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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mage Captioning은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를 언어로 설명하는 문제이다. 해당 문제는 이미지 처리와 자연어 처리 

두 가지의 분야를 하나로 묵고 이해하고 하나로 묶어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인식

하고 텍스트로 설명함으로써 시각 장애인을 위해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 후 음성으로 변환하여 주변 환경을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미지 검색, 미술치료, 스포츠 경기 해설, 실시간 교통 정보 해설 등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이미지 캡션 구 방식은 이미지를 인식하고 텍스트화시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

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용을 하기 위해 현실의 다양한 환경이 고려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이미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한국어 및 영어 이미지 캡션 모델과 

이미지 캡션 목적에 맞는 텍스트 생성 기법을 제한한다. 

ABSTRACT

Image Capturing is a matter of viewing images and describing images in language. The problem is an important 
problem that can be solved by keeping, understanding, and bringing together two areas of image process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addition, by automatically recognizing and describing images in text, images can be converted into 
text and then into speech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to help them understand their surroundings, and important issues 
such as image search, art therapy, sports commentary, and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commentary. So far, the image 
captioning research approach focuses solely on recognizing and texturing images. However, various environments in 
reality must be considered for practical use, as well as being able to provide image descriptions for the intended purpose. 
In this work, we limit the universally available Korean and English image captioning models and text generation 
techniques for the purpose of image cap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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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배경

이미지 캡션은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텍스트로 변

환하는 연구이다. 일반적인 이미지 캡션 연구는 이미지

에서 객체와 위치, 객체의 관계정보를 추출하며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미 관계를 도출하여 텍스트로 이미

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설명하는 연구이다.
이미지 캡션 문제는 특정 위치의 단어가 박스로 되어

있는 고정된 형식의 문장에서 보기의 단어 중 어떤 단어

가 이미지에 맞는 설명 단어인지 분류하는 방법에서 이

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으

며 최근에는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문

제와 입력으로 영상을 받아 설명이나 자막을 생성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 캡션 연구는 

지난 몇 년간 다양한 방법론이 제안되며 빠른 속도로 발

전을 이루고 있다.
이미지 캡션에서 모델에서 생성된 캡션을 평가하기 

위한 BLEU[1], METEOR[2], ROUGE[3], SPICE[4], 
CIDEr[5]의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Convolution Neural 
Network를 통해 정보를 추출 벡터를 생성하며 텍스트

의 순차적인 정보를 이해하여 캡션을 생성하기 위한 

RNN과 같은 Recurrent Neural Network와 그래프 구조

의 모델들이 제안되었다. 최근 Attention Layer 기반의 

Transformer model[6]과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7] 모델이 제안되

며 이미지를 이해하고 텍스트를 생성해 내는 놀라운 성

능의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미지 캡션 연구는 다양한 도메인의 이

미지에 대해 얼마나 범용적인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이미지에도 목

적과 관점에 따라 다른 캡션을 생성해야 한다. 표1과 같

이 하나의 이미지에서도 목표에 따라 여러 캡션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는 한국어 및 영어 텍스트 캡션 생성과 목적에 따른 이

미지 캡션 생성 방법을 제시한다.

1.2. 연구 동향

1.2.1. Image Cpation DataSet
Image Caption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 캡션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가공하는 것도 많은 연구가 되

고 있다. TextCaps[8] 데이터셋 연구는 기존 이미지 캡

션 학습 데이터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사람은 이미지를 

보고 설명할 때,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설명 혹은 이

해하기 좋게 변환한 텍스트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봐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미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짧은 문장으로

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기존 이미지 캡

션 COCO Captioning dataset[9] 데이터 셋과 VQA 
dataset[10]인 TextVQA와 OCR-VQA dataset모두 설명

과 응답은 "yes", "two" 등 간단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대

부분의 답변이 5개의 단어 이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짧은 이미지 캡션은 이미지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TextCaps의 데이터는 평균 12.4 개의 단어

