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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미지 캡셔닝(Image Captioning)이란 머신러닝 분야의 한 과제로, 

이미지로 입력이 주어졌을 경우 이미지에 대한 묘사를 자연어의 형태로 

생성해내는 과제이다. 

 

이는 컴퓨터비전 분야의 전통적인 연구인 동시에 자연어처리라는 

머신러닝 연구의 또 다른 갈래와 교차점을 이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해당 과제는 딥러닝 모델들의 발달에 따라 제한된 

상황에선 인간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지와 캡션이 

쌍을 이루지 않는 비지도 학습 상황에서의 이미지 캡셔닝은 매우 적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성능상의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특히, 

이미지와 전혀 무관한 캡션을 생성하는 심각한 현상이 기존 모델에서 

자주 관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비지도 학습 기반의 이미지 캡셔닝 모델을 

바탕으로, 캡션 생성기의 학습을 담당하는 강화학습 부분의 보상이 

반영되는 방식을 개선하여 이미지의 의미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기존 이미지 캡셔닝 평가방법을 기반으로 한 실험에서 , 본 

연구는 최신의 비지도 학습 기반 모델에 준하는 성능을 보였으며 의미와 

관련된 척도(metric)나 다양성 부분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보임을 

확인했다. 

주요어 : 이미지 캡셔닝, 이미지 인식, 문장 생성, 강화학습, 희소 보상  

 

 

학   번 : 2018-2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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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의 컴퓨터비전(computer vison)과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분야는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1]과 같은 딥러닝 기술의 도입 이후로 각각의 분야 

내에서 많은 연구가 진전되어 왔다. 컴퓨터비전의 경우 이미지 분류, 

객체 인식 등과 같은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자연어처리는 기계번역, 질의응답 등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지와 자연어에 대한 독립적인 이해만으로는 현실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얻기 힘들다.  

 

이미지 캡셔닝은 컴퓨터비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미지의 

묘사에 해당하는 캡션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과제이지만, 이미지 캡셔닝 

모델은 이미지 내에 있는 객체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객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연어의 형태로 알맞게 표현하는 문제도 겸하고 있어 

컴퓨터비전과 자연어처리의 종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또한 

기계번역의 관점에서 이미지를 자연어의 형태로 번역하는 과제로 볼 

수도 있다. 비록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인간 수준의 이미지 이해의 

측면에서 막대한 이미지 정보를 문장 수준으로 압축한다는 점에서 

기계학습 분야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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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캡셔닝 모델들은 보통 크게 입력된 이미지를 합성곱신경망과 

같은 특징 추출기로 특징을 추출하는 이미지 처리하는 부분과 처리된 

이미지 정보를 바탕으로 자연어를 생성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미지와 자연어를 처리하는 부분이 개별적인 모델을 따르기 때문에 

이를 연결시켜 줄 매핑 함수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미지와 자연어를 공통의 엠베딩 공간에 

표현하는 방식[2]이나 최근 유행하는 어텐션(attention)[3]을 기반으로 

자연어 개념들을 이미지의 특정영역과 매핑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 캡셔닝 모델들은 개별 형태는 차이가 있지만 이미지 

처리기, 자연어 생성기와 두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지 캡셔닝 연구는 MS COCO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 2015 

이미지 캡셔닝 Challenge를 기점으로 큰 진전이 있었다. 인간의 

시각처리 방법 중 하나인 주의를 모방한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 

모델[4]은  이미지의 모든 정보가 아닌 더 눈에 띄는 또는 중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연어를 생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해당 모델은 당시 

최고 성능을 냈을 뿐만 아니라 최신 이미지 캡셔닝에서도 어텐션 

매커니즘이 대세를 이루는 등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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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비지도 학습의 환경에선 어텐션 매커니즘 기반의 모델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지도 학습은 보통 학습 데이터로 이미지와 

이미지에 대한 자연어로 표현된 정보인 참조 캡션의 쌍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이미지에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지 학습이 가능하다. 반면에 비지도 

학습은 이미지 데이터와 자연어 데이터가 별도로 존재하여 이미지에 

어떤 객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객체 인식 모델로만 간접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인식된 객체가 모두 이미지에 대한 중요 

정보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비지도 학습의 이미지 캡셔닝 모델은 

이미지와 생성된 자연어 사이의 약한 연결 관계를 해결하는 매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 제안된 비지도 학습 상황에서의 이미지 캡셔닝 모델[5]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해당 모델은 

이미 학습된(pre-trained) 객체 인식기를 통해 이미지에 있는 객체를 

파악하고, 이를 문장 생성기의 강화학습 보상으로 하여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학습한다. 하지만 인식된 객체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되지 않아 이미지와 전혀 무관한 엉뚱한 

문장이 생성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실제로 해당 논문상에 학습된 

결과에서도 문장에 반영된 이미지 내 객체의 수는 평균 1개를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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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체 인식기를 통해 확인된 

개념(concept)들이 문장에 최소한 하나 이상은 포함되어 이미지와 

무관한 문장을 생성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문장 

생성기를 위한 강화학습이 의미를 담고 있는 보상을 중심으로 

반영되도록 구조를 바꾸고 자연어 말뭉치(corpus)로부터 동시 발생이 

높은 개념들을 보조 보상으로 사용하여 객체 인식기만으로는 부족한 

개념들을 보강하였다. 해당 모델은 기본 모델(baseline model)의 성능을 

개선시켰으며 최고 성능의 비지도 학습 모델에 준하는 성능을 보이며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보임을 확인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지도 학습, 부분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의 관련 연구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3장에서는 기본 모델이 

되는 비지도 학습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개선된 모델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데이터 셋과 함께 개선된 모델을 기본 모델, 다른 비지도 

학습 모델과 비교한 실험 결과를 다양한 평가 척도들을 통해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맺으며 현재 모델의 한계점과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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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이미지 캡셔닝은 컴퓨터 비전에서 핵심적으로 연구되어 온 과제 중 

하나로 많은 관련 연구가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이미지 캡셔닝의 

비교적 최신 연구들을 기반으로 제안한 모델의 기반이 되는 이미지 

캡셔닝 모델들이 각 학습 조건에 따라 어떻게 학습되는지 대표 모델을 

바탕으로 소개한다. 

