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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진순열의전체적인맥락을반영하면서도각각의사진에특정한문장을잘써내려가는것은단일이미지에대한일차원

적인묘사만을하는것과는다르다. 특히사람이이야기를지을때상식을이용한추론(Common-sense Reasoning)을한다는
점에서 단일 이미지 캡션 생성(Image Captioning)과 시각적 이야기 생성 (Visual Storytelling)을 정말 사람같이 하는 모델을
만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연구는 개체명을 맥락 정보로 활용하여 이야기를 생성했던 Clark et al [1]의 동적개체명
표상 [2]을 GLACNet [3]의시각표상과결합하여개체명을포함한더생생한이야기를생성하는모델을제안한다.

1 서론

제안하는 모델(GLACNEt+)이 선행모델(GLACNet)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 개체명을 포함한 완전한 문장

을 생성한다는 점에 있다. 기존의 GLACNet은 VIST 데이터 집

합[4]의 후처리된 문장들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때문에 개체명이

[male], [female], organization, location 등으로 대체된 문장을 학

습하고 생성했다. 이는 개체명과 상호참조문제를 배제할 수 있게

함으로문제를쉽게만들어주지만개체들을중심으로글의일관성

이 유지된다는 Centering Theory[5]을 다루지 않은 것이다. 비록

개체명을포함하는문장으로이야기를생성하는것자체가사람의

상식(Common-sense Reasoning)을대체할수는없겠지만, 이것은

더특정적인묘사를포함한이야기를생성할것이다.

2 문제정의및데이터집합

2.1 시각적이야기생성 (Visual Storytelling)

시각적이야기생성은앞서언급된Huang et al.의VIST데이터집

합[4]을통해제시된문제이며 5장의맥락있는사진순열을제시하

고이에어울리는이야기를생성하도록요구하는문제이다. 각각의

이야기인스턴스는 5장의사진순열이제시되며이에이에걸맞는

이야기를만들어내는것이요구된다. 이를제시한데이터셋에서는

METEOR[6]를기계적평가방안으로채택하였으나여러연구자들

에의해지적되어왔듯이여러모로부족한점이있다[7].

2.2 VIST데이터집합

앞서 문제정의에서 보았듯이 VIST 데이터 집합은 시각적 이야

기생성을위해제시된데이터집합으로 81,743개의사진들과이로

만들어낸 20,211종류의 사진 순열들을 제시한다. 각각의 사진 순

열에 대해 평균 2.5개의 이야기 인스턴스가 제공되며 이는 사진별

주석(annotation)으로 제공된다. 크게 두 가지의 주석이 제공되는

데 이야기 사진 순열 속 각 사진에 제공되는 이야기주석(Story-in-

Sequence, SIS)과,사진별개별묘사(Description-in-Isolation, DII)

이며이외에도촬영자가추가한태그정보와같은메타데이터도포

함한다. 사진순열을구성하는일과준비된사진순열에이야기를

다는일은 AMT(Amazon Mechanical Turk)을통해이루어지고필

터링되어가능한한양질의데이터를제공하고있다.

3 관련연구

3.1 Seq2Seq기반의문장생성

Sequence to Sequence (Seq2Seq)[8]순환신경망(Recurrent Neu-

ral Network, RNN)기반의자연어생성의잠재력을보여주었다. 하

지만순환신경망기반생성모델의자가회귀성질때문에발생하는

많은 약점들(반복, 모순, 모호) 또한 내포하고 있었다. 이것을 해

결하기 위해 Seq2Seq의 인코더 부분을 개선하여 더 많은 정보를

임베딩하여디코더를통제하고자하는시도들이있었는데대화모

듈에서는VHRED[9]와VHCR[10]이순환신경망을계층적으로구

성하여 문장을 인코딩하고 대화의 맥락을 잠재변수로 모델링했고,

이미지캡션생성에서는 Socher et al.의이미지표상을문장생성기

에제약조건으로주어이미지-문장그라운딩을구현한연구[11]가

있었다. 그외에도디코더에서인코딩된정보를더잘활용하도록

2014년도 Bahnadau et al.에 의해 제시된 주의집중 기법[12]이 널

리활용된다.

