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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미지에서 시각 관계는 image captioning, visual question answering

같은 시각 문제들을 풀기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시각 관계는 종류마

다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마다 다른 절차를 통해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구조를 통해 학습

하고 추론할 수 있다면 절차를 다르게 유도할 수 있다. Attention 기반의

gradient 방식을 사용해 데이터로부터 사용하는 구조를 다르게 하여 시

각 관계를 검출하였다. 우리는 관계의 종류를 크게 ‘spatial’, ‘action’,

‘language’의 3가지로 나누었고 각각 spatial 모듈, feature 모듈,

embedding 모듈을 결합해 범용 모듈식 깊은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계마다 하위 모듈의 사용정도를 다르게 하여 관계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력정보에 따라 추론에 사용하

는 구조에 가중치를 다르게 줌으로써 다른 절차를 밟는 효과를 준다. 우

리는 자동으로 모듈 구조를 학습할 수 있는 Module Architecture

Search (MAS) 방식을 제안한다. 이 방식은 한 장의 이미지를 주어지고

이미지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추론할 수 있도록 만든, Visual

Relationship Detection dataset으로 학습하고 평가한다. 이 모델은 설계

자가 적은 노력으로 시각 관계를 탐지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실험 결과를 통해 자동으로 탐색된 구조를 통해 다른

state of the art 모델과 견줄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요어 : 딥러닝, 시각 관계 검출 (VRD), 신경 구조 탐색 (NAS),

모듈 신경망 (NMN)

학 번 : 2017-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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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Vision 연구자들은 다양한 vision task를 다루기 위해 image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문제 풀이를 접근한다. Image 이해는 image

classification, image captioning, visual relationship detection (VRD),

visual dialog 등 다양한 task에서 다뤄진다. 그 중에 image captioning,

visual question answering (VQA)과 같은 분야에서는 물체 간의

implicit (Santoro et al. 2017) 또는 explicit (Chang et al. 2017) relation

representation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Image captioning의

경우 하나의 image를 설명할 때 image 안에 있는 물체와 물체 간의 관

계 설명하는 것이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VQA task에서는 물체의

관계를 질문하는 문제가 담겨있기도 하다. 이렇게 visual relationship을

찾는 문제는 다양한 dataset (Krishna et al. 2017; Lu et al. 2016) 과

challenge (Openimages 2017)를 통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VRD 문제는 dataset마다 10~70개 정도의 relationship category를 가

지고 있다. 이 relationship 중에는 spatial information만 가지고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object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어떤

relationship을 가지는지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있다. Spatial information

은 좌표 값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좌표 값만으로는 풍부한

feature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object 위치 정보를 담는 spatial mask

(Liang et al. 2018)를 만들어 CNN 계열로 해석한 방법이 있다.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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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R-CNN 계열의 모델을 사용하여

object의 feature를 사용하여 행동패턴을 반영한 모델을 구성하기도 한

다. 또 Object category의 Language prior를 이용하여 성능 향상을 얻어

낸 연구들 (Lu et al. 2016; Liao et al. 2017)도 있다.

2. 연구 문제

Relationship Detection을 위해 Relation 마다 이용해야 하는 정보도 다

르고 신경망 구조도 다르게 모델링하는 것이 좋다. 신경망 구조를 다르

게 하기 위해 VQA task에서는 question을 external parsing tool을 이용

하여 question token의 tree 구조를 만들고 tree 구조에 해당되는 module

을 반영하여 input마다 다른 신경망 구조를 적용하도록 모델링 한

Neural Module Networks (NMN) (Andreas et al. 2016)가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external parser에서 발생하는 error 때문에 성능향상에 한계

가 있었고, external parser를 사용하지 않고 module에 attention을 주어

input에 따라 module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했다.

Module Networks는 input에 따른 모델 구조를 가변적으로 적용하지만,

module의 세부적인 설계까지 동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모듈의 세부적인 설계까지 동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각 모듈의 세

부 구조를 직접 설계 할 수도 있지만, 모듈의 세부적인 구조까지 자동으

로 찾고자 한다. 신경망 구조 설계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특정 task에 알

맞은 구조를 학습을 통해서 설계하는 Neural Architecture Search

(NAS) 라는 방식이 있다. NAS 분야는 주로 Reinforcement Learning 혹

은 evolution algorithm을 통해 구조를 확장해가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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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 방식들은 Reward를 계산하기 위해 candidate architecture를 학

습시켜서 성능을 평가해야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어마하게 많이 필요

하다. 그러나 최근들어 candidate architectures을 동시에 학습시켜주거나

(Pham et al. 2018) node 간의 edge를 continuous space에 정의해서

architecture search를 differentiable 하게 정의한 differentiable

architecture search (DARTS) (Liu et al. 2018) 가 연구되었다.