 

 

2.1 지도 학습 모델 

 

 

   지도 학습 모델은 가장 많이 연구된 모델로 다른 조건에서의 학습 

모델들도 지도 학습 모델을 기본 형태로 취한다. 이미지 캡셔닝 모델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인코더-디코더(Encoder-Decoder) 프레임워크와 

해당 모델[6]에 대해 먼저 소개한 뒤 최신 모델들의 기반이 되는 

어텐션 기반의 이미지 캡셔닝 기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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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코더-디코더 이미지 캡셔닝 모델 구조 

 

1. 인코더-디코더 모델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캡셔닝의 선구적인 연구[6]는 지금도 

이미지 캡셔닝의 기본 프레임워크로 사용되는 인코더-디코더 모델의 

틀을 마련했다. 인코더-디코더 모델은 이미지를 처리하는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의 인코더 부분과 

자연어를 처리하는 회귀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의 

디코더 부분이 결합된 구조를 띄고 있다. ImageNet[1]과 같은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에서 미리 학습된 인코더 부분은 입력값으로부터 주어진 

이미지로부터 해당 이미지의 특징들을 벡터의 형태로 추출해낸다. 

이러한 인코더 모델은 CNN 계열들인 VGGNet[7], ResNet[8]들을 

사용하고 있다. 인코더 부분에서 추출된 벡터는 디코더의 입력값으로 

들어가 문장을 만들어 내는 언어모델(language model)을 학습한다. 

이는 이미지벡터 𝐼 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와 동시에 주어지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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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션(reference caption) 𝑆에 있는 단어들을 순서(sequence)를 생성된 

문장이 올바르게 예측할 확률을 log likelihood의 형태로 최대화한다. 

신경망 모델의 파라미터 𝜃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𝜃∗ = 𝑎𝑟𝑔 max
𝜃

∑ log 𝑝(𝑆|𝐼; 𝜃)

(𝐼,𝑆)

 

이때 문장 생성기(sentence generator)에 해당하는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gradient가 사라지는 vanishing gradient를 해결해주는 LSTM 

(Long Short Term Memory)의 구조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 또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로는 이와 같은 인코더-디코더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2. 어텐션 기반 모델 

 

어텐션 기법[3]이란 자연어처리의 한 분야인 기계번역에서 

사용되는 시퀀스 투 시퀀스(sequence-to-sequence) 모델이 입력 

문장이 길어 질수록 모든 정보를 고정된 크기에 벡터에 압축하는데 있어 

생기는 정보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법이다. 기본적인 

매커니즘은 디코더에서 출력 단어를 예측하는 매 시점에 인코더로부터 

전체 입력 문장을 다시 참조해 해당 시점에 예측해야할 단어와 연관이 

있는 입력 단어 부분을 더 집중한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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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텐션 기반 이미지 캡셔닝 모델은 인코더-디코더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문장 생성기에 어텐션 기법을 추가로 도입한 

모델[4]이다. 기계번역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매커니즘으로 문장 

생성기를 학습할 때, 입력 이미지에 대한 전체 벡터만을 캡션 생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해야 할 단어와 연관이 있는 입력 이미지의 

부분에 집중하여 반영하도록 하였다. 해당 모델의 경우 에텐션을 soft 

attention과 hard attention으로 나누어 deterministic하게 attention을 

계산하는 soft attention과 샘플링을 기반으로 정확한 attention 

location을 근사하는 hard attention을 구분 지어 적용했다.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텐션을 적용했을 경우 dog나 stop과 같이 특정 단어와 

연관이 있는 입력 이미지의 특정 부분에 더 주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와 같이 이미지와 참조 캡션의 쌍이 주어지지 

않는 비지도 학습의 상황에선 어텐션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이미지에 해당하는 문장이나 단어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습의 근간이 되는 입력 조건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그림 2 어텐션을 활용한 이미지 캡션의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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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분 지도 학습 모델 

 

 

   부분 지도 학습은 이미지와 참조 캡션의 쌍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참조 캡션의 쌍이 없는 다른 도메인에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적용하고자 하는 도메인에 따라 학습의 목적과 그에 

따른 방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까지의 과도기로써 여러 

모델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미지와 참조 캡션의 쌍을 가진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 완화는 학습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객체를 포함하는 이미지에 대한 캡션 생성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단순하게는 슬롯이 있는 

문장 템플릿을 이용하여 객체 인식 모델을 통해 빈 슬롯을 채우는 

것[9]으로부터, 쌍을 가진 데이터에서 학습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객체에 대한 캡션을 덮어 씌우는 copying mechanism 방식[10] 나아가 

쌍을 가진 데이터와 외부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결합한 방식[11] 

등이 있다. 한편 [12]에서처럼 이미지에 대한 영어 캡션을 생성하기 

위해 pivot이 되는 중국어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중국어, 중국어와 영어 