로 구성되어 이미지에 대한 적절한 이미지 캡션 생성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이미지 설명에서 OCR(Optical 
Recognition Software)을 이용해 이미지에서 발생한 텍

스트를 탐지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캡션을 생성하는 

문제에서 기존 데이터 셋은 이미지에 들어가는 문자를 

이용해서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답변하지만 

TextCaps는 이 점을 지적하며 이미지에서 발생한 텍스

트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미지 캡션을 생성하는 것이 아

닌 설명에 흐름에 맞게 다른 단어로 변형해 캡션을 생성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셋을 구축하였다. 
또한 멀티모달 테스크인 이미지 캡션 데이터에서 실

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멀티 테스크 러닝을 위한 학습 데

이터에 관한 연구와 배포도 이뤄지고 있다. The Hateful 
Memes Challenge[11]는 이미지 캡션을 실제 온라인에

서 사진 혹은 사진의 설명에 대한 혐오스러운 데이터를 

판별하고 이러한 텍스트 혹은 사진을 긍정적인 텍스트

로 바꿔주는 연구와 데이터셋 구축에 관한 방법을 연구

하였다.

Table. 1 Example of a contextual caption in a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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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Image Caption Model
VIVO(Visual Vocabulary Pre-Training for Novel Object 

Captioning)[12] 모델은 TextCaps[8] 연구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기존 데이터인 COCO dataset[9] 과 Flickr30k 
(Young et al. 2014)[13] dataset이 있음에도 정해진 데이

터에 의해 학습하기 때문에 실제로 극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ERT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7] 모델의 pre-training 방법처럼 이미지의 문맥을 파악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이미지의 Object 
detection 정보가 있는 약 6만 4천개의 대용량의 사진 데

이터를 이용하여 VLP(Vision-Language Pre-training)을 

학습해 모델의 사진에 대한 문맥 이해도를 높이고, 이미

지 캡션을 위한 fine-tuning을 함으로 써 모델의 이미지 

캡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nocaps(novel object captioning 
challenge) benchmark[14]에 대해 CIDEr score를 state- 
of-the-art에 달성한 연구와 Vinvl (Visual Representations 
in Vision-Language)[15] 모델은 VLP(Vison language 
Pre-training)에 집중을 하고, 데이터 셋인 COCO [9], 
Conceptual Captions (CC) [16], SBU captions [17] and 
flicker30k[13]를 VL을 위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제시

한다. OSCAR[18]는 이미지를 사전학습 하기 위해 텍스

트와 태그 그리고 이미지의 객체 정보 지역을 사용하여 

학습하고 7가지 VL　task에서 SOTA Score를 달성한다. 

또한 이미지 캡션의 생성의 다양성을 위해 이미지 캡션

의 길이 임베딩을 추가한 Controlling Length in Image 
Captioning[19] 이 있다. 테스트 그러나 단순 문장의 길

이만 변화하기 때문에 추론 시 다양한 문장 길이의 캡션

이 생성 가능하다. 그러나 캡션의 길이만 변화하며 설명

의 내용이 변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1.2.3.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은 이미지 속에 있

는 문자를 인식하는 기술이다. Image Caption 연구에서 

OCR은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이미지에서 시각 정보

를 인식할 때 이미지에서 발생하는 이미지의 개체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미지 내에 있는 문자의 정보를 함께 

이해하여 캡션을 생성한다. 최근 연구로는 단순히 텍스

트를 이미지에서 검출해서 추출 하는걸 목표로 하는 기

존 연구들과 달리 노이즈가 있는 텍스트나 문맥적인 의

미를 포함하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두 번의 

transformer model[6]을 사용하는 모델인 SRN(semantic 
reasoning network)[20]을 제시하는 연구와 OCR을 해결

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델이 크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 힘든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큰 모델을 압축하

여 작은 모델에서 좋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CRNN[21] 
모델과 Backbone network[12, 13, 14]들을 압축하는 기

법을 제시하는 모델인 PP-OCR[22] 연구가 있다.