우리는 NMN과 NAS 방식을 활용하여 VRD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VRD task에서 relationship을 3가지 type으로 정의를 하고, type 별 사용

하는 information을 활용해 module의 architecture를 search한다. 그 후

search된 3가지 type의 module에 attention을 주어 input마다 다른 사용

하는 모듈의 가중치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모듈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

도록 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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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1. 시각 관계 검출 (Visual Relationship Detection)

시각 관계는 관계를 찾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 관계

를 통해 다른 task에 적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 예로, 시각 질의응답 (VQA)을 다루는 CLEVR (Johnson et

al. 2017) dataset에서 물체간의 시각 관계를 활용해 (Santoro et al.

2017)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고, 이미지의 시각 관계를 언어적 설명

으로 변환하는 연구 성과 (Yao et al. 2018)를 얻을 수 있었다. VQA 문

제에서는 “What are the people doing with the ball?” 과 같은 물체의

관계를 묻는 질문들을 다뤄야하기 때문에 시각 관계 특징을 추출하는 것

은 답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시각 이미지 설명 (Image

Captioning)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이 주로 추

출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두 물체의 관계 특징을 활용 한다면 물체들

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도출 해 낼 수 있다.

시각 관계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안에 있는 물체들을 검출해야

하고 물체들 간에 짝을 지어 물체 쌍들이 이루는 관계를 도출해야하는

복잡한 task이다. 이미지의 관계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으로 내포

되어있는 (implicit) 특징을 통해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Santoro et al.

2017). 하지만, 이미지 내의 관계를 찾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은 Visual Relationship Detection (VRD) (Lu et al. 2016) dataset 을 공

개하여 이 문제를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후 관련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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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dataset에서 관계 종류를 크게 5가지로 나누었

다. 동사 (verb), 공간 (spatial), 전치사 (preposition). 비교

(comparative), 그리고 동작 (action). 종류에 따라 공간적 정보만을 이용

하여 도출 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물체의 분류에 따른 언어적인 정보

만 활용해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관계들도 존재한다 (Lu et

al., 2016). 관계의 종류에 따라 추론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듈 형

식으로 관계 추론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Lu et al. 2016; Hu

et al. 2017; Zhu et al. 2017).

2. 물체 검출 (Object Detection)

시각 관계 검출 과정에는 이미지 내에 있는 물체를 검출해야하는 과정

이 포함되어있다. 물체 검출을 잘 못하게 된다면 물체가 아닌 영역들의

관계를 찾게 되는 것이므로 이 후 과정이 무의미해 지기 때문에, 물체

검출 성능이 전체 시각 관계 검출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물체

검출은 대표적으로 Region-based CNN (R-CNN) 계열 (Girshick 2015;

Ren et al. 2015) 과 single-shot 계열 (Redmon et al. 2016; Liu et al.

2016) 의 두 연구 방향이 존재한다.

먼저 signle-shot 계열은 대표적으로 YOLO (Redmon et al. 2016) 와

SSD (Liu et al. 2016) 이 있다. 이 두 모델은 CNN 구조에 이미지를 입

력으로 넣어 단번에 물체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Region Proposal을 필요

로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물체를 검출 할 수 있어 실시간

물체 검출 시스템에 주로 사용이 된다.

또, R-CNN 계열은 region proposal 모델을 통해 후보 물체 영역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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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과정을 거친 후 후보 영역으로부터 물체의 class와 영역 보정을

거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Faster R-CNN (Ren et al. 2015) 이 오차

역전파 방식으로 학습이 가능하게 만든 Region Proposal Network

(RPN)와 분류 오류와 회귀 오류를 RPN에 전달할 수 있도록 RoIPooling

이라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Faster R-CNN에 Visual Genome dataset의

속성을 분류하는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물체 검출의 성능을 올렸던

Bottom-up attention (Anderson et al. 2018) 모델을 제안했다. R-CNN

계열 모델들은 물체 검출을 위해 두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single-shot

계열의 검출 모델보다 수행 속도가 오래 걸리는 반면 높은 검출 성능을

얻어낼 수 있었다.