사이의 매핑하는 간접적인 학습 방식도 직접적인 데이터 쌍을 사용하진 

않는다. [13]는 이미지-캡션의 쌍으로 된 데이터에서 학습한 것을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하여 이미지-캡션 쌍이 없는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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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지도 학습 모델 

 

 

비지도 학습 모델의 경우엔 최근에 연구[5, 14]가 시작되었고 학습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지와 

캡션이 쌍을 갖는 학습데이터의 수집량에는 한계가 있고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을 이용해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양적 

질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쌍을 이루지 않는 일반적인 이미지, 

말뭉치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지도 학습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말뭉치를 사용할수록 많은 언어 표현들과 

개념들을 학습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이미지 묘사에 더 근접한 

캡션 생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비지도 학습 모델의 경우 이미지와 자연어를 매핑한다는 

기본적인 문제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미지에 대해 포함된 

개념을 참조할 캡션이 없기 때문에 최근 모델들은 모두 객체 인식 

모델에서 추출한 객체들을 사용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5]의 경우엔 추출한 객체를 강화학습의 보상의 형태로 반영하고 

[14]의 경우엔 추출한 객체를 포함한 문장을 샘플링(sampling)하는 

방식을 통해 동시발생성을 이용하여 동시발생 할수록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장으로 판단하고 가까운 벡터 공간상에 표현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러한 간접적인 매핑 방식을 이용하는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 많은 

성능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3은 이러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조건차를 도식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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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도 학습 모델과 비지도 학습 모델의 데이터 도식 비교 

 

 

 

 

 

 

 

 

 

 

 

 

 

 

 

 



 

 12 

제 3 장 모델 설명 

 

 

   3장에서는 문장 생성기의 학습에 작동하는 강화학습 보상 

매커니즘을 바꾸어 이미지와 의미적으로 연관이 있는 캡션을 생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 모델을 제안한다. 1절에서는 개선의 근간이 되는 기본 

모델의 각 모듈에 대해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2절에서는 기본 모델이 

가지는 희소 보상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3절과 4절에서는 희소 보상이 

가지는 문제점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완화시킬 방법을 소개한다. 

 

 

3.1 기본 모델 

 

 

   처음으로 비지도 학습 기반의 이미지 캡셔닝 모델을 제안한 [5]은 

크게는 CNN-LSTM의 인코더-디코더 구조를 따르고 있다. 다만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지도 학습은 입력 이미지에 대한 자연어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Visual Concept Detector라 불리는 객체 인식 

모델에서 나온 개념(concept)들로 이미지와 자연어를 간접적으로 

연결한다. 또한 말뭉치의 구문적, 문법적 특징들을 생성된 캡션에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15]에서 제안된 것과 비슷한 LSTM 형태의 

문장 판별기(discriminator)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판별기에서 나온 

마지막 hidden state를 이미지 벡터 공간 상에 투사(projection)하여 

나온 벡터 값과 문장 생성기의 벡터 값을 비교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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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 모델[16]의 보상(reward)으로 두고 문장 생성기를 업데이트 

하며 사용되는 보상은 그림 4에 있는 것과 같다. 이후에는 각 보상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한다. 

 

 

그림 4 기본 모델에서 문장 생성기 학습에 사용되는 보상 구조 

 

3.1.1 개념 보상(Concept Reward) 

 

   개념 보상은 객체 인식기를 통해 추출된 이미지의 객체 개념들이 

문장 생성기에서 나온 캡션에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반영하는 보상이다. 

이때 객체 인식기로 사용된 Faster R-CNN 모델[17]은 

OpenImages[18] 상에서 이미 학습된 것으로, 입력 이미지에 대하여 

포함된 개념들 c와 그에 상응하는 confidence score v의 쌍을 

출력값으로 내놓는다. 따라서 총 인식된 시각 개념들의 수를 𝑁𝑐 라고 

한다면 출력값은 다음과 같은 집합 𝒞 로 이루어져 있다. 𝒞 =

{(𝑐1, 𝑣1), . . . , (𝑐𝑖, 𝑣𝑖), . . . , (𝑐𝑁𝑐
, 𝑣𝑁𝑐

)}.  이때 문장 생성기에서 t번째 생성된 

캡션의 단어를 𝑠𝑡 라고 한다면 개념 보상 𝑟𝑡
𝑐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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𝑟𝑡
𝑐 = ∑ 𝐼(

𝑁𝑐

𝑖=1

𝑠𝑡 = 𝑐𝑖) ∗ 𝑣𝑖 

식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추출된 시각 개념과 일치하는 단어가 생성됐을 

경우에 confidence score만큼의 가중치로 개념 보상을 주는 방식이다.  

 

 

3.1.2 적대 보상(Adversarial Reward) 

 

   적대 보상은 문장 생성기가 말뭉치를 기준으로 사람이 보기에 적절한 

문장의 형태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보상이다. 다른 의미로는 말뭉치에 

있는 문법, 구조적인 통계치를 반영하는 문장을 생성하도록 하는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적대 보상은 문장 판별기의 결과 값으로 알 수 

있으며 문장 판별기에 대한 학습도 전체 학습과정에 포함된다. 생성된 

문장의 길이를 𝑛, 말뭉치로부터 샘플링 된 실제 문장 �̂�의 길이를 𝑙이라 

했을 때, t번째 단어 𝑠𝑡까지 생성된 부분 문장(partial sentence) 𝑆𝑡가 

판별기에 의해 실제 말뭉치로부터 왔을 것이라 판단한 확률을 𝑞𝑡로 실제 

문장 �̂�의 t번째 단어까지의 부분 문장이 실제 말뭉치의 것으로 판단될 

확률을 𝑞�̂� 로 가정한다. 이때 문장 판별기의 학습을 위한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다. 

