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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sWhat?! 문제에 대한 분석과 파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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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sWhat?!은 질문자와 답변자로 구성된 두 플레이어가 이미지를 보고 질문자에게 비밀로 감추어진
정답 물체에 대해 예/아니오/잘 모르겠음 셋 중 하나로 묻고 답하며, 정답 물체를 추려 나가는 문제이다.
GuessWhat?!은 최근 컴퓨터 비전과 인공지능 대화 시스템의 테스트베드로서 컴퓨터 비전과 인공지능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GuessWhat?! 게임 프레임워크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 GuessWhat?! 분석의 틀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제안된 틀을 기반으로 GuessWhat?!
의 간단한 solution을 제안한다. 사람이 평균 4~5개 정도의 질문을 통하여 맞추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
리가 제안한 방법은 3개의 질문 만으로 기존 딥러닝 기반 기술의 성능을 상회하는 성능을 보이며, 5개의
질문이 허용되면 인간 수준의 성능을 능가한다.

1. 서론
GuessWhat?!은 질문자와 답변자로 구성된 두
플레이어가 이미지를 보고 질문자에게 비밀로 감추어진
정답 물체에 대해 예/아니오로 묻고 답하며, 정답
물체를 추려 나가는 문제이다 [1]. GuessWhat?!은
최근 컴퓨터 비전과 인공지능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많은 연구들이 두 인공지능이 공진화하여, 특정
문제에서 인간과 유사한 성능의 상호 작용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를 다루었다. 가장 성공적인 공진화
시스템의 예로 generative adversial network (GAN)가
있다 [2]. GAN은 무감독 학습을 위하여 생성기와
분류기를 경쟁시키는 모델이다. 이러한 경쟁 기작을
바탕으로 GAN은 이미지 자동 생성과 관련하여 기존
generative model을 압도하는 성능을 내었다. 서로
대화하는 chatbot 시스템은 또 다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이다 [3]. 두 개의 구글 로봇이 며칠에 걸쳐서
철학적인 담론을 주고 받는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 에이전트가 이미지의
물체에 대해 한 문장으로 언급하고, 다른 에이전트가 그
물체가 무엇인지 맞추는 ReferIt!도 이와 관계가 있다
[4]. GuessWhat?!도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 상에 있다.
하지만, 상호 진화하는 시스템을 계속 학습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GAN
모델을 의미 있게 학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야 응용에 사용될 수 있을 수준의

의미 있는 성능 개선이 있었다 [5]. 또한, 자기네들
끼리의 은어로 대답하는 문제가 생긴다. Refer it의 경우,
좌표를 주는 경우, 문제가 바로 풀린다. 이는 기계학습
관점에서 보면 목표 함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 풀고자 하는 task의 정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GuessWhat?! 역시 잘못 정의된
문제의
일종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비록
GuessWhat?!이 ReferIt!의 대안으로서 생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GuessWhat?! 문제가
복잡한 딥러닝이 아닌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해결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우리는 위치에 대해 질문하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기존 state-of-the-art 뿐 만이
아니라 인간 수준을 넘는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논증한다.
이 논문은 단순히 GuessWhat?! 문제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압도적인 성능을 보고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GuessWhat?!의 문제 특성을
분석하며, 더 나아가 GuessWhat?! 문제 세팅의 보완에
대하여 의논한다.
2. GuessWhat?!
GuessWhat?!에서 질문자는 이미지에서 어떤 물체가
답변 문제인지를 맞추기 위하여, 답변자에게 언어
형태로 질문을 한다. 답변자는 이미지에서 어떤 물체가
답변 물체인지를 알고 있다. 하지만, 답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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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위치 기반의
동작에 대한 도식.

질의 응답

Model
test accuracy
Baseline
0.1604
1번 질문
0.3896
2번 질문
0.5625
3번 질문
0.7661
4번 질문
0.8585
0.9434
5번 질문
1번 질문 fine-tune
0.3982
2번 질문 fine-tune
0.5940
1번 질문 oracle segment
0.4812
2번 질문 oracle segment
0.8767
LSTM-based system [1]
0.6130
Human performance
0.9080
표 1. GuessWhat?!에 대한 성능. 제안된 방법은 3 번의
질문만으로 기존 딥러닝 기반의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며, 5번의 질문이 허용되는 경우 사람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

시스템의

질문자에게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세 가지 중 하나의
답변만을 할 수 있다. 질문자가 어떤 물체가 목표
물체인지 알게 되었으면, 답변 물체를 맞추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면, 이미지에서 후보 물체들이 segment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을
맞추면
된다.
평가가
객관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정확도라는 평가 지표로 평가하기에 좋다. 이 질문자와
답변자를 모두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것이 GuessWhat?!
인공지능 문제의 목표이다. GuessWhat?!을 제안한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서는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의사 결정,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인공지능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었다.
GuessWhat?!에서는
이
문제를
학습
기반으로
학습하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이미지와 후보 물체 및
답변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GuessWhat?! 문제를 실제
사람들이 질의 응답한 데이터셋을 제공한다.

