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former + Back-Translation

Transformer와 Back-Translation을 통한 번역 결과는 현재 데이터 수집 후 진행 될 예정이다. 번역한 결과를

통역사분들과 청각장애인에게 보여줘 1~10점의 결과로 평가를 받을 예정이며 평가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번역 모델을 수정 할 예정이다.

Refinement

1. raw image 2. refinement image 3. 원본 포즈

한 프레임의 키포인트를 확인해본 결과 원본 키포인트보다 좀더 부드럽게 키포인트를 잡아낸다.

Keyframe extraction

1. 샘플 단어 키프레임GT

2. Extraction

한 동작의 비슷한 장면들이 있으나 GT의 키프레임들을 다 찾을 수 있었다.

3. Interpolation

1. 단어키프레임 2,3. Interpolation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좌표 4. 다음 단어키프레임

Interpolation을 사용하여 한 단어와 다음 단어 사이의 좌표를 만들어내 단어들을 이어 문장을 만들어 낸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어플리케이션
들이 등장하였지만, 취약계층(장애인 등)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부족한 현실이다.  또
한, 상담센터, 진료소 등 수어 통역제공이 부재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제대로 된 상담이
현재 미흡하여, 제대로 된 상담과 진료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청각장애인
을 위해 질병관리 본부 정례브리핑(코로나19) 데이터 기반 한국어 – 수어 번역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의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기사 등 청각장애인에게 많은 정보
전달을 대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가 모은 데이터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까지 가능 할 것이다.

2. Back-Translation
Back-Translation 기법은 dummy data 즉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부족한 데이터를 늘려 번역 모델이 학습 시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다. 현재 우리가 모은 수어 문장 데이터는 공개된 그 어떤 수어 데이
터보다 많지만, 실제로 번역 task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보다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한 데이터
를 더 확보하기 위해 Back-Transl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3.Refinement
human pose estimation 모델 중 하나인 Openpose 모델로 수어 영상의 키포인트를 추출한다.
추출 한 키포인트들에서 일정 신뢰도 값 이하이거나 값이 0인 키포인트들은 좌표 값을 0으로 치환한다.  
이후 키포인트들에 대하여 linear interpolation를 진행한다.

Learnable parameters는 one length, Bone angle, head position로 지정 loss function은
MSE(mean squared error)를 사용 하여 back propagation 기반 2D -> 3D 맵핑을 하여 Refinement를 한다.

4.Keyframe extraction
refinement의 결과물인 3d pos sequence를 사용한다.
이 키포인트들을 사용하여 각 프레임별 관절의 geodesic distance를 얻어낸다.  
프레임들의 각 좌표별 geodesic distance kernel을 만든 뒤 RKHS에 매핑한다.
row sparseness를 얻기 위해 Lp/L2 Norm penalty를 사용한다. 이는 L1/L2 Norm penalty를 사용하는 것 보다
유사한 인접 프레임이 동시에 선택되어 키프레임의 중복을 막기 위함이다.
키프레임을 찾을 때 선택된 키프레임은 인접한 프레임들만을 나타내야 한다.  
프레임별 인접한 부분만을 나타내기 위해 제한조건을 사용한다.
이 제한조건은 geodesic distance kernel의 인접한 프레임들이 아니면 모두 0으로 강제한다.  
그 후 키프레임을 찾는다.

5.Interpolation
사용하는 단어들의 영상은 모두 차렷 자세에서 시작하고 차렸 자세로 끝난다. 키프레임을 사용하여 차렷 자세를
제외한 키프레임을 보간법을 사용하여 붙이면 문장의 영상이 나올 것이다. 차렷자세를 제외한 한단어의
마지막 키프레임과 그 다음 단어의 처음 키프레임의 좌표를 사용 하여 linear interpolation을 사용하여
중간 프레임들의 키포인트들을 만든다. 만들어낸 키포인트들을 단어와 단어사이에 넣어 문장의

3D pos sequence를 만든다.

연구방법

1. Transformer
Transformer는 machine translation task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모델이다. 기존의 자연어처리 분야
에서 sequence data를 처리하는 모델로 가장 많이 사용하던 model은 recurrent neural network로 즉 RNN  

Mo.del이였다. 그러나 RNN의 가장 취약한 점은 long-term dependency이다. Long-term dependenc란
어떤 정보와 다른 정보 사이의 거리가 멀어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ttention 기법이 적용된 Transformer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Transformer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ncoder는 N개의 동일한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layer에는
multi-head attention mechanism과 position-wise fully connected
feed forward network를 가지고 있다. Decoder도 역시 N개의 동일한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encoder와는 다르게 encoder의 결과에

multi-head attention을 수행할 sub layer를 추가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개된 수어 데이터셋은 다음 표와 같다. 수어를 연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데이터의

수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은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수어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위 그림은 Back-Translation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우선 원본파일(source data)과 번역본(target data) 의 데이터 셋으로 시작한다. 우선 번역본을 사용하여 B
ack-Translation을 진행하여 가상의 원본파일(source data)를 생성한다. 그 후 생성된 source data와 보유
한 source data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면 번역을 확정 지어 데이터셋을 추가하게 되고 아닐 경우에는 다
음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 후 Back-Translation결과가 잘못 되었는지 혹은 원본 파일(source data)가 잘
못 되었는지 검토를 한 후 최종적으로 번역 확정하여 데이터의 수를 늘리게 된다.

현재 수어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rule-based로 데이터셋 내에 있는 수어 영상만을 생성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스템은 비지도 학습으로 문장 전체의 모든 정보, 즉 단어 의미와 단어 순서, 문장 구조,  

단어 간의 의존 관계 등 번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문맥을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를

낼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수어 생성이 가능 할 것으로 다양한 코로나19 상담소 등에서 사용이

가능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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