ℒ𝑎𝑑𝑣 = − [
1

𝑙
∑ 𝑙𝑜𝑔(𝑞�̂�)

𝑙

𝑡=1

+
1

𝑛
∑ 𝑙𝑜𝑔(1 − 𝑞𝑡)

𝑛

𝑡=1

] 

한편, 판별기에서 생성된 문장에 대해 나온 결과값 𝑞𝑡 를 이용한 적대 

보상은 𝑟𝑡
𝑎𝑑𝑣은 다음과 같다. 

𝑟𝑡
𝑎𝑑𝑣 = 𝑙𝑜𝑔(𝑞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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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이미지 재구성 보상(Image Reconstruction Reward) 

 

   이미지 재구성 보상이란 이미지와 생성된 캡션을 같은 벡터 공간 

상에 투사시켜 분리된 이미지와 자연어 데이터의 연결을 유도하는 

보상이다. 이미지와 자연어의 연결은 개념 보상이 맡고 있지만 이는 

객체 인식기의 성능에 크게 좌우되며 현재의 객체 인식기는 인식 가능한 

시각 개념의 수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제안된 방법이 이미지 재구성 보상이다. 생성된 캡션을 

조건부로 하는 이미지를 직접 생성하는 방법이 정확하고 직관적이지만 

현재의 생성모델(generative model)로는 복합적인 자연어를 장면으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문장 판별기로 사용하는 

모델은 각 시퀀스 별로 단어가 들어가는 일종의 문장 인코더(sentence 

encoder)라고 할 수 있어 마지막 은닉 변수(hidden state)을 문장에 

대한 인코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값에 완전연결층(fully 

connected layer)를 쌓아 문장 생성기의 입력값으로 사용된 이미지 

특징 𝑥 와 같은 공간 상에서 비교할 수 있다. 이미지 특징 벡터 상에 

표현된 캡션 𝑥′와 이미지 𝑥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𝑥 = 𝐹𝐶(𝑓𝑖𝑚) 

𝑥′ = 𝐹𝐶(ℎ𝑛
𝑑) 

결과적으로 문장 판별기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손실함수에 반영된다. 

ℒ𝑖𝑚 = ‖𝑥 − 𝑥′‖2
2 

또한 문장 생성기에 작용하는 이미지 재구성 보상 𝑟𝑖𝑚 는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만들기 위해 다음처럼 손실함수에 음의 값을 적용한다. 

𝑟𝑖𝑚 = −ℒ𝑖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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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보상 통합 

 

   앞서 언급한 보상들은 미분 불가능한 문장 생성기를 강화학습의 

policy gradient를 이용하여 파라미터의 gradient를 추정하기 위한 

것들로 이를 결합하여 하나의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미지 재구성 

보상과 반대로 작동하는 문장 재구성 손실함수 ℒ𝑠𝑒𝑛은 제안하는 모델과 

관련이 적어 생략한다. 문장 생성기의 학습 파라미터를 𝜃라고 했을 때, 

gradient는 다음과 같이 학습된다. 

∇𝜃ℒ(𝜃) = −𝔼 [∑ (∑ 𝛾𝑠(𝑟𝑠
𝑎𝑑𝑣 + 𝜆𝑐𝑟𝑠

𝑐) + 𝜆𝑖𝑚𝑟𝑠
𝑖𝑚 − 𝑏𝑡

𝑛

𝑠=𝑡

) 𝛻𝜃 𝑙𝑜𝑔(𝑠𝑡
𝛵𝑝𝑡)

𝑛

𝑡=1

]

+ 𝜆𝑠𝑒𝑛𝛻𝜃ℒ𝑠𝑒𝑛(𝜃) 

 

이때, 𝛾는 감쇠인자(decay factor), 𝑏𝑡는 self-critic[19]을 위한 기본 

보상 값이다. 𝜆𝑐 , 𝜆𝑖𝑚 ,  𝜆𝑠𝑒𝑛 는 각각 해당하는 인자의 

초매개변수(hyperparameter)이다. 또한 𝑝𝑡 는 t번째 단어 생성에 대한 

사전(dictionary)의 확률로 해당 순서에 생성될 단어 𝑠𝑡 의 샘플링 

분포이다. 

 

   한편, 문장 생성기와 결합된 문장 판별기는 앞서 언급한 두 손실함수 

ℒ𝑎𝑑𝑣와 ℒ𝑖𝑚을 결합한 다음 식으로 학습된다. 

 

ℒ𝐷 = ℒ𝑎𝑑𝑣 + 𝜆𝑖𝑚ℒ𝑖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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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본 모델에서 이미지와 무관한 캡션 생성의 예시 

 

3.2 기본 모델의 한계점 

 

   기본 모델으로 생성된 캡션의 경우 이미지와 무관한 캡션을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림 5에서 

보이는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 내에 없는 대상들로 캡션을 

생성하는 이해하기 힘든 오류를 보인다. 이는 지도 학습 모델의 이미지 

캡셔닝 연구[20]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는 내용으로 학습 데이터 

상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n-gram에만 영향을 받아 학습됐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가령 ‘a man with a tennis racket’과 같은 경우가 

