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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자율주행 시스템 등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군이다. 이들 기술은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이
미지)나 스트리밍 데이터들을 다루게 되며, SNS 사용자들이 발생시키는 비정형 데이터들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딥 러닝이나 비전 처리에서 많이 연구되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기계학습 모델을 구축하고, 이미지 처리를 위한 인식 및 캡션 생성

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안 모델은 챗봇(페이스 북 앱), 모니터 서버와 모델 서버로 구성되며, 질의 종류는 이미지와 자연어 문장으로 구

분하여 모델 서버의 ‘Captioning Model'과 ‘VQA Model'에서 각각 처리한다. 기계학습에 사용한 공개 훈련용 데이터 집합은 2017 MSCOCO
이며, 캡션 생성의 성능 실험 결과 perplexity는 8.9의 우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d Self-driving systems are the major technological group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se technolog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deal with large amounts of formalization data(image) 
or streaming data. Also, the amount of image data occured by SNS users is increasing continuously. In this paper, we constructed a machine 
learning model for image data processing which is studied in Artificial Intelligence, Deep Learning and Vision Processing. We experimented 
on recognition and caption generation for image processing. The proposed model consists of three parts which have a Chatbot (Facebook app), 
a Monitor Server and a Model Server. The query types of Chatbot are classified into image and natural language sentences and processed in 
'Captioning Model' and 'VQA Model' of model server respectively. The open training data set used on our machine learning system is 2017 
MSCOCO, and the captioning performance is perplexity 8.9. We have obtained the good results from suggested machine lear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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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상공지능(AI), 로봇, 증강현실, 드론,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자율주행시스템 등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미래 IT 기술들

은 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 이외에 대량의 비정형화된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들을 취급하게 된다. SNS 사용자들에 의한 이미지 

데이터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비전 처리와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분야에 대한 연구들도 비례하여 증가

하고 있다. 기계 학습에 의한 자동 이미지 인식이나 이미지에 대한 캡션 자동 생성은 비전 처리나 딥 러닝(Deep Learning) 연구의 

중요한 분야이며, 이들 연구에서 사용되는 오픈 데이트 집합들도 다양하다. 2015년에 공개된 구글의 텐서플로(TensorFlow)는 기

계학습에 사용되는 오픈소스 형태의 라이브러리로서 모바일이나 맥 운영체제, 기타 CPU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는 연

구자들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객체 자동 인식 과 자연어 처리를 위한 페이스 북 기반의 기계 학습 모델 구축에 관해 연

구하였다. 이미지 상에서의 객체 인식과 배경 등의 인식 처리에 사용할 학습 훈련 데이터들을 조사하고, 해당 데이터를 이용한 이

미지 인식과 캡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계 학습 모델을 구축하였다. 제안된 기계학습 시스템은 페이스북용 챗봇(Chatbot)으로 개

발하였고, 2017 MSCOCO(Microsoft Common Objects in Context) 이미지 데이터 집합을 이용하여 성능을 분석하였다. 제안 시스

템에서 이미지에 대한 자연어 캡션 처리는 VQA(Visual Question Answering) 모델을 사용하였고, 이미지 인식과 자연어 처리가 

병행되도록 챗봇을 구현하였다.

2.�관련연구

컴퓨터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를 위한 딥 러닝 연구와 신경망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 비전 분

야의 연구로는 Krizhevsky et al.이 딥 합성곱 신경망((CNN :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제안하였으며[1], Russakovsky 

et al.은 기존 방식보다 우수하게 이미지 분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ImageNet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여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2]. 일반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캡션 생성 과정은 이미지를 설명하는 새로운 문장들을 생성하고, 언어 문법에 따른 

범주 규정에 의하여 올바른 문장들의 생성 단계를 거쳐 이미지에 적합한 캡션으로 일반화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

서 공간에 대한 확률 밀도나 모델을 사용한 문장들의 생성, 매트릭스 활용이나 시각적 특성 추출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된다. 