Fig. 2 The infernece method of the Filter Capturing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Fig. 1 The fine-tuning method of the Filter Capturing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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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Filter Captioning 분석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도메인에 따른 이미지 캡션 데

이터를 새로 생성하는 것이 아닌 이미지 캡션 모델의 입

력인 이미지 객체 태그를 필터링 함으로써 도메인에 맞

는 이미지 캡션을 생성하는 Filter Captioning 모델을 제

안한다.

2.1. 이미지와 자연어 이해 모델

이미지 캡션은 입력 데이터인 이미지를 이해를 해야 

하며 자연어인 텍스트 데이터로 이해한 이미지를 설명

할 수 있어야 함으로, 이미지와 자연어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와 

자연어를 동시에 이해하는 Oscar[18] 모델을 기본으로 

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미지와 자연어를 동시에 이해

하기 위해 입력으로 이미지에 대한 설명 문장, 이미지 

객체 탐지 모델을 통해 추출한 이미지의 객체 태그들과 

객체에 대한 지역 벡터를 입력으로 받는다.
입력 데이터에 대해 두 가지 손실 함수를 사용한다.

   (1)

첫 번째로 이미지 캡션 토큰 중 15%의 확률로 마스크

를 씌워 해당 토큰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수식 

1]에서 D는 무작위로 추출된 데이터, v는 이미지에 대한 

지역 벡터, h는 마스킹된 토큰, 는 마스킹된 토큰의 

주변 토큰 토큰이다.

 ′ log
′ (2)

두 번째 손실함수 방법으로 오염된 이미지 50%의 확

률로 벡터를 바꿔 바뀐 벡터인지 아닌지를 0과 1로 예측

하는 손실 함수이다. [수식 2]에서 D는 무작위로 추출된 

데이터, w는 이미지 설명 토큰, h는 이미지 객체 태그와 

지역 벡터이다.
위의 두 손실 함수를 합하여 학습을 하게 되며 COCO 

dataset[9] Conceptual Captions[16], SBU captions[17], 
flicker30k[13], GQA[23] 데이터 셋 등을 이용하여 약 

410만개의 이미지, 650만 개의 텍스트, 이미지 객체 태

그,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다.

2.2. 이미지 캡션 미세 조정 학습

기존 연구에서 이미지 캡션을 위한 미세 조정 학습 방

법으로 이미지 객체 태그와 객체에 대한 지역 벡터를 입

력으로 받아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방식으로 학습

하게 되면 이미지 캡션 모델은 이미지 객체 태그에 의존

하게 된다. 이미지 캡션 문제를 미세 조정 학습 후 추론 

시에 이미지 객체 태그의 순서가 바뀌거나 일부 변형이 

생기면 이미지 객체 태그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미지에 대한 정상적인 캡션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Filter Captioning 모델은 이미

지 객체 태그와 지역 벡터의 순서 조정을 통해 이미지 

캡션을 생성한다. 이때 모델이 이미지 객체 태그에 의존

하면 정상적인 태그를 생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모

델의 이미지 캡션 태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도메인 이미지 캡션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

인 Filter Captioning 모델을 제안한다. 미세 조정 학습 

시에 이미지 객체 태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학습 데이

터의 이미지 캡션 데이터를 단어 단위로 잘라 데이터 셋

을 생성하고, 객체 태그 중 10% 확률로 이미지 객체 태

그를 이미지 캡션 단어 데이터 셋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교체하여 학습한다. 이미지 객체 태그를 캡션 단어 데이

터중 하나로 교체함으로써 이미지 객체 태그에 대한 의

존성을 줄이고 이미지 객체 태그의 전체적은 내용을 설

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3. 이미지 캡션 추론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캡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서 적용하고자 하는 도메인별로 이미지 캡션 데이터를 