학습 데이터에 자주 등장하는 구문일 경우 이미지와 무관하게 캡션으로 

자주 생성되는 모습을 보인다. 해당 연구에서는 의미와 구조를 분리하여 

참조 캡션의 명사부분으로 의미를 추출하고 구분 그래프로 구조를 

학습한 뒤 이를 결합하여 캡션을 생성하는 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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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였다. 하지만 본 모델은 참조 캡션이 없는 비지도 학습의 조건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개념 보상이라는 이미지의 의미와 관련된 부분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와 무관한 캡션이 종종 생성되는 것은 문장 생성기의 

학습이 기본 모델에서 기대한 것과 다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본 모델의 학습 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들이 

이와 같은 현상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1. 개념 보상의 미반영 

 

   무엇보다 이미지 특징 벡터로부터 생성된 임의의 캡션에 객체 

인식기에서 추출된 시각 개념들이 포함되지 않고도 이미지 재구성 

보상과 적대 보상만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무의미한 방향으로 학습을 

유도한다. 이는 학습이 아무리 진행되더라도 생성된 캡션에 평균 0.8개 

정도의 이미지 내 시각 개념이 반영되어 개념 보상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영된 개념 보상의 경우도 man, woman, 

person 처럼 빈번하게는 나타나지만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n-gram 통계치에 영향을 더 받는 시각 개념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렇게 학습 과정에서 이미지와 무관한 캡션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캡션들을 이미지 공간 벡터 상에 유사한 위치에 포함시키도록 

유도하는 이미지 재구성 보상은 무의미한 학습이 된다. 실제로도 성능 

부분에 영향이 없거나 방해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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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 보상의 희소성 

 

   개념 보상이 미반영 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로 이미지에서 객체 

인식기에 추출되는 시각 개념의 수가 적어 임의의 캡션 생성에서 시각 

개념이 포함될 확률이 극히 낮은 희소성의 문제가 있다. 객체 인식기의 

성능상의 한계로 한 이미지에서 추출되는 시각 개념의 수는 보통 

1~7개이며 1만개 이상의 단어 수를 생각 했을 때 임의의 단일 문장에 

포함될 확률은 매우 낮다. 이는 흔히 강화학습에서 발생하는 희소 

보상(sparse reward) 문제이다. 강화학습에서는 해당 문제를 내재 

보상(intrinsic reward), 계층화 강화학습(hierarchical reinforcement 

learning), 모방 학습(imitation learning)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기본 

모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이미지 

재구성 보상이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효과를 발휘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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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념 게이트(Concept Gate) 

 

   개념 보상의 미반영에 대한 개선된 방안은 하나의 손실함수에 한번에 

반영되는 보상 반영 구조를 계층화된 형태로 바꾸는데 있다.  처음 

문제로 삼았던 것처럼 이미지에 대한 묘사를 자연어 형태로 생성해내는 

이미지 캡셔닝 과제에서 이미지와 무관한 캡션을 생성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보상을 좀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장 생성기의 강화학습 업데이트를 

위한 보상은 개념 보상, 적대 보상, 이미지 재구성 보상이 있다. 이 중 

이미지의 의미와 가장 밀접한 보상은 개념 보상이고 이미지 재구성 

보상은 개념 보상을 보조하는 역할이라 볼 수 있다. 적대 보상은 말뭉치 

통계치를 이용해 구문, 문법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문장 구조와 관련된 

보상이다. 기본 모델에선 초매개변수를 조정하여 가중치를 반영하였지만 

개념 보상이 없는 경우엔 이러한 가중치가 의미 없기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본 모델에서는 전체 보상들을 이용하여 문장 생성기의 

gradient에 반영하기 전에 개념 보상을 기준으로 그림 6과 같은 형태로 

gate를 거쳐 임계값 𝑡  이하의 개념 보상이 결과로 나올 경우 시각 

개념이 캡션에 불충분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학습에 반영하지 

않는다. 

 

   한편, 개념 보상의 반영방식 또한 정규화 시켜 말뭉치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 위주로 학습되는 경향을 완화시켰다. 가령, man이나 

people과 같은 단어는 학습에 사용한 MS COCO 캡션 말뭉치에서 

71052, 41894 문장에 등장한다. 따라서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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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개념 게이트의 도식 

tulip과 같이 매우 적은 빈도로 등장하는 단어에 비해 캡션에 포함될 

확률이 적지만 단순히 confidence score v 만으로 개념 보상 값에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번째 생성된 단어 𝑠𝑡 와 해당 

단어가 따르는 사전(dictionary)의 확률 𝑝𝑡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개념 보상 𝑟𝑡
𝑐를 반영하도록 변경하였다.  

𝑟𝑡
𝑐 = ∑ 𝐼(

𝑁𝑐

𝑖=1

𝑠𝑡 = 𝑐𝑖) ∗ 𝑣𝑖 ∗ log (
1

𝑝𝑡
)

𝛼

 

해당 식으로 개념 보상을 계산할 경우 등장 빈도수가 매우 적은 단어가 

생성된 문장과 객체 인식기에 모두 포함됐을 경우 높은 보상치를 갖게 

된다. 초매개변수 𝛼는 이러한 가중치를 조절하는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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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조 개념 보상(Sub-concept Reward) 

 

   개념 게이트가 무의미한 방향의 업데이트를 막는 것이라면 보조 개념 

보상은 반영되기 힘든 개념 보상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이다. 즉, 개념 

보상이 0이 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개념 보상이 

희소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수가 적다는 문제에서 오기 때문에 

이를 말뭉치에 있는 단어들 간의 동시발생성(co-occurrence)을 

이용하여 보강한다. 말뭉치에서 문장의 구조적인 것 만을 반영한 기본 

모델과 달리 간접적인 형태로 말뭉치의 의미 구조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lake와 boat와 같이 이미지 상에도 같이 있을 법한 시각 개념들을 

포함시켜 객체 인식기가 포착하지 못한 것을 반영한다는 효과와 보조 

개념들이라도 포함된 방향으로 문장 생성기를 학습시키는 것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문장 생성기가 이미지 내의 시각 개념을 포함한 문장을 

생성할 확률이 높아지는 두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조 개념은 

이미지 내에 실제로 있는 시각 개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 절에서 

언급한 정규화는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미리 계산된 co-occurrence 

행렬에서 구해지는 동시발생확률에 가중치를 주어 조절한다. 

