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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난 몇 년간 딥러닝(deep learning)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및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해왔다. 최근에는 두 분야를 결합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지 시퀀스(image sequence)에서 스토리를 생성하는 문제도 이러한 

분야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된 이미지로부터 스토리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 간단한 주의집중

(attention) 메커니즘을 사용한 딥러닝 모델을 제안하고, VIST(visual storytelling dataset)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기존 기준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생성된 스토리의 전개가 단조롭고 문장이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등 여러 단점을 보여, 향후 제안된 

모델을 기반으로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1. 서  론 

지난 몇 년간 딥러닝(deep learning)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더불어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및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컴퓨터 비전에서는 객체 분류 및 

검출, 장면 분류(scene classification), 의미론적 

세분화(semantic segmentation)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자연어 처리에서는 음성 인식, 기계 번역, 문장 

및 문서 분류 등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각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이미지 캡션 

생성(image captioning)[1]과 시각적 질의 응답(visual 

question answering, VQA)[2]과 같이 영상과 언어 

처리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한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를 결합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 캡션 생성 시스템은 이미지를 입력으로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장을 생성하며, VQA 시스템은 

질문 문장과 관련 영상을 입력으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능 향상에도 비디오, 이미지 시퀀스(image sequence) 

등 연속적인 영상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는 이미지 시퀀스에서 스토리를 

생성하는 문제는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를 결합한 

연구 영역으로 비교적 일관성이 있고 연속적인 

이미지로부터 스토리 문장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이미지에서 물체와 장면을 

이해하는 것 외에도 장면 사이의 전후 맥락(context) 및 

인과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등 더 여러 단계의 추론을 

필요로 하는 더 고도화된 인공지능 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된 이미지로부터 스토리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 간단한 주의집중(attention) 메커니즘을 

사용한 딥러닝 모델을 제안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Huang 등(2016)은 순차적인 이미지와 문장들로 

구성된 데이터셋(dataset)을 소개하고, 이 데이터가 

시각적 스토리텔링(visual storytelling) 문제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방법으로 통계적 기계 번역 및 sequence-to-

sequence 신경망과 같은 선행 연구들을 탐구하고, 

성능 평가를 위한 기준과 측정법을 제안하였다.[3] 

Jain 등(2017)은 어떤 장면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독립적인 문장들로부터 일관된 스토리 문장을 생성하는 

문제를 제안하고 통계적 기계 번역과 딥러닝을 이용한 

방법들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딥러닝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가변 길이의 독립적인 입력 문장들을 요약 

및 인코딩(encoding)하고 일관된 스토리 문장으로 

디코딩(decoding) 하기 위해 RNN(recurrent ne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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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을 구현하고 1VIST(visual storytelling dataset) 

데이터셋으로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4] 

Kim 등(2017)은 장면-대화 비디오 스트림에서 

스토리를 재구성하여 장기 메모리 컴포넌트에 저장하는 

비디오 스토리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어떤 비디오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장기 기억을 사용한 

LSTM(long short-term memory) 기반의 주의집중 

모델을 사용하여 주요한 정보들을 담고있는 특정 

단어들에 초점을 맞춘 최적의 질문-스토리-답 조합을 

찾는 방법을 연구하였다.[5] 

 

3. 데이터셋 

 

 
그림 1 VIST 데이터셋 예시 

 

본 연구에서는 Huang 등이 연구[3]에서 소개한 VIST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VIST 데이터셋은 209,651개의 

이미지를 사용한 50,200개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퀀스는 그림 1과 같이 5개의 이미지와 독립적 

서술(descriptions for images in isolation, DII) 및 

순차적 스토리(stories for images in sequence, SIS)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적 서술은 이미지의 

순서와는 관계 없이 어떤 이미지 한 장만의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이며, 순차적 스토리는 연속적인 이미지의 

순서와 맥락에 따라 구성된 문장으로,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 스토리 문장과 이미지 시퀀스를 이용하여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켰다. 

 

4. 주의집중 메커니즘 및 딥러닝 모델 

Bahdanau 등[6]은 기본 인코더-디코더(encoder-

decoder) 모델에서 디코더의 입력으로 단일 벡터를 

사용하는 대신 인코더 출력 중 디코더의 출력과 관계 

있는 여러 부분에 주의집중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계 

번역 성능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이미지 시퀀스에서 

스토리를 생성하는 문제에서, 디코더에 의해 생성 된 각 

문장은 순차적인 인코더 출력에 대한 결과라 볼 수 

                                            
1 http://visionandlanguage.net/VIST/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코더 출력에 순차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간단한 주의집중 메커니즘을 구현하였다. 