   
 “Yellow train on the tracks”

Fig. 1. Example of the image-based sentences and sentence-based images detection
(refers to https://www.cs.cmu.edu/~afarhadi/papers/sentence.pdf, p12, p13)

이미지 인식과 관련된 연구에는 2010년 일리노이 대학의 A. Farhadi et al.이 제시한 영어 문장에 대한 적합한 이미지를 자동으

로 찾아내거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설명문을 자동 생성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3]. 예를 들어 Fig.1의 왼쪽 그림과 같이 이미

지를 표현하는 설명문들을 자동 생성하거나 오른쪽의 “Yellow train on the tracks.”라는 문장(sentence)에 가장 적합한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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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탐지해 내는 것이다. 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문장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산출해야 하고,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연구 [3]에서는 ‘이미지 공간(Image Space)’과 ‘문장 공간(Sentence Space)의 표현으로 이미지와 문장 

연결을 위한 ‘의미 공간(Meaning Space)’을 triplet<> 구조로 표현하였다. 이 triplet<객체(object), 행동(action), 장면(scene)>은 문

장용 triplet과 이미지용 triplet으로 생성되고 탐지(detector) - 분류(classifier)의 처리 과정을 거쳐 유사성에 대한 우선순위들을 산

출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한 공개 데이터집합은 PASCAL 2008이다. 

P. Kuznetsova 등은 Fig.2와 같이 주어진 자연 이미지(Natural Image)를 설명하는 캡션(caption) 생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4]. 이 연구에서는 주어진 각 이미지에서 객체들을 탐지하기 위한 여러 개의 문장들을 생성하여 최적화시켜 주는 ILP(Integer 

Linear Programming)와 쿼리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로 ‘SBU Captioned Photo Collection’을 

사용하여 ‘자연어 후보 구(phrases)’를 검색하여 처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Fig.2와 같이 주어진 쿼리 이미지에 대해 

여러 개의 캡션들이 생성되었으나 생성된 캡션에는 밑줄 문장처럼 중복된 표현이나 음영 처리된 문장과 같이 주제 흐름이 잘못

된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ig. 2. The result of captions by ILP and HMM(refers to https:// www.aclweb.org/anthology/P12-1038, p363) 

3.�기계�학습�모델

3.1�기계�학습�모델의�데이터�집합

이미지 인식이나 캡션 생성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기계 학습 모델의 성능은 학습 훈련용 데이터 집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며, 기계 학습을 통한 자연어 생성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는 Perplexity(ppl)로 판단할 수 있다. Yang, Zhilin, et at은 자

연어 생성을 위해 1B WORD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40.7ppl의 성능 결과를 보여주었으며[5], ppl 값을 저하시키기 위한 연구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Junhua Mao 등의 연구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캡션 생성에 사용할 수 있는 m-RNN (multimodal Recurrent 

Neural Network) 모델 부분을 (1)language 처리모델, (2)비전 처리부 (3)multimodal 처리부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이 모델

에서 사용한 오픈 데이터 집합은 IAPR TC-12이며, 세계 각국에서 촬영한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행위, 인물, 동물, 도시, 풍경 등 

약 20,000개의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다[6]. Guillaumin et al.의 연구에서는 17,665개 학습 훈련용 이미지들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 모델에서 사용할 공개용 학습훈련 데이터집합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하였던 공개훈련용 

학습 데이터 집합 들을 조사하였고, 그 특성들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3, 6-8]. 

http://www.aclweb.org/anthology/P12-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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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할 공개 학습 훈련용 이미지는 총 이미지 개수가 많은 MSCOCO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성능 분석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open datasets for machine learning model

공개�Dataset
(이미지�개수) 

특��성�

카테고리�및�객체 (문장, 객체) / 이미지
IAPR TC-12
(약 20,000개)

- 이미지 당 최소 한 개 문장(sentence) 제공

- 이미지 당 1.7개 문장 제공

Flickr30K
(31,783개)

- 객체 카테고리 : 44,518
- 카테고리 당 객체 수 : 6.2
- Fickr8K의 확장 버전

- 이미지에 대한 문장 : 5
- 이미지 당 객체 수 : 8.7
- 이미지 당 표현 (expression): 16.6 

* MS COCO
(328,000개)

- 객체 카테고리 : 91
- 카테고리 당 객체 수 : 27,473

- 이미지에 대한 캡션 : 5
- 이미지 당 객체 수 : 7.7

PASCAL 2012
(11,530개)

- 객체 카테고리 : 20
 - 주석달린 객체 : 27,450

Referlt
(19,894개)

- 객체 카테고리 : 238
- 카테고리 당 객체 수 : 406.1

- 이미지 당 설명문 : 6.6
- 이미지 당 객체 수 : 4.9

Google Refexp
(26,711개)