3. 모듈 신경망 (Neural Module Networks)

하나의 신경망을 작은 단위의 모듈로 나눠서 설계하는 방식은 VRD나

VQA 등의 task에서 주로 사용했던 방식이다. 모듈로 나눈다는 것은 하

나의 task를 여러 개의 작은 task로 나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인간

의 사고 과정과 유사하게 모델링을 하는 목적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task에서도 문제의 종류에 따라 사고과정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같은 task라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입력마다 처리 과정을 다르게 하겠다는 개념을 적용해서 모델링

한 것이 Neural Module Networks (NMN) (Andreas et al. 2016) 이다.

모듈 신경망은 VQA 문제에 적용이 된 이론으로, 모듈의 구조를 질문

구조에 맞게 설계했다. 질문 문장의 구조는 외부 툴인 Stanford Parser

(Klein et al. 2003)을 사용해서 질문 문장을 트리구조로 바꾸고 트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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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에 모듈을 배치하는 형태로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질문 유

형에 따라 다른 구조를 통해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

고과정을 상당히 모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 툴을 사용하

게 되면 툴의 성능이 그대로 전체 신경망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에 구조를 학습을 통해 구성하는 여러 연구가 있었다 (Yu et al. 2018;

Kottur et al. 2018).

시각 관계 검출 문제도 관계의 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보도 다르

고 추론하는 사고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듈관

점의 접근 방향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관계 추론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이 되었다.

4. 주의 집중 (Attention)

주의 집중은 주로 여러 종류의 모달리티 입력이 존재할 경우에 하나의

모달리티를 기반으로 다른 하나의 모달리티의 표현벡터에 attention을 주

는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나 언어를 다루는 문제에서는 여러개의

모달리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달리티 스스로 학습을 통해

attention을 주는 방법을 습득해 사용하게 된다 (Parikh et al. 2016; Lin

et al. 2017). 표현 벡터에 attention을 주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모

달리티가 멀티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채널에 attention을 줄 것인지

계산할 수 있다. 언어 문제에서는 문장 내에 있는 단어 단계로 멀티채널

을 구성하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단어에 attention을 주게 될

지 학습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최근에는 RNN을 사용하지 않아 recurrent한 구조 없이 self-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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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연어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Vaswani et al. 2017). 이 방법

을 사용해서 사전학습을 하고 학습된 모델을 전이학습하는 방식으로 11

개의 자연어처리 문제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기도 했다 (Devlin et al.

2018). 이 외에도 자연어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self-attention의 활용도

가 높아졌고 성능 향상을 얻어낸 중요한 방식이다.

5. 신경 구조 탐색 (Neural Architecture Search)

시각 분류 분야에서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년간 CNN 구조

를 변경하면서 성공적인 성과를 얻어왔다. 대표적으로 Alexnet

(Krizhevsky et al. 2012) 과 GoogLeNet (Szegedy et al. 2015) 등이 있

으며, 이것들의 유사한 특징은 CNN이 반복되는 깊은 구조를 가지고 있

다는 것이다. 여러 해에 걸쳐 번거로운 구조 변화를 찾지 않고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 최적화된 구조를 찾는 신경 구조 탐색 (Neural

Architecture Search, NAS) (Zoph and Le 2016)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후로 많은 이형들의 연구가 있었는데, CIFAR-10 dataset이나

ImageNet dataset의 분류 성능에서 최우수 성능을 갱신할 만큼 사람이

설계한 모델과 비교했을 때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분야는 주로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RL) 과 진화 알

고리즘 (Evolutionary Algorithm)을 활용해 최적화된 구조를 찾는 연구

가 진행되었다. 이 두 방법은 후보 구조를 랜덤하게 선택하여 학습시키

고 평가해서 최적화 구조를 찾기 때문에, 1080Ti GPU 기준 3000 GPU

일수 (GPU days)를 넘는 엄청나게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한다 (Liu et

al. 2018). 이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후보 구조의 파라미터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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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 (Pham et al. 2018;) 그리고 모든 연산의 가중치를 미분가능한

파라미터로 정의하여 RL이나 EA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조를 탐색

할 수 있는 방식 (Liu et al. 2018) 등이 연구되어왔다.

5.1. Differentiable Architecture Search

신경 구조 탐색 방법은 사람이 설계한 모델에 비해 성능이 잘 나오는

반면에 연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앉고 있다. 연산량을 줄이고 학

습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신경 구조 탐색에서의 최근 연구 동향이다.