 

 

그림 7 보조 개념 보상 방식과 기존 보상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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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개선된 방식의 개념 보상 반영 도식    

결과적으로 보조 개념 보상과 개념 게이트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개념 보상식은 다음과 같다. 

𝑟𝑡
𝑐 = ∑ [𝐼(𝑠𝑡 = 𝑐𝑖) ∗ 𝑣𝑖 ∗ log (

1

𝑝𝑡
)

𝛼

+ ∑ 𝐼(𝑠𝑡 = 𝑜𝑗) ∗ 𝑣𝑖 ∗ 𝑃(𝑜𝑗|𝑐𝑖)𝛽

𝑁𝑜

𝑗=1

]

𝑁𝑐

𝑖=1

> 𝑡, 

𝑃(𝑜𝑗|𝑐𝑖) > 𝑠 

 

시각 개념 𝑐𝑖와 동시 발생 조건 확률 𝑃(𝑜𝑗|𝑐𝑖)이 s보다 큰 단어를 𝑜𝑗라 

했을 때, 각 시각 개념은 𝑁𝑜 개의 동시 발생 단어를 가진다. 𝛽는 보조 

개념 보상의 가중치를 조절하기 위한 초매개변수이다. 이렇게 계산된 

값이 임계값 𝑡보다 클 때, 개념 보상이 반영된다.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개념 보상을 도식화하면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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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방법 및 결과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개선한 비지도 학습 이미지 캡셔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 1절에서는 해당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 셋에 대한 

설명과 평가 기준들 그리고 실험 모델의 세팅에 대해 소개하고, 

2절에서는 기본 모델, 다른 비지도 학습 모델들과 비교를 중심으로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4.1 실험 데이터와 실험 방법 

 

 

4.1.1 실험 데이터 

 

본 실험에서 사용된 학습 데이터 셋은 기본모델[5]과의 비교를 위해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미지 캡셔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미지와 참조 캡션의 쌍이 있는 데이터들인 MS COCO[21], 

Flickr30k[22], 그리고 Conceptual Captions[23]을 주로 사용한다. 

다만 제안하는 모델은 이미지와 참조 캡션의 쌍이 없는 비지도 학습의 

환경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말뭉치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때, 

사용하는 말뭉치 데이터가 학습 이미지나 테스트 데이터 셋의 이미지와 

너무 이질적일 경우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이미지에 대한 

캡션으로 말뭉치의 범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학습 말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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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영화 리뷰에서 온다면 일반적인 이미지 데이터인 MS 

COCO에선 엉뚱한 방향으로 학습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Shutterstock[24]은 이러한 기준에 맞는 학습 말뭉치 데이터로 다른 

이미지 캡셔닝 데이터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이미지에 대한 캡션을 그림 

9와 같이 제공한다. 더불어 이러한 말뭉치 데이터가 학습 이미지 

데이터인 MS COCO와 공통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MS COCO 내의 

80개 객체명을 검색어로 한 이미지를 사용한다. 8단어 이하의 캡션들을 

제거하여 총 2,322,628개의 캡션들을 학습 말뭉치로 선정하였다.  

 

   [25]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데이터인 MS COCO를 113,287개를 

학습용으로, 5000개를 검토용으로, 그리고 5000개를 테스트 용으로 

분리했다. Shutterstock 말뭉치 데이터의 경우 NLTK에서 제공하는 

tokenizer를 이용하여 단어 토큰으로 분리하였고 빈도수가 40 미만의 

단어들을 제외하여 start-of-sentence (SOS), end-of-sentences 

(EOS), UNK 토큰을 포함한 18,667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때 UNK 

토큰이 15% 이상인 캡션들을 제외하여 학습 말뭉치는 2,282,444개의 

캡션들을 갖게 되었다. 

 

그림 9 Shutterstock 캡션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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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실험 모델의 세팅 

 

실험에 사용된 모델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따르고 있다. 입력 

이미지의 경우 Inception-V4[26]을 ImageNet 상에서 이미 학습시킨 

인코더로 특징 벡터를 추출해낸다. 특징 벡터는 완전연결층을 거쳐 은닉 

차원(hidden dimension)이 512차원인 LSTM 문장 생성기, 문장 

판별기를 통과한다. 문장 생성기의 학습을 위한 강화학습의 경우 

[16]의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강화학습에 사용된 초매개변수 𝜆𝑐 ,  𝜆𝑖𝑚 , 

𝜆𝑠𝑒𝑛 , 𝛾 는 기본모델과 마찬가지인 10, 0.2, 1, 9를 사용하였다. 또한 

별도로 추가된 개념보상의 초매개변수 𝛼, 𝛽, 𝑡, 𝑠의 경우 0.75, 2, 0.1, 

0.2를 적용하였다. 동시 발생 단어의 경우 문장 구조상 자주 나타나는 

stop word는 NLTK의 리스트에 따라 동시 발생 행렬을 계산할 때 

제외하였다. 한편 모델은 Adam 최적화 기술(optimizer)[27]을 0.0001 

학습율(learning rate)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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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의 경우 이미지 캡셔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측도(metric)들인 BLEU[28], METEOR[29], ROUGE[30], CIDEr[31], 