3.2 신경망이야기생성모델

Disney와 뉴욕 데이터 집합을 이용한 사진 순열에 어울리는 자

연어 생성에 대한 연구 Park et al.[13] 이후로 많은 Seq2Seq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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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LACNEt+모델흐름도 Bi-LSTM인코더가사진순열로부터시각정보를추상화하고 LSTM디코더는 Cascading맥락벡터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생성한다. 맥락벡터는 은닉유닛과 이미지 인코딩, 그리고 개체명표상의 Max-pooling으로 생성되며 개체명 표상은
사진(장면)이바뀔때,혹은개체가언급될때업데이트된다.

모델들이소개되었다. 선행모델인 GLACNet[3]또한그중하나

로서 VIST데이터집합에대해서사람평가기준으로높은수준의

일관성있는이야기를생성하는데에성공하였다. 그외에 Clark et

al.[1]과같이개체명정보를맥락으로이용하여앞선이야기로부터

이어지는이야기를생성하는모델이있다.

4 네트워크구성

제시하는 GLACNEt+의 구조는 GLACNet[3]과 ENGEN[1]의

영향을크게받았으며 ENGEN에서선행하는문단을개체명정보
수집에활용하였던것을시각정보와태그정보로대체하고자한다.

4.1 시각정보인코딩: 글로컬주의집중흐름(GLAC)

GLACNet에서 강조되던 바와 같이 이야기 생성에는 전체적인
맥락과국지적인적절성을동시에고려해야만사진순열전체와동

시에해당하는사진과잘어우러진문장이생성된다. GLACNet에
사용했던 시각정보 인코딩이 이런 (Global-Local, GLocal) 특징을

잘잡아냈었음을고려하여이를수정하지않고반영한다. 다만이

것이 바로 맥락 벡터로 사용되지 않고 개체명 벡터와 생성기의 이

전은닉유닛과의 max-pooling을통해맥락벡터로조합되게된다.

4.2 ENGEN의동적개체명표상

ENGEN은 Ji et al.의동적개체명표상(혹은벡터)[2]를이야기

생성에맥락으로사용한모델이다. ENGEN에서는선행한이야기
문장들을 읽고 등장하는 개체명들을 표상화하여 맥락으로 사용하

는데 이는 VIST 데이터 집합에는 바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VIST데이터집합의이야기문장들에는상호참조내역이나개체명

이라벨링되어있지않기때문인데따라서우리는 VIST데이터집

합을 ENGEN과동일한방법으로파싱하여개체명정보를포함시
킬예정이다.

또한 GLACNEt+에서는사진(장면)전환때에도개체명표상이업

데이트될필요가있다고판단하여이를스토리사진의시각정보를

이용해업데이트할예정이다.

4.3 동적개체명표상의초기화및업데이트

동적개체명표상의초기화및업데이트과정은다음과같다. 업

데이트는 개체가 언급되었을 때,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을 때 이뤄

진다.

4.3.1 개체의초기화

인물의개체명표상을초기화할때는 ENGEN에서활용했던방
법을 똑같이 적용하거나 스토리 사진의 얼굴 특질을 이용할 예정

이다.

4.3.2 업데이트

개체가 언급될 때는 언급된 개체에 대해서만, 장면이 바뀔 때는

모은개체에대해서업데이트가이뤄진다. 여기에서는장면전환의

경우의식만제공한다.

2018년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논문집

816



δ′t = σ(enc(Im)
>
t−1Wvise:);

u = δ′tecurrent + (1− δ′t)enc(Im)t−1;

ecurrent =
u

‖u‖2
(1)

4.3.3 개체선택및맥락벡터생성

개체를언급하기로했다면여기서개체를고를확률은다음과같

은비례관계가성립한다.

p ∝ exp(h>t−1Wentityei +w>distf(i)) (2)

개체가선택되었다면맥락벡터는다음과같이귀결된다.

ct = max(ht−1, enc(Im)t, ecurrent) (3)

5 결론및향후계획

개체 표상이 시각 표상과 잘 결합된다면 이를 이용해 더 특정적

인 이야기 생성이 가능할 것이다. 표상 변화로 인해 문장이 많이

달라질 경우에 질을 평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상호참조

문제해결정도를지표로이모델을평가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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