연산량이 많은 이유는 신경 구조의 연산을 불연속적인 정의에 의해서 선

택을 하기 때문에 후보 구조를 학습시키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만

들어주는 controller를 동시에 학습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조가 바뀌면

학습된 파라미터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연산의 위치가 바뀌면 새로 학

습해야한다. 그러면 연산 위치를 바꾸지 않고 모든 후보 연산을 모두 사

용하고 학습에 의해서 후보 연산의 사용량을 결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을 활용하여 (Liu et al. 2018)은 연산에 대한 가중치를

오류역전파 방식을 통해 파라미터 학습을 해주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신경 구조 탐색을 할 때 신경망 구조를 비순환 그래프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프 구조에서 노드간의 연결을 모든 후보 연산으로 모서

리(edge)를 정의하고 각 edge에 대한 가중치 파라미터를 곱해서 연결된

노드를 계산하도록 구성한다. 그러면 아래 (1)과 같이 다음 노드의 결과

를 이전 노드와 모서리(연산)의 가중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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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는 각 층의 은닉 출력, o(x)는 모서리인 연산, w는 연산에 대

한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이다. 학습할 때는 식

(1)과 같이 모든 연산을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노드간의 연결마다 가중치

가 가장 높은 k 개를 선택한 구조를 하나의 반복된 구조로 결정하게 된

다. [그림 1]과 같이 ResNet (He et al. 2016)과 DenseNet (Huang et al.

2017)에서 반복되는 구조를 갖는 것과 같이 DARTS에서도 찾아진 구조

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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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esNet, DenseNet, DARTS의 CNN 반복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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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안하는 모델

1. Modular Architecture Search

시각 관계 검출에서 (Lu et al. 2016)는 Visual Relationship Detection

(VRD) dataset을 공개하면서 관계의 종류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하였다.

동사 (verb), 공간 (spatial), 전치사 (preposition). 비교 (comparative), 그

리고 동작 (action). 관계의 종류에 따라 인간의 인지적 과정이 다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분류한 것이고, 우리는 이 관계들에 따라 처리 과정을

다르게 해줄 필요가 있다. verb와 action은 시각 정보를 다뤄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각 feature를 사용하는 Feature Module (FM) 로

정의한다. 공간 관계는 물체의 위치 정보를 다뤄야하기 때문에 Spaital

Module (SM) 로 정의하였고, 포함관계나 구성요소에 대한 관계처럼 언

어적인 정보를 통해 관계를 도출하는 관계들은 언어의 단어별

Embedding을 사용하여 Embedding Module (EM) 이라 정의한다. 우리

는 (Lu et al. 2016)이 정의한 5가지 분류에서 처리 방식이 유사한 것들

을 모아서 FM, SM, EM의 3가지 분류로 축소한다. 예를 들어 verb와

action 타입을 feature 타입으로 결합하고, spatial과 comparative 타입을

spatial 타입으로 결합한다. 우리는 이 각각의 모듈이 항상 동일한 가중

치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 물체 쌍에 따라 무듈의 사용 가중치를

다르게 하여 입력마다 사용하는 입력 정보의 사용량을 다르게 한다.

입력의 사용량을 다르게 하기 위해 입력 정보에 따라 attention 값을

계산하여 각 모듈에서 나온 결과에 가중치를 준다. 여기서 식 (2)는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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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가중치가 적용된 표현이다.

 




 ∙  (2)

여기서 Sm은 각 모듈에서 나온 출력 그리고 S은 최종 결과를 예측하

기 위한 logit 값, αm은 모듈에 적용되는 가중치이다. M은 module 개수,

p는 관계 개수일 때, Sm, S∈p, α ∈M 이다. 가중치 α는 식 (3)에 따

라 모든 정모 입력을 사용하여 입력 정보에 따라 모듈의 사용량을 결정

하도록 한다.

  

  

  


(3)

여기서 ffeat∈4096×300, f ∈900×M 는 완전연결층 (fully connected layer)

연산이고. fspat은 32×32×2 크기의 spatial 입력을 32×32×2×300 크기의

CNN filter로 stride 없이 콘볼루션한 연산, [;]은 concatenation 연산이

다. ffeat과 fspat은 입력 정보마다 차원수를 동일하게 맞춰 attention 계산

에 기여도를 같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FM은 각각 VGG16 (Simonyan et al. 2015) network에서 나오는 이미

지 feature에서 RoIPooling (Ren et al. 2015)을 하여 물체에대한 feature

를 얻은 것을 사용한다. EM은 물체의 분류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정보

를 GloVe embedding (Pennington et al., 2014)을 사용해 전이학습을 하

고, 마지막으로 SM은 32×32 matrix를 이미지의 위치에 매핑시켜 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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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영역을 ‘1’로 지정하고 나머지 영역을 ‘0’으로 사용해서 만든 spatial

mask 관계의 주체와 객체에 대해 모두 만들어 2장을 depth-wise로 겹

쳐서 사용한다.