SPICE[32] 점수를 coco-caption code[33]에서 제공된 계산 값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이러한 측도들의 경우 정답 참조 캡션을 

기준으로 한 방법들이기 때문에 참조 캡션과 함께 학습하는 지도 학습 

방법에 비해 불리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미지 캡셔닝에서 비지도 

학습 모델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진행되기 시작하여 비지도 학습 모델과 

지도 학습 모델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만한 측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34]에서처럼 이미지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있어 정확성만큼이나 

중요한 다양성(diversity)의 측면에선 참조 캡션을 사용하지 않는 

비지도 학습 모델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점이기에 이에 대한 비교를 

진행한다.  

 

BLEU, CIDEr, SPICE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다. BLEU 점수는 자연어처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평가 방법으로 n-gram(1~4)을 통해 순서쌍들이 얼마나 

겹치는지에 대한 측정을 통해 생성한 캡션이 실제 참조 캡션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문법 구조, 유의어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한 방법이지만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CIDEr의 경우 참조캡션과의 매칭을 이용하는 방법 중 최신의 것으로 

이미지 캡셔닝의 평가를 위해 제안된 것이다. 다음 식에서와 같은 

과정으로 주로 정보 검색의 평가에 사용되던 TF-IDF를 n-gra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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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PICE 측정을 위한 참조 캡션의 scene graph 구성 예 

대한 가중치로 계산하고 참조 캡션과 생성 캡션에 대한 유사도를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로 측정한다. 

𝑔𝑘(𝑠𝑖𝑗) =
ℎ𝑘(𝑠𝑖𝑗)

∑ ℎ𝑙(𝑠𝑖𝑗)𝑤𝑙∈𝛺
𝑙𝑜𝑔 (

|𝐼|

∑ 𝑚𝑖𝑛(1, ∑ ℎ𝑘(𝑠𝑝𝑞)𝑞𝐼𝑝∈𝐼

), 

𝐶𝐼𝐷𝐸𝑟𝑛(𝑐𝑖, 𝑆𝑖) =
1

𝑚
∑

𝑔𝑛(𝑐𝑖) ∙ 𝑔𝑛(𝑠𝑖𝑗)

‖𝑔𝑛(𝑐𝑖)‖‖𝑔𝑛(𝑠𝑖𝑗)‖
𝑗

 , 

𝐶𝐼𝐷𝐸𝑟(𝑐𝑖, 𝑆𝑖) = ∑ 𝑤𝑛𝐶𝐼𝐷𝐸𝑟𝑛(𝑐𝑖, 𝑆𝑖)

𝑁

𝑛=1

 

이 때, 𝑔𝑘(∙)는 n-gram의 𝑤𝑘 가 참조 문장 𝑠  또는 생성 문장 𝑐 에서 

계산한 TF-IDF 값이다. 계산된 TF-IDF에 대하여 n-gram들의 

코사인 유사도를 더한 값이 CIDEr이다. 한편, 이러한 문장의 직간접적 

매칭 방식이 이미지에 대한 묘사가 아닌 단순한 n-gram의 겹침이 주가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참조 캡션과 생성 캡션의 파싱된 scene 

graph간의 F-score 측정하는 SPICE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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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및 분석 

 

 

4.2.1 기본 모델과의 비교 

 

   본 절에서는 기본 모델에서 각 개선 요소가 추가될 때마다의 

ablation study를 통하여 각 방법의 유효성을 이미지 캡셔닝 평가 

측도를 통해 검증한다. 또한 생성된 캡션을 바탕으로 기본 모델에서 

문제가 있었던 캡션들이 정확히 생성됨을 확인한다.  

 

   전반적으로 각 방법 적용할 때마다 평가 측도 상의 성능 개선이 

발생했다. 이는 모든 평가 측도들이 이미지와 무관한 캡션의 생성의 

경우는 성능상으로 감점 요소가 크지만 이미지 내의 객체들을 

최소한으로라도 포함한 경우는 이러한 감점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시발생 단어들을 보조 개념 보상으로 넣은 것에 대한 

효과는 강화학습에서 보상에 대한 탐색 범위를 넓힘으로써 개념 

보상들이 더 잘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기본 모델과의 측도 상의 비교 

 BLEU-4 METEOR ROUGE-L CIDER SPICE 

Baseline 0.048 0.112 0.275 0.229 0.066 

Ours (Concept Gate) 0.055 0.125 0.282 0.245 0.07 

Ours (Concept Gate + 

Sub-concept Reward) 
0.062 0.132 0.299 0.255 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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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본 모델과 개선 모델의 생성 캡션 예시 

   그림 11은 기본 모델에선 이미지와 무관한 캡션이 생성되었지만 

개선 모델에선 적절한 캡션이 생성된 예시를 보여준다. 이는 극적인 

사례긴 하지만 중심이 되는 이미지 내의 개념이 있다면 그를 중심으로 

말뭉치를 참조하여 훨씬 나은 캡션이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우측상단의 이미지의 경우 ‘man’이라는 개념이 포착되었지만 빈도수가 

너무 높은 단어이기에 결과적으론 말뭉치 내의 임의의 구조를 통해 

결과적으론 무관한 캡션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인다. 즉, 같은 이미지내 

개념이더라도 발생 빈도수에 따라 정규화를 한 개선 모델이 더 좋은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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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비지도 학습 모델들과의 비교 

 

   본 절에선 다른 비지도 학습 모델들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된 모델이 

비지도 학습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기존 평가 

측도와 비지도 학습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생성 캡션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살펴본다. 