구축하여 학습하는 방식이 아닌 이미지 객체 태그 중에

서 적용하고자 하는 도메인에 해당하는 도메인 객체 사

전을 구축하고, 구축된 도메인 사전을 이용하여 이미지 

캡션을 유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2.3.1. 도메인 객체 사전

도메인 객체 사전은 이미지 캡션 생성 시에 입력 데이

터인 이미지 객체 태그와 이미지 객체에 대한 지역 정보

의 순서를 도메인에 맞게 다시 정렬하여 캡션 생성을 유

도하는 사전이다. 도메인 객체 사전 생성 시 도메인과 

관련된 모든 단어를 구축할 필요 없이 이미지 객체 태그 

중 적용하고자 하는 도메인과 관련된 태그를 선택해 적

용하는 방법이다. 사전 구축 시 도메인에 맞는 이미지 



한국어 및 영어 이미지 캡션이 가능한 범용적 모델 및 목적에 맞는 텍스트를 생성해주는 기법

1115

캡션을 생성하기 위해 적용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태그

를 선택해야 한다.

2.3.2. 도메인 객체 사전 필터링

이미지 캡션 추론 시 구축된 도메인 객체 사전을 이용

하여 Filter Captioning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미

지 객체와 이미지 지역 정보의 순서를 변경한다. 이미지

에서 추출된 이미지 객체 태그와 이미지 객체에 대한 지

역 정보의 순서쌍 중 도매인 객체 사전에 해당하는 태그

가 있는 경우 그 순서를 우선으로 하여 태그를 순서로 

정렬을 한다. 이때 도메인 객체 사전에 나온 객체들을 

강조하기 위해 순서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반복 횟수 

파라미터를 이용해 반복 횟수만큼 이미지 객체 태그를 

복사하여 추가한다. 교체와 삭제가 아닌 태그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이미지 객체 태그의 대부분이 Filter 
Captioning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도록 하며 도메인 

객체 사전에 나와 반복 횟수만큼 추가된 객체로 인해 삭

제되는 메인 객체는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삭제된다. 도
매인 객체 사전과 객체 정보가 겹치지 않는 데이터 발생 

시 잘못된 캡션 정보나 빈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캡션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보정 해 주는 역할을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논문은 모델의 입력 특징들의 도메인 사전을 이용

한 필터링을 이용하여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원하는 도

메인에 맞는 이미지 캡션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각 도메인에 맞는 이미지 캡션 데이터를 가공해 새

로 만들지 않으면서 이미지 캡션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

로 하므로 각 도메인에 대한 이미지 캡션 정답 데이터가 

없어 정답 데이터와 모델에서 생성한 이미지 캡션을 비

교하여 평가하는 방식인 BLEU[1], METEOR[2], 
ROUGE[3], SPICE[4], CIDEr[5]과 같은 평가 방법을 사

용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COCO Captioning 
Dataset[9] 을 기본으로 학습하며 데이터셋에 대한 고찰

과 이미지 캡션 도메인 객체 사전 생성 방법을 제시한다.

3.1. 연구 대상

본 논문은 COCO Captioning dataset[9] 데이터를 이

용해 학습했다. COCO Captioning dataset[9] 데이터는 

최근에도 Image Caption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이다. COCO 데이터셋

은 하나의 이미지에 5개의 이미지 캡션이 있으며 

413,915개의 캡션과 82,783개의 이미지의 학습 데이터, 
202,520개의 캡션과 40,504개의 이미지 평가 데이터 그

리고 40,775개의 캡션과 179,189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에 대한 하나의 캡션인 문장 당 

평균 발생 단어 수는 약 10.5개의 단어이다. 공백을 기준

으로 잘라 하나의 단어로 보며 중복을 제외하고 이미지 

캡션 학습 데이터에서 발생한 단어의 수는 43,360개이

다. 또한, 한 이미지에 5개의 이미지 캡션 데이터가 있

고, 각각의 데이터는 하나의 문장 단위이다. 한 이미지

에서 발생한 이미지 캡션 문장 중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

가 중복되는 문장들 존재한다. COCO Captioning 
dataset[9] 데이터에서 의미가 겹치는 문장을 각각을 확

인하여 데이터를 보거나 같은 의미로 말하는지를 나타

내는 기준을 정해 판단을 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어 정량

적인 수치를 나타내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한 이미

지를 설명하기 위한 5개의 문장에서 얼마나 중복되는 

단어가 많은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3.2. Filter Captioning 미세조정학습 객체태그 생성