전체적인 모듈 신경망 구조는 [그림 4]와 같으며, 각 모듈별 출력은 입

력 정보를 활용해 신경망 구조를 탐색한 모델을 통해서 추출하게 된다.

각각 모듈의 구조 탐색은 해당 모듈이 사용하는 입력을 통해 DARTS

(Liu et al. 2018)가 제안한 방식을 차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1.1. 미분 가능한 완전 연결층 모듈 탐색

미분 가능한 구조 학습을 위해 Continuous Relaxation (Liu et al.

2018) 방식으로 모든 후보 연산들에 가중치를 계산하는 continuous

[그림 2] k=1이고 s=3인 미분 가능한 연산 선택 과정. 초록색 노드는 모듈 안의 
연산에 의한 결과 노드이고, 파란색 노드는 모듈의 입력 혹은 출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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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를 모아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matrix W (W ∈n×s)를 구성한

다. 여기서 n은 노드의 수이고 s는 노드 간 사용될 수 있는 후보 연산의

개수이다. 벡터 형태인 물체 feature 와 word embedding을 입력으로 사

용하는 모듈은 fully connected layer (FC)를 사용해 구조를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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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완전 연결층 모듈에서 4개의 노드와 13개의 후보연산을 사용한

다. 후보 연산 세트인 O는 연결이 없는 zero 연산, identity mapping을

시켜주는 skip connection 연산, 그리고 weight normalization, dropout,

활성함수들 (ReLU, tanh, sigmoid)의 조합 연산들로 총 11개의 후보군이

있다. 최종적으로 학습된 파라미터의 크기순으로 가장 큰 k개의 연산을

선택하게 되는데 완전 연결층 모듈은 주체와 객체, 두 개의 입력을 사용

하기 때문에 k를 2로 사용한다. [그림 2]는 k가 1일때의 학습과정을 예

로 들었다. k가 2일 때는 [그림 2]와 다르게 파란색 노드인 인풋이 2개이

고 각 초록색 노드마다 2개의 가장 큰 연산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그림 2]의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모듈 안에 있는 모든 노드의

합으로 최종 모듈의 출력을 계산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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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patial mask 구성 방법

1.2. 미분 가능한 컨볼루션 모듈 탐색

이미지 형태의 spatial mask (Liang et al. 2018)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모듈은 convolution neural networks (CNN)을 사용해 구조를 탐색한다.

spatial mask는 [그림 3]와 같이 이미지를 w×h로 축소하고 물체가 있는

위치에 ‘1’로 채우고 나머지는 ‘0’으로 채운 것을 주체와 객체로

depth-wise 하게 쌓아서 입력으로 사용한다. 우리는 32×32로 축소한

mask를 사용한다.

완전 연결층 모듈과 동일하게 4개의 노드를 사용하고 8개의 후보연산

을 사용한다. 후보 연산은 연결이 없는 zero 연산, identity mapping인

skip connection 연산, 3x3 평균 pooling, 3x3 최대 pooling, 그리고 CNN

연산들 (separable CNN, dillating CNN), 다양한 filter 크기 (3x3, 5x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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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연산들로 총 8개의 후보군이 있다. 컨볼루션 모듈은 주체와 객체를

depth-wise로 쌓은 입력 1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k=1로 가장 큰 1개의

연산을 선택하여 모듈을 구성한다. 모듈의 출력은 식 (5)와 동일하게 모

든 노드의 합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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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체 모듈 신경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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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험 및 결과 분석

1. 데이터 명세

실험은 시각 관계 검출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Visual Relationship

Detection (VRD) (Lu et al. 2016) dataset을 사용한다. 이 데이터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1.1. Visual Relationship Detection dataset

첫 번째 실험은 VRD dataset으로 진행하였다. VRD dataset 은 4000

개의 training image와 1000개의 test image를 가지고 있고 총 37,993개

의 relation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relation은 100개의 object category와

70개의 relationship category로 구성되어 있다. Training dataset을 절반

으로 나눠 training 과 validation set으로 나누었고, validation set을 구

조 학습에 사용하였다. split된 train/validation set에서 training set을 통

해 architecture를 학습을 하고 validation set에서는 architecture에 해당

하는 weight를 학습하였다. Architecture를 찾고 나면, 전체 training set

으로 searched architecture를 학습하고 test set으로 evaluation을 진행하

였다.