 

표 2 비지도 학습 모델별 정확도 비교 

 

 

   표 2는 MS COCO를 이미지와 캡션의 쌍 없이 학습했을 경우 비지도 

학습 모델 별로 평가 측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최고 성능을 

보이는 비지도 모델인 Laina의 모델에 근접하나 웃돌지는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비록 참조 캡션과의 유사도를 평가하는 측도에서는 

약간 모자란 성능을 보이지만 scene graph를 통해 의미적인 요소가 더 

가미된 측도인 SPICE에서는 약간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비지도 

학습 모델이 지도 학습 모델에 비해 기존 평가 측도에서 성능이 

 BLEU-4 METEOR ROUGE-L CIDER SPICE 

Gu et al (2018) [12] 0.054 0.132 - 0.177 - 

Feng et al (2018) [5] 0.186 0.179 0.431 0.549 0.111 

Laina et al (2019) [14] 0.193 0.202 0.45 0.618 0.129 

Ours (Concept Gate) 0.189 0.188 0.438 0.577 0.118 

Ours (Concept Gate + 

Sub-concept Reward) 
0.192 0.195 0.447 0.609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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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다른 방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표 3 이미지 캡셔닝 모델별 다양성 비교 

 Novelty 

Vinyals et al. (supervised) (2015) [32] 0.2 

Laina et al (2019) [14] 0.16 

Ours (Concept Gate) 0.29 

Ours (Concept Gate + Sub-concept Reward) 0.27 

  

   표 3은 지도 학습 모델, 최신 성능의 비지도 학습 모델의 비교를 

통해 다양성 측면에선 제안된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보여준다. 

해당 평가 방법은 [32]에서 제안된 것으로 BLEU-4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의 캡션을 확인했을 때, 해당 캡션이 말뭉치 상에 있는 것과 

다른 새로운 캡션을 생성한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 [14]의 경우엔 

이와 같이 다양성의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경우에 지도 학습 모델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14] 모델dl 비지도 학습 모델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미지 내에서 추출된 개념들과 일치하는 문장들을 

샘플링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말뭉치 캡션에 큰 

의존성을 가지는 데서 비롯된다. 반면 제안된 모델은 보조 개념 

보상까지 포함했을 경우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개념 보상과 말뭉치 

구조를 반영하는 적대 보상 등을 강화학습이라는 간접적인 형태로 

학습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양성 측면에선 훨씬 강점을 보였다. 이는 

참조 캡션에 대한 의존성을 넘어선 다양하고 정확한 캡션의 생성이라는 

비지도 학습 모델의 목표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강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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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비지도 학습 환경에서 이미지와 의미적으로 무관한 

캡션이 자주 생성되는 문제에 대하여 개념 게이트의 선별적인 보상 

반영과 보조 개념 보상을 통한 반영 범위 확대를 통해 개선된 모델을 

제안하였다. 개선된 모델에선 기본 모델이 가졌던 문제점이 해소되어 

기존 평가 지표에서도 더 나은 성능을 보였으며 다른 비지도 학습 

모델에서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수준에서 더 나은 다양성을 보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지도 학습 환경에서의 결과물들은 미흡함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이제껏 제시된 모든 비지도 학습의 이미지 캡셔닝 

연구들은 객체 인식기라는 외부 요소에 의존성이 강하다. 이미지와 

말뭉치를 연결해줄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벡터 공간 상에서 다른 속성의 두 

데이터를 정확히 표현하는 방향에선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개념 보상이 

게이트에 의해 선별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초기 학습 구간에서 기본 

모델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2배 가량의 학습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지도 학습 모델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텐션 기반의 방법들도 비지도 학습 모델에 맞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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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의 학습 목표 측면에서도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참조 

캡션과 닮은 캡션을 생성하기 보다는 이미지 자체를 잘 묘사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평가 방법 상에서도 참조 캡션을 직접 학습에 

사용하는 지도 학습과 같은 평가 방법 선상에서는 비지도 학습 모델의 

장점을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다양성이나, 인간 

평가(human evaluation)과 같은 다양한 평가 요소들을 지도 학습 

환경에서의 것과는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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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mantically Augmented Unsupervised  

 Image Captioning 

 
 

Jihoon Kim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mage captioning is a task in the field of machine learning. When 

image input is given, it is a task to generate a description of an image 

in the form of natural language. 

 

   This has important significance in that it is a traditional research 

in the field of computer vision and at the same time crosses with 

another branch of the machine learning research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he task shows human-level performance in limited 

situations as deep learning models evolve. However, very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image captioning in unsupervised 

learning situations where images and captions are not paired, and 

therefore have many performance limitations. Particularly, critical 

phenomena that produces captions that are completely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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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mages are frequently observed in existing models.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 model that minimizes the 

loss of semantic information of images by improving the method of 

reflecting the reward of the reinforcement learning that is 

responsible for learning the caption generator based on the existing 

unsupervised learning-based image capturing model. In the 

experiments based on the existing image captioning evaluation 

method, this study shows better results in terms of metric related to 

the semantic and diversity than the state-of-the-art unsupervised 

model. 

 

Keywords : Image captioning, Image recognition, Sentence 

generation, Reinforcement learning, Sparse 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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