첫 번째 질문: “왼쪽에 있니?”
답변: 3분의 1사면에 있는 경우, yes. 3분의 2사면에
있는 경우, N/A. 3분의 3사면에 있는 경우, no.
두 번째 질문: “위쪽에 있니?”
답변: 3분의 1사면에 있는 경우, yes. 3분의 2사면에
있는 경우, N/A. 3분의 3사면에 있는 경우, no.
세 번째 질문: “왼쪽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는
왼쪽에 있니?”
…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의 경계에 대하여, 학습을 할 수도
있다. 물체는 주로 왼쪽보다는 가운데에 더 많이 있다.
우리는 학습 데이터의 통계치를 통하여, 왼쪽에서 첫
41%의 공간에 전체 물체의 1/3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59% 이후 공간은 전체 물체의 1/3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물체의 위치를 탐색할 수 있다. 위치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경우,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을 때, 이러한 탐색은 최적 탐색을
보장하게 된다. 우리는 이 방법을 fine-tune 방법이라고
지칭한다.

3. 제안하는 방법
우리는 질문자와 답변자가 특정 물체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공유하고 있다면 GuessWhat?! 문제가 나무
탐색 문제와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한다. 특히, 정답을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정답 물체의 후보가 평균 9개
전후로 적어서, 현재 수준의 기술이나 인간 수준의
기술에 비하여, 알고리즘이 마주하게 되는 문제의
난이도가 낮다. 이러한 특성들은 인공지능의 깊은
사고와 딥러닝의 다양한 처리 없이도, GuessWhat?!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끔 한다.

혹자는 이러한 방법과 실험 결과가 GuessWhat?!
문제에 대한 부정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한
주장은 일리에 맞고 사실에 가깝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위치에 대한 질문이 GuessWhat?! 문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GuessWhat?!에서 사람 역시 흔히 하는 질문 유형으로
특별히 cheating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는 가장 규칙 기반 방법 중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물체의 위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실제 알고리즘은 물체의 좌표에 대해
묻는 형식이 된다.

738

2017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또한, 제안한 방법론은 위치 기반 질의가 아닌 다른
질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는 크기 기반 질문, 혹은
색에 대한 질문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강력한
물체 인식 성능을 바탕으로, 특정 물체인가 아닌가? 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지 않으면서도, 기계적으로 경우의 수를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림 2. GuessWhat?!의 실제 기대되는 문제 상황의
도식. 단순히 성능을 높이는 것 만으로는 완결성 있는
인공지능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실험 결과 및 논의
표 1은 기존 방법과 우리의 방법의 성능 차이를
보여준다. fine-tune에 대한 성능 보고는, 우리의
간단한 방법이 학습과 융합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아주 약간의 성능 개선이 있었다.
이미지와 segmentation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위치 기반 질의 응답은 아주 강력한 성능을 보고한다.
segmentation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segmentation에
대해 완벽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위치 기반
질의 응답은 아주 강력한 성능을 보고한다. 정보를
질문자와 답변자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픽셀 단위로 물어보는 경우, optimal한
search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Segment oracle은 이와
같이, 사전에 정답 물체의 후보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본 방법의 성능이다.
GuessWhat?!을
제안한
연구
[1]에서는
baseline으로서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 신경망 기반
방법을 제안했다. 이것은 컨볼루션 신경망과 순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여, 질문 문장 생성도 순환
신경망으로 하고, 그 답변도 신경망 기반 분류 모델로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성능은 상당히 낮았으며,
심지어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큰 개선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결론을 보고 하였다. 후속 연구로
강화학습을 사용한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큰 개선이
있지는 않았다 [6]. 우리의 분석에 비추어 보면,
개념적으로 GuessWhat?! 문제가 네 다섯 번 정도의
질문 기회로 충분하기 때문에, 복잡한 강화학습의
탐색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질문자가 던지는 질문이 사람의 상식에 크게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비록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질문자와
답변자는
GuessWhat?!에서 좋은 성능을 내겠지만, 인간과는
대화할 수 없다. 따라서, 질문자가 던지는 질문이
사람이 던지는 질문과 유사하며 또한 인간이 잘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답변자는 인간이 던지는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후자는
전통적인 이미지 기반 질의 응답 문제에 대응되어,
전자와 별도의 문제로 생각될 수 있다. 그림 2는
이러한 이슈를 반영한 GuessWhat? 문제의 목표를
도식화하고 있다.

5. 결론
GuessWhat?!은 인공지능 게임을 만들기 위한 훌륭한
새로운 시도였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GuessWhat?!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 번의 질문 만에 state-of-the-art 성능을
넘고, 다섯 번의 질문 만에 인간 수준의 성능에
도달하는 solver를 개발하였다.
더 나아가 GuessWhat?! 문제가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 지, 이것이 어떻게 규칙 기반과 신경망 기반
시스템의 결합된 인공지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의 후속 연구에서 우리는 정보이론적인 관점에서
GuessWhat?! 문제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지 탐구할
것이다. 이럴 바탕으로, 지식 기반과 신경망 기반을
결합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현 알고리즘보다 더
적은
질문을
가지고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고,
GuessWhat?!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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