한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한 각각의 다섯 가지 문장이 

얼마나 많은 단어가 사용되고 다양한 의미를 사용하는

지에 대한 이유는 미세 조정 학습 시에 있다. Filter 
Captioning 모델은 이미지 객체 정보를 도메인에 맞게 

구축한 사전을 통해 교체하면서 도메인과 관련된 이미

지 캡션을 생성하고자 한다. 원본 학습 데이터에서 하나

의 사진에 대해 다양한 의미의 설명 문장이 있어야 

Filter Captioning 모델의 이미지에 대한 캡션을 추론 시

에 도메인에 맞는 캡션을 생성하기 좋기 때문이다.
Filter Captioning 모델은 미세 조정 학습 시에 이미지 

캡션 데이터를 단어 단위로 잘라 10%의 확률로 교체한 

입력 데이터를 사용한다. 단어 단위로 자른 데이터를 자

연스럽게 생성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에서 발생한 이

미지 캡션 단어들의 분포를 이용한 사전을 생성하고자 

했다. 이때, 이미지 캡션에서 발생한 단어의 발생 분포

가 매우 편향적이다. 예를 들어 ‘a’, ‘on’, ‘the’, ‘of’, 
‘with’, ‘in’, ‘to’, ‘at’ 등과 같은 관사와 전치사의 경우 각

각 606,842, 204,585, 163,087, 147,008, 174,776, 
65,083, 40,535회 발생하여 상당히 많은 빈도수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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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관사와 전치사뿐 아니라 이미지 캡션에서 자

주 사용되는 명사와 형용사인 ‘people’, ‘white’, ‘woman’, 
‘table’, ‘street’, ‘person’, ‘top’, ‘group’은 각각 34,704, 
33,697, 30,862, 28,112, 27,870, 22,559, 21,101, 19,687
회 발생하여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 ‘care’, ‘brickwall’, 
‘slide’, ‘visits’, ‘dealing’, ‘life’, ‘ai’, ‘lapping’ 등의 단어

들은 학습 데이터 이미지 캡션 전체에서 단 1회의 단어

만 발생한다. 많은 단어가 1회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

며 몇 개의 단어들이 매우 많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특징

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Filter Captioning 
모델의 미세 조정 학습에서는 모든 단어의 교체 확률을 

같게 하여 그중 하나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택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또한 COCO Capturing data [9] 데이터

에서 발생한 단어 중에 ‘baseball’ 단어를 ‘baaeball’되어 

있는 오타의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3.3. Filter Captioning 추론을 위한 도메인 사전 구축

Filter Captioning 모델은 도메인에 맞는 이미지 캡션 

추론을 위해 구축된 도메인 사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

로 도메인에 맞는 이미지 캡션을 생성하기 위해선 해당 

도메인에 맞는 이미지 캡션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

다. 이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

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를 구축하더라도 정확한 계획

하에 구축되지 않은 데이터는 학습을 위해 쓰지 못하여 

버려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Filter Captioning 모델은 도

메인 사전을 통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방법을 제

시한다. 
도메인 사전 구축은 도메인에 관련된 모든 단어를 포

함한 사전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이미지 객체 태그 중 구

축하고자 하는 이미지 객체 태그들만 추출하면 된다. 많
은 빈도수를 가지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으며 객체 단어

의 수가 한정적 이어서 도메인 사전 구축에 많은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때, 이미지 

객체 태그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면 도메인 사전 구축 시

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필요로 한다면 더 많은 이미

지 객체 태그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이미지 객체 태그 

모델을 새로 학습하여 도메인 사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Ⅳ.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구축 없이 

이미지 캡션을 생성하는 Filter Captioning 모델을 제안

한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구축이 없어 Filter 
Captioning 모델에서 입력으로 들어온 이미지에서 구축

된 사전에 의한 이미지 캡션 생성 시 정답 데이터가 없

어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

해 Filter Captioning 모델의 미세 조정 학습 시의 정확도

를 평가하여 학습이 잘 된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입
력 데이터의 노이즈가 없는 일반 모델의 미세 조정 학습

과 비교해서 평가 지표들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목

표로 한다.