VRD 데이터셋의 베이스라인 모델 (Lu et al. 2016) 로는 시각뿐만 아

니라 물체의 종류의 언어 정보를 활용하여 제안하였다. 물체의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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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정보는 일반적인 사전 정보 (prior) 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사람과 말의 물체가 존재할 때 이미지를 보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타다” 라는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시각

관계 검출에는 시각 정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사전정보를

활용하게 되었을 때 더 우수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 VRD dataset은 zero-shot 학습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학

습데이터를 통해 일반적인 관계를 학습할 때, 물체 간의 관계에 대한 행

동 양상을 파악하여 학습 데이터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물체 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의자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학습하면 앉아있을 때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여 사람이 학습 데이터에 존

재하지 않는 물체 위에 앉아있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의 관계도 검출 할

수 있어야 한다. VRD dataset 내 테스트 데이터에는 1,877개의 관계가

학습데이터에 존재하지 않고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zero-shot 학습의 성

능을 평가한다. 시각 관계 검출 문제에서는 zero-shot 학습을 중요한 주

제로 다루고 있고 본 논문에서 이 관점에서 실험도 포함한다.

2. 실험 모델 설정

2.1. 구조 탐색 설정

이 절에서는 구조 탐색에 쓰인 실험 세팅에 대해 설명한다. 구조학습

은 한 스탭씩 차례로 구조 탐색에 쓰이는 가중치 w를 학습하고 전체 구

조의 연산에 대한 파라미터θ 를 학습한다. 데이터는 training datase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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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으로 나누어 training dataset과 validation dataset으로 만든다.

training dataset은 파라미터θ 를 학습할 때 쓰이고, validation dataset은

구조를 학습할 때와 전체 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때 쓰인다. 구조 탐색에

는 0.001의 학습률과 0.001의 weight decay, (0.5, 0.999)의 beta를 사용

한 Adam optimizer (Kingma and Ba 2015)를 이용하여 최적화를 한다.

신경망 학습에는 0.025의 학습률과 0.001의 최소 학습률, 0.9의 모멘텀,

0.0003의 weight decay를 사용한 Stochastic Gradient Descent를 이용하

여 최적화를 한다. 학습률에 워밍업을 주기 위해 Consine Annealing

Scheduling (Loshchilov et al. 2017)을 적용하고 Exploding Gradient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 크기 5의 gradient clipping 기법을 사용한다.

구조 탐색에 쓰이는 연산의 은닉층 차원수는 32차원을 사용하고, 0.2의

dropout rate를 dropout을 사용하는 연산 내에 적용한다. 구조 FM과

SM은 4개의 노드, EM은 3개의 노드를 사용하여 구조를 탐색한다. 관계

label이 항상 하나의 정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Multi-label margin loss로 목적함수를 정의한다.

2.2. 모듈 신경망 학습 설정

구조 탐색이 완료가 되면 가중치 w를 기준으로 노드마다 top k개의

연산을 선택하고 최종 모델로 결정한다. 결정된 전체 신경망 학습에는

1×10-6의 학습률과 0.0003의 weight decay를 사용한 Adam optimizer

(Kingma and Ba 2015)를 이용하여 최적화를 한다. CNN구조와 FC 구

조의 학습률이 다르게 적용되야 하기 때문에 CNN구조를 사용하는 SM

에는 5×10-5의 학습률을 적용한다. 구조 탐색 설정할 때와 동일하게

Cosine Annealing Schedule과 gradient clipping, 목적함수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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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한다.

2.3. 사전 정보 활용

VRD 데이터에는 데이터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

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잘 학습이 되고 잘 추론을 하게 만들지만 적게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잘 학습이 되지 않고 많이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 주로 추론을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Liang et al.

2018)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학습데이터에서 가지는 관계 분포를 계산하

여 사전 정보가 많이 담겨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 (6) 

여기서 s는 subject, o는 object, p는 predicate을 의미하고, c는 물체의

category를 의미한다.

2.4. 평가 방법

VRD task에서는 annotation에 담겨있는 관계가 항상 모든 관계를 포

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nnotation에는 없지만 정답이 맞는 관계를 검

출 했을 때 성능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Recall 값을 평가지수로 삼

는다. 신뢰도가 높은 관계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신뢰도가 가장 높은 50개

혹은 100개의 검출된 관계를 통해 Recall@50과 Recall@100을 계산한다.