- 객체 카테고리 : 80
- 카테고리 당 객체 수 : 685.3

- 이미지 당 설명문 : 3.9
 - 이미지 당 객체 수 : 2.1

Scene Graph
(5,000개)

- 객체 카테고리 : 6,745
- 카테고리 당 객체 수 : 13.9

- 이미지 당 설명문 : 33.0
- 이미지 당 객체 수 : 18.8

Visual Genome
(108,077개)

- 객체 카테고리 : 110,689
- 카테고리 당 객체 수 : ~54

 - 이미지 당 설명문 : ~40
- 이미지 당 객체 수 : ~56

3.2�기계�학습�모델의�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계 학습 모델의 구성은 Fig.3과 같이 (1) 챗봇( 페이스 북 앱) (2)모니터링 서버 (3)모델 서버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해당 챗봇 시스템은 이미지 데이터들이 많이 사용되는 페이스 북 앱으로 구축함으로써 향후 SNS에서 취급되

는 이미지들에 대한 기계 학습 모델의 확장성을 고려하였다. 기계 학습용 서버는 질의 이미지를 인식하여 이미지를 설명하는 간

단한 캡션을 자동 생성해 주는 ‘Captioning Model’과 앱에서 제시한 질의에 대한 이미지를 반환하기 위한 ‘VQA Model’로 구성하

였다. 모델에서의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1) 페이스 북 앱 사용자가 질의 전송 (2) ‘Monitor 서버’에서 (1)에서 전송된 질의를 이미

지와 문장(sentense)으로 분류하여 ‘Model Server’로 전송 (3) ‘Model Server’에서는 (2)에서 전송된 질의가 이미지이면 

‘Captioning Model’을 통해 해당 이미지에 대한 캡션을 반환하고, 질의가 문장이면 ‘VQA Model’을 사용하여 질의된 문장에 해

당하는 이미지를 검색해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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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architecture of a machine learning model

제안 시스템의 VQA 모델 접근 방식은 Fig.4와 같이 2016 VQA 팀에서 제안한 CNN의 질의에 대해 LSTM(Long Short-Term 

Memory)을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입력 이미지를 고성능으로 처리· 표현하는 방법으로 

객체 감지나 인식과 같은 시각(vision)처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며, Convolutional layer, Pooling layer, Feedforward layer의 3가

지 층으로 구성된다.

 

Fig. 4. Captioning model by LSTM and CNN

각 계층별 상세 처리는 Fig.5에서와 같이 먼저, Convolutional layer에서 원본 이미지로 부터 5*5 혹은 3*3 필터 마스크를 사용

하여 여러 Convolutional layer를 거치게 하여 이미지에 대한 의미 있는 특징들을 추출한다. 그런 후, Pooling layer에서 매개 변수

의 수와 조작 변수의 수를 줄여 학습 과정에서 특징 개수가 많아짐으로써 학습 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발생할 수 있는 

Overfitting 현상을 방지한다. 이러한 계층은 완성된 CNN의 마지막의 공통 FFNN (Feed Forward Neural Network) 스택에 저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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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architecture of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efers to [9]) 

Fig.6의 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은 입력 레이어에서 자연어를 생성하는 디코더로 많이 사용된다. RNN은 이전 결과

가 입력으로 재사용되는 피드백 구조이며, 소실 및 폭발 문제와 같은 R일부 결함이 존재하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LSTM(Long Short-Term Memory)이 도입 되었다[10]. LSTM은 RNN의 변형으로 4 개의 주요 요소들인 입력 게이트, 자기 회귀 

연결로 되어 있는 뉴런, Forget 게이트 및 출력 게이트로 구성된 메모리 셀로 구성된다. 이는 LSTM 이 RNN과 다르게 Forget 게이

트를 통해 필요 없는 값을 버림으로써 회귀할 입력 값을 조정함으로써 정답에 더 가까운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Fig. 6. The architecture of a Simple RNN and LSTM

CNN은 캡션을 생성하기 전 단계로, 이미지의 특징(feature) 추출과 인코딩을 위해 사용되며, 이미지의 특징을 디코딩하고 질

의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 LSTM을 사용하였다. 제안 모델은 이미 학습훈련이 되어 있는 이미지 모델 inception-v3로 구축

된 CNN을 이미지 인코딩 처리에 사용하고, LSTM을 디코딩 처리에 사용하도록 ‘캡션모델’을 구축하였다.