 

 

그림 2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위한 딥러닝 모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토리 생성을 위한 딥러닝 

모델을 그림 2에 도식화 하였다. 입력 이미지 

시퀀스에서 각 이미지는 ResNet-152 딥러닝 모델[7]을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 하였으며, 연속된 이미지의 전후 

맥락 등이 전체적인 스토리 구성에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양방향 LSTM 신경망에 순차적으로 입력하였다. 

이 때 양방향 LSTM은 스토리 인코더로 사용되었으며, 

인코딩 된 각 출력 값을 단방향 LSTM으로 구성된 

스토리 디코더에 순차적으로 입력함으로써 스토리 

문장을 생성하였다. 또한 과적합(overfitting)을 방지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batch normalization[8]과 

dropout[9]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5. 실험 결과 

Baselines Ours 

(Greedy) Beam=10 Greedy -Dups +Grounded 

0.2313 0.2776 0.3011 0.3142 0.2803 

표 1 METEOR 점수 및 기준 

 

VIST 테스트 데이터셋 이용하여 학습된 모델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성능평가 방법은 연구[3]에서 

제안한 METEOR 측정법[10]을 사용하였으며, 측정 된 

결과를 연구[3]에서 제시한 기준과 비교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연구[3]에서는 beam search 방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기준 점수를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같은 방법을 사용한 greedy 기준 점수와 

비교하여 약 0.0027 더 높은 점수의 성능을 보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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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기반으로 beam search 등의 

다양한 추가 방법을 활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 스토리 문장 생성 결과 

 

그림 3은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VIST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실제로 생성한 몇 가지 스토리의 

예시이다. 비교적 연속된 이미지들의 전후 맥락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특정 이미지와는 다소 

다른 상황이 문장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스토리의 

전개가 단조로운 편이다. 또한 문장들의 구조도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형태를 띤다는 단점이 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연속된 이미지로부터 스토리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 간단한 주의집중 메커니즘을 사용한 

딥러닝 모델을 제안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METEOR 

측정법을 이용한 정량적 평가 방법에서는 기존 기준 

모델보다 다소 좋은 성능을 보였으나, 생성된 스토리 

전개가 단조롭고 문장 구조가 반복적인 등 여러 단점을 

보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딥러닝 관련 다양한 접근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여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같은 이미지 시퀀스에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스토리를 생성하는 방법, 기승전결 

등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과 체계에 따라 구조화 하여 

생성하는 방법 등도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5-0-00310-

SW스타랩, 2017-0-01772-VTT, 2018-0-00622-RMI),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10060086-RISF)의 지원을 

받았음. 

 

참 고 문 헌 

[1] Andrej Karpathy and Li Fei-Fei, “Deep visual-

semantic alignments for generating image 

descriptions”,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ages 3128–3137, 2015. 

[2] Stanislaw Antol et al., “VQA: Visual question 

answering”, Proceedings of th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pages 2425–

2433, 2015. 

[3] Ting-Hao K. Huang et al., “Visual Storytelling”,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016. 

[4] Parag Jain et al., “Story Generation from 

Sequence of Independent Short Descriptions”, 

SIGKDD Workshop on Machine Learning for 

Creativity (ML4Creativity), 2017. 

[5] Kyung-Min Kim et al., "DeepStory: Video Story QA 

by Deep Embedded Memory Networks",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IJCAI), 2017. 

[6] Dzmitry Bahdanau, Kyunghyun Cho, and Yoshua 

Bengio.,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ly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 CoRR, 

abs/1409.0473, 2014. 

[7] Kaiming He et al.,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16. 

[8] Sergey Ioffe and Christian Szegedy, “Batch 

Normalization: Accelerating Deep Network Training 

by Reducing Internal Covariate Shif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ICML), 2015. 

[9] Nitish Srivastava et al., “Dropout: A Simple Way to 

Prevent Neural Networks from Overfitting”, The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15, pages 

1929–1958, 2014. 

[10] S. Banerjee and A. Lavie, “METEOR: An 

automatic metric for MT evaluation with improved 

correlation with human judgments”, ACL 

Workshop on Intrinsic and Extrinsic Evaluation 

Measures for Machine Translation and/or 

Summarization, 2005 

1097

2018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서울대학교 | IP: 147.46.216.*** | Accessed 2018/08/17 22:27(KST)


	이미지 시퀀스에서 스토리 생성을 위한 간단한 주의집중 메커니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