이때 관계 만 올바르게 검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지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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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들의 class와 bounding box 위치 정보가 ground truth 정보와의

IoU (Intersection of Union)가 0.5를 초과해야 한다. 또, zero-shot task

도 동일하게 Recall@50과 Recall@100 값을 계산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

가한다.

3. 실험 결과

실험은 VRD dataset에서 2가지 검출 task의 성능과 zero-shot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첫 번째 Relationship Detection은 물체 class와 관계

class 그리고 물체의 bounding box의 IoU가 0.5를 초과해야하는 문제이

고, 두 번째 Predicate Detection은 이미지 내의 관계만 검출하면 되는

문제이다.

3.1. Modular Architecture Search 실험 결과

Modular Architecture Search (MAS)을 이용해 [그림 4]에서 각 모듈

의 구조를 탐색하여 [그림 5]의 구조를 찾아내었다. 구조의 특징을 살펴

보면 완전연결층을 사용하는 FM과 EM은 깊은 형태로 연결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SM은 넓은 형태의 연결이 주로 탐색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의미는 4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VRD dataset에서 MAS 방식은 최신 성능을 뛰어넘지는 못하였지만

비교적 최신 논문의 결과와 견줄 수 있을 만한 성능을 얻어냈다. [표 1]

의 결과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Predicate Detection의 성능이 낮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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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 Detection의 성능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이는 관계만 검출하

는 것보다 물체간의 class를 고려한 관계를 검출하는 것을 더 잘한다고

볼 수 있다.

Methods
VRD VRD zero-shot

Relation Det. Predicate Det. Relation Det. Predicate Det.
R@50 R@100 R@50 R@100 R@50 R@100 R@50 R@100

baseline
(Lu et al. 2016)

13.86 14.70 47.87 47.87 3.13 3.52 8.45 8.45

VRL
(Liang et al. 2017)

18.19 20.79 - - 7.94 8.52 - -

DSR
(Liang et al. 2018)

19.03 23.29 86.01 93.18 5.25 9.20 60.90 79.81

CDDN
(Cui et al. 2018) 

21.46 26.14 87.57 93.76 6.40 10.29 67.66 84.00

MAS (ours) 19.09 22.73 78.48 89.30 4.30 7.31 58.34 79.38

[표 1] VRD Dataset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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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듈별 탐색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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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ttention Result

[그림 6]은 검출된 관계별 모듈의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다. 추측했던

바와는 다르게 관계의 종류마다 사람의 관계 추론에 사용하는 정보를 그

대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몇몇은 기대했던 바와 동일한 모듈을 사용했던

반면에 몇몇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모듈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wear“ 관계는 물체 간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물체의

feature 정보를 많이 사용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spatial 정보를 사용하는

SM 모듈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사고하는 형태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듈의 사용량 결정은 기계가 이해하는 방식

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관계마다 모듈의 사용량이 명확하

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모듈 구조를 탐색할 때 관계의

종류를 분류하여 분류마다 사용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탐색하도

록 한다면 특정 관계를 검출할 때 최적화 된 구조를 찾을 수 있을 것이

고 이러한 방법이 인간의 사고 형태를 사전정보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분석

Relationship을 detect 하기 위해서는 candidate object를 추출해야 하

는데, 우리는 VGG backbone을 가지는 Faster R-CNN을 사용한다.

Faster R-CNN을 학습할 때 VRD dataset의 object category를 학습하였

고 미리 학습시킨 값을 사용하였다. 나머지 Faster R-CNN의 자세한 세

팅은 vrd-dsr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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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s 방식으로 찾은 module 단위의 architecture는 [그림 5]와 같다.

Fully connected layer 구조에서는 regularizer로 weight normalization과

dropout을, activation function 으로 sigmoid, tanh, relu를 사용했다. FC

구조에서 relu는 선택되지 않았다. Convolutional operation에서는 vanilla

CNN과 dilated CNN을 candidate로 두었지만 vanilla CNN은 선택되지

않았다. FC operation에서는 두개의 feature를 depth에 따라서 순차적으

로 joint embedding 하는 형식으로 구조가 학습되었다. Spatial mask는

이미 high level feature이기 때문에 구조가 평평하게 찾아졌고, feature

와 embedding 구조에서는 depth를 높여가면서 low level feature에서

high level feature를 얻기 위해 이렇게 찾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 모듈을 사용해서 VRD dataset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1이

다. 성능은 아직 state of the art model를 뛰어넘지 못했지만, 비교할만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직 이 모델에는 개선해야할 점들이 남아있

기 때문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실험이다. 개선할 점은 결론에서

이어서 이야기하겠다.