4.1. Filter Captioning 학습 및 형가 지표

본 논문에서는 미세 조정 학습 시 모델이 생성하는 이

미지 캡션의 평가 방법은 BLEU[1], METEOR[2], 
ROUGE[3], CIDEr[5]를 사용한다. 

 

min




　 
  



 




(3)

BLEU Score(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 Score)
는 언어 기계 번역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측정 방법

이다. 정답 문장과 예측 문장을 n-gram을 기반으로 순서

쌍들이 얼마다 겹치는지 precision을 기반으로 예측 문

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k는 n-gram의 n을 의미한다.






  


    


   



(4)

METEOR (Metric for Evaluation of Translation with 
Explicit ORdering)은 BLEU와 만찬 가지로 언어 기계 

번역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측정 방법이다. BLEU
와 달리 Recall도 고려하며 정렬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uni-gram을 기반으로 예측 문장을 평가한다. [수식 4]에
서 ‘P’는 Precision을 의미하며 ‘m’은 모델의 예측된 문

장의 uni-gram에서 발견된 정답 문장의 uni-gram의 수

이다. ‘’는 예측된 문장의 uni-gram 수이다. ‘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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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Filter Capturing model is the result of evaluating BLEU_1, BLEU_2, BLEU_3, METOR, ROUGE_L, and 
CIDEr scores every 10,000 steps up to 180,000 steps.

Table. 3 This is the result of evaluating the existing model's BLEU_1, BLEU_2, BLEU_3, METOR, ROUGE_L, and 
CIDEr scores every 10,000 steps up to 180,000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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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을 의미하며 ‘’은 정답 문장의 uni-gram 수이다. 

precision과 recall은 단어의 일치만 설명하기 때문에 정

렬에 대한 페널티를 계산하기 위해 ‘p’를 사용한다. ‘c’
는 청크의 수로 예측된 문장과 정답 문장의 인접 매핑의 

수이고, ‘’은 매핑된 uni-gram의 수이다.

 


 
 

 
 

(5)

ROUGE(Recall-Oriented Understudy for Gisting 
Evaluation)는 언어 기계 번역과 텍스트 요약을 평가하

기 위해 만들어진 측정 방법이다. 정답 문장과 예측 문

장을 n-gram을 기반으로 순서쌍들이 얼마나 겹치는지 

recall에 기반으로 예측 문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ROUGE_L 평가 방법을 사용함으로 bi-gram 
기반의 ROUGE_L 평가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ROUGE_L 
평가 방법은 LCS(Longest common subsequence) 기법

을 이용해 최장 길이로 매칭되는 문자열을 측정한다. 위 

수식에서 ‘m’과 ‘n’은 정답 문장의 길이와 예측 문장의 

길이이며, ‘predict’와 ‘label’은 예측 문장과 정답 문장

이다.

 


∈






∈
mi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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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IDEr(Consensus-based Image Description Evaluation)
은 이미지 설명을 위해 만들어진 문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측정 방법이다. 문장을 평가하기 위한 절대적

인 지표를 생성하는 것보다 한 문장이 다른 문장보다 더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문장의 비교를 

위해 문장의 모든 단어는 어근과 어간으로 매핑되며 각 

문장을 n-gram으로 단어 집합으로 한다. n-gram은 정보

가 적을 수 있어 가중치를 낮추기 위해 [수식 6]에서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가중치를 수행한다. ‘Ω’은 n-gram 어휘이고 'l'은 모든 

이미지 데이터 집합이다. ‘’는 각 이미지 세트의 수 

‘|l|’을 참조하여 계산한 TF-IDF 가중치다. 

