네트워크로부터 자신의 입력을 수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통합 네
트워크(414,426)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키텍쳐.

청구항 3 

특징을 발견하기 위해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다수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상기 뉴럴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단계; 및

(b)  함수 를 사용하여 상기 뉴럴 네트워
크를 트레이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함수의 근사식은,

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함수의 '블로브 방식' 근사식은,

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부정확한 위치를 가지는 대상을 검출하기 위하여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다수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상기 뉴럴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단계; 및

(b) 함수 를 사용하여 상기 뉴럴 네트워
크를 트레이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트레이닝 데이터 내의 에러를 설명하기 위해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다수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상기 뉴럴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단계; 및

(b) 함수 를 사용하여 상기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트레이닝 데이터 내의 에러를 설명하기 위해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다수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상기 뉴럴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단계; 및

(b) 함수 를 사용하여 상기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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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에러를 가지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하여 뉴럴 네트워크를 어드레싱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다수의 데이터를 상기 뉴럴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단계; 및

(b) 수정된 확률을 사용하여 상기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을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10 

통합된 특징 피라미드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입력 신호의 각각의 샘플에 대한 여러 스케일을 가지는 피라미드를 생성하는 단계;

(b) 다수의 지향성 출력 신호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피라미드의 각각의 여러 스케일에 조정 가능한 필
터를 적용하는 단계;

(c) 제곱 출력 신호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다수의 지향성 출력 신호 각각을 제곱하는 단계; 및

(d) 상기 각각의 제곱 출력 신호에 대한 여러 스케일을 가지는 피라미드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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