4.1. Visualization

top-1 top-2 top-3 top-4 top-5

SM walk skate on stand under walk beside sit under

FM over above against beneath below

EM park next lean on outside of stand behind follow

[표 2] 모듈별 top 5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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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test set의 이미지에 대한 결과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순으

로 정렬하여 상위 10개만 이미지 위에 box를 그린 결과이다. 각 결과 이

미지의 관계는 heatmap의 y축에 출력된 물체 및 관계 class와 동일하다.

또, [표 2]는 모듈별로 검출된 관계중에 해당 모듈에서 나온 비율을 정렬

하여 상위 5개의 관계를 선택해서 보여준 결과이다. 만약 선택률이 동일

한 경우에는 나온 횟수로 정렬을 하였다. 그림과 표에서 본바로는 특별

히 관계마다 어떤 모듈을 사용했다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관계를 유추할

때 사용할 모듈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모듈별로 사용하는 량이 확연히 차

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별 사용하는 모듈이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입력 정보만

가지고 모델 사용량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현

제 단 한층으로 모듈 사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4.2. Zero-shot Trade-off

본 논문이 제시한 모델은 zero-shot을 염두해 두고 설계한 방식이 아

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 1]에서 보여준 zero-shot의 결과는 다른 모델의

결과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zero-shot 학습은

행동의 패턴과 물체간의 관계를 일반화를 잘 해야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

지 않는 관계 triplet도 검출 할 수 있다. 일반화 관점에서 학습의 최적지

점은 일반적인 학습보다 zero-shot 학습이 더 빠르게 최적지점을 찾을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래서 3회 학습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신

뢰구간을 포함하는 성능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았다 [그림 6]. 이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relationship detection의 R@50의 성능을 제외하고

모든 실험에서 zero-shot의 학습 수렴 속도가 빨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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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림 6] 관계 검출 결과 및 모듈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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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반적인 관계 학습 수렴 속도와 zero-shot 학습 수렴 속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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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관계를 찾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마다 구조를 자동

으로 찾고, 찾은 구조들을 attention으로 최종 score를 계산하는 방식인

Modular Architecture Search (MAS)를 제안한다. 비록 성능이 state of

the art를 뛰어넘는 성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최신 모델에 비해

견줄만한 결과를 얻었다. 지금은 전체 dataset을 통해 모든 모듈의 구조

를 찾았지만 각각의 모듈은 활용 정보에 관련된 관계를 찾아주는 모듈이

기 때문에 dataset을 관계 종류별로 나눠서 따로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아직 이 모델은 데이터에 대한 fine-tuning이 이뤄지지 않았고, 데이터를

분리하여 architecture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은 성능을 얻

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attention을 input 정보를 fully connected

layer 한층을 통해 결정하게 설계되어있다. 이 단순한 연산들만으로는

zero-shot 학습에 적합한 구조를 찾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zero-shot 학습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compositional한 연

산을 후보 연산으로 둠으로써 zero-shot 성능 향상에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 또, 제시한 방법론에서는 각각의 모듈 구조를 따로 학습하였지만,

이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여러 모듈을 포함하는 전체 구조와 각각 모

듈의 구조를 한 번에 학습하는 것을 향후 연구방향으로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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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arning Neural Module Structure for 

Visual Relationship Detection

Jaehyun Ju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Neuro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Visual relationships in images build an important base for solving many 

vision tasks, such as image captioning and visual question answering. The 

process of figuring out the relationships differs depending on the type of 

relationship. We choose appropriate information to infer the relation 

according to its type and model each module regarding these types. Here 

we explore an attention-based gradient method to detect visual relationships 

from data. We divided the types of relations into three types of 'spatial', 

'action', and 'language'. We employ a general modular deep-neural 

architecture that combines the spatial module, feature module, and 

embedding module, and search an optimal modular architecture by 



38

differentiable architecture search. This makes it possible to derive the 

relationship by varying the degree of use of the sub-modules for each 

relationship. By doing this, different weighting is applied to the structure 

used for inference according to the input information, thereby effecting 

another procedure.  This modular architecture search (MAS) method can find 

the module units automatically to learn the optimal module structure of 

sequential embedding toward depth. This approach allows researchers to 

design models that can detect visual relationships with less effort. We 

demonstrate the performance of the method on the Visual Relationship 

Detection (VRD) dataset, showing the searched architecture with graph 

figur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structure can be compared with 

other state of the art models.

Keywords: Deep Learning, Visual Relationship Detection, Neural 

Architecture Search, Neural Module Networks

Student Number: 2017-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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