   
 



  (8)

여기에서 n의 n-gram에 대한 에 대한 가중치

를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여 [수식 7]에서 계산하며 

‘’의 ‘’는 길이 n의 모든 ‘’에 해당하는 벡터 분모

는 크기이다. 이 값을 이용해 [수식 8]에서 CIDEr 값을 

계산한다. 은 가중치를 나눈 1/N이며 N은 4이다.

4.2. Filter Captioning 모델 학습 

본 논문에서 모델 학습을 위해 'Google'에서 지원하는 

‘Colab Pro’를 사용하여 학습하였다. P-100 GPU를 사용

해 학습했으며, 대소문자의 경우 모두 소문자로 치환했

다. 학습 batch 크기는 1이고 BERT model 은 freeze_ 
embedding을 사용해 Filter Captioning 모델과 기존 모

델을 180,000 스텝까지 학습하여 비교한다. 
Filter Captioning 모델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도메

인에 맞는 정답 데이터가 없어 성능평가를 할 수 없다. 
Captioning 모델은 미세 조정 학습 시에 기존 모델과 비

교해서 입력 데이터에 추가 노이즈를 포함해서 학습한

다. 그러므로 기존 모델의 정확도와 비교해서 비슷한 점

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3. 모델 학습 결과

[표 1]은 Filter Captioning 모델을 미세 조정 학습한 

결과이고 [표 2]는 기존 모델을 미세 조정 학습한 결과

이다. 각 모델은 180,000 스텝까지 학습하였으며 10,000 
스텝 단위로 평가를 하였다. Filter Captioning 모델과 기

존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평가 지표별 시각화하

여 비교한다. 기존 모델과 Filter Captioning 모델 둘 다 

학습 초반에는 각 BLEU[1], METEOR[2], ROUGE[3], 
CIDEr[5] 점수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60,000 스텝 

이후로는 비슷한 스코어를 보이며 Filter Captioning 모
델이 잘 학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모델과 Filter Captioning 모델은 OSCAR[18]에
서 미리 학습된 Object Detection 모델을 통해 추론한 이

미지 객체 태그들과 객체에 대한 지역 벡터 결과와 이미

지 캡션 정보를 입력으로 사전 학습한 모델 중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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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결과와 정답 데이터 사이의 CIDEr-D[5] 점수의 오

차를 이용해 강화 학습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SCST 
(Self-Critical Sequence Training)[24] 기법을 이용해 학

습한 Large 크기의 사전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 미세 조

정 학습을 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이미지 캡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OCO 
Captioning dataset[9]을 사용하였다. BERT[7]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된 이미지 캡션 데이터 COCO Captioning 
dataset[9]을 학습한 OSCAR[18] 모델을 기본 모델로 한

다. OSCAR[18] 모델을 이용해 Filter Captioning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미지 캡션을 위한 미세 조정 학습 시 

BLEU[1], METEOR[2], ROUGE[3], CIDEr[5] 지표를 

비교하여 Filter Captioning 모델을 검증했다. 
이미지 캡션 분야에서 실 서비스에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도메인에 맞는 이미지 캡션을 생성하고자 할 때 매

번 입력 이미지에 대해 새로운 도메인에 맞는 이미지 캡

션 데이터를 가공해야 한다. 본 논문은 각 도메인에 맞

는 새로운 이미지 캡션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이미지 

객체 태그의 도메인 사전을 가공하여 간단하게 도메인

에 맞는 이미지 캡션을 생성하는 Filter Captioning 모델

을 제안한다. 이는 도메인에 맞는 이미지 캡션 데이터를 

가공에 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캡션 연구에 대한 흐름과 최신 연

구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학습한 COCO Captioning dataset[9] 외

에도 다양한 이미지 캡션 데이터가 존재한다. 다양한 데

이터들을 이용한다면 미세 조정 학습 시 더욱더 자연스

러운 범용적인 이미지 캡션을 생성이 기대된다. 이미지 

객체 태그가 없는 경우에도 도메인 이미지 캡션 생성의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여러 이미지 객체 데이터 또한 학

습해야 한다. 차후 연구 시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이미

지 캡션 생성 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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