송진희· 장승희 / 이미지 인식과 캡션을 위한 기계학습 모델 연구�∙ 49

4.�실험�결과�및�분석

제안 모델의 이미지 인식 및 캡션 결과를 반환하는 기계 학습 과정은 Fig.7과 같다. 제안 구축한 챗봇 시스템에서 Fig.7의 [1]과 

같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기계학습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2]의 “a red stop sign sitting on the side of 

road"라는 학습에 의한 캡션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가 이미지에 대한 날씨 질의어를 “ how is the weather in the picture?"라

고 입력하면 "sunny"라는 학습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Fig. 7. The result of a image detection and caption

   

Fig. 8. The result of captioning for a image

실험에 사용된 이미지 형식은 .jpg 형식이며, 제안된 기계학습 모델에서의 정확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예는 Fig. 7과 같이 선

명한 자료가 질의 이미지로 사용된 경우이다. 먼저 (1) 1차 쿼리 이미지에 대한 캡션은 “a group of horses walking along a breach.”

이 반환되었고, (2) 2차 쿼리 “where are they in this picture?”에 대해서는 “beach” 답변이 제공되었으며, (3) 3차 쿼리 “how many 

horses in this picture?”에 대한 답변은 “3”과 같이 선명한 이미지들에 대한 결과는 정확하게 처리되었다.

또한 이미지상의 날씨나 특정 동작, 상황 등에 대한 인식 처리 실험과 객체(사물, 동물, 사람)가 선명하고 특정 동작 및 상황이 

분명한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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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MSCOCO 데이터 집합을 학습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여 제안한 모델에 적용한 결과 Perplexity는 약 8.9 ppl의 우수한 결과

가 나왔다.

       

Fig. 9.�The�error�on�captioning

그러나 유사한 특징이 내재된 객체에 대한 식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호랑이’ 몸통의 줄무늬 때문에 ‘얼룩말’로 인

식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것은 제안 시스템에서 사용한 MSCOCO 데이터 집합에 따른 객체 학습 자료에서의 객체 특성 분류

나 정의에 따른 결과 오류이다. 따라서 MSCOCO 데이터 집합에 포함되지 않은 객체 정보들을 학습 자료에 추가할 수 있는 시스

템으로 향후 보완하면 더 높은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발생 오류는 Fig. 8과 같이 이미지 상의 객체 레이어들이 

겹쳐져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이다. Fig. 8 이미지 질의어인 “how many people in this picture?”에 대해 앞의 객체에 의해 겹

쳐진 뒤 쪽의 두 객체가 인식되지 않아 이미지에서 인식된 사람은 5명이라는 오류가 발생되었다.

5.�결��론

본 논문에서는 AI와 SNS 사용자들의 확산에 따른 비정형 데이터(이미지) 취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미지 인식과 캡션을 처리하

는 기계학습 모델을 제안하고, MSCOCO 공개 훈련용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캡션 생성에 대한 perplexity를 분석하였다. 제안

한 모델은 챗봇(페이스 북 앱)과 모니터 서버, 기계학습 모델 서버로 구성하였으며, 질의 종류가 이미지이면 기계학습 모델의 ‘캡

셔닝 모델’에서 이미지에 대한 캡션을 생성한다. 질의 종류가 자연어 문장이면 해당 질의에 적합한 이미지를 ‘VQA 모델’을 통해 

제공해 주도록 하였다.

기존의 비전 연구나 이미지 캡셔닝 시스템에서의 성능은 perplexity로 평가하며, 그 결과 값이 낮을수록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

가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계학습 모델의 캡셔닝 성능은 MSCOCO 학습훈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8.9 ppl의 우수

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안 시스템의 실험에서 질의로 사용된 이미지가 선명할 경우 이미지에 대한 객체․배경․상황 등

의 인식 정확률은 매우 높았다. 즉 이미지의 선명도가 높을수록 인식률은 정확했고, 이미지에서 겹쳐진 객체가 있거나 자연어 질

의에서 유사한 학습 자료(호랑이의 줄무늬와 얼룩말의 줄무늬)가 정의된 객체들에 대해서는 응답 오류들이 발생하였다. 기계학

습 모델에서의 이러한 오류들은 훈련용 학습 자료들에 기인하며, 이러한 문제는 학습 데이터집합을 확대될수록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류들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공개 훈련용 학습 데이터집합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 시스템

을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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