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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PR 2017에서 GuessWhat 이라는 게임이 데이터세트와 함께 제안되었다. 이 게임은 스무고개 형식
으로 주어진 이미지 속에 정답 물체를 찾는 게임이다. 이 게임의 진행에 있어 적절한 질문을 생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GuessWhat 게임의 성능 향상 위해 attention을 사용하여 목표지
향적 질문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GuessWhat 게임에서 질문 생성은 정답을 찾기 위해 목표
지향적인 질문을 생성해야 한다. 이미지 안에서 정답 물체를 찾기 위해 후보 물체들의 개수를 추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목표이다. 목표 지향적인 질문 생성을 위해 이미지 정보를 가지
고 attention을 주도록 학습하는 방식의 질문 생성 모델을 고안하여 실험해 보았다. 추가된 attention 모
듈은 이미지 후보군을 줄이는 방향으로 형성된 질문 데이터셋을 잘 학습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attention이 없는 모델에 비해 목표지향적 학습이 잘 이루어 졌으며 그에 따른 성능이 향상되었다. 이 모
델을 이용 혹은 확장하여 더 나은 GuessWhat 게임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목표 지향적인 질문생성 문제를
다룬다. 단순히 문장 정보만 가지고 다음 질문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속에서 정답 물체를
찾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질문을 생성하는 것이다.
목표지향 문장생성 문제는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 분야를
GuessWhat[1] 이라는 특정 문제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GuessWhat 게임은 Guesser와 Oracle이라고 불리는
두 AI agent가 풀어가는 문제이다. 하나의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미지가 담고 있는 하나의 정답 물체에
대해서 Guesser가 답을 찾을 때까지 질문을 하고,
Oracle은 그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질문과 답변 세트를 통해서 Guesser가 어떤 물체가
정답인지 추론하는 게임이다. Guesser는 여러 개의
후보 물체중에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후보군을 줄이는
방향으로 질문을 생성해야 한다. 이 문제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목표 지향적인 질문을 생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다룬다.
딥러닝에서 질문생성 문제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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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있는 분야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Sequence-toSequence (Seq2Seq)[2] 라는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Recurrent Neural Networks (RNN) 의 Long Short-term
Memory (LSTM)[3] 를 사용하여 입력 문장을 encoding
하고 encoding 된 feature를 다시 decoding 하여
원하는 질문을 생성하도록 학습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확장하기
좋아 많은 파생 모델이 제안되어 왔다. Seq2Seq
모델은 encoder와 decoder의 LSTM 층으로 두개의
층을 두었지만, GuessWhat에서 기본모델로 제안하고
있는 모델은 LSTM 층을 여러 층으로 쌓아 Seq2Seq를
더 깊게 학습 하여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
모델이다.
이러한
모델을
확장하여
GuessWhat의 기본 모델보다 성능이 향상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미지와 질문 정보를 처리하는 접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 이미지와 문장 feature를 외적 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이 feature는 차원이
너무 크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 외적을 근사하는
방식인 두 feature를 Hadamard product 처리하여
차원을 유지하는 방식이 있다.[4] VQA에서 이 방식은
이미지 feature에 Attention을 주는 형식으로 접근을
했으며 GuessWhat 의 질문생성 모델에서도 이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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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모델을 제안한다.
질문생성 모델을 포함한 문장 생성 모델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명확하지 않다. 본 논문은 질문
데이터와의
유사도를
BLEU
score[5]
와
Perplexity[6]로 측정하여 Seq2Seq 모델과 비교해
보았다. 이 지표는 얼마나 후보군을 추리는 방향의
문장생성
형태의
테스트
데이터로
얼마나
목표지향적으로 다음 문장 생성하도록 유도했는지를
나타내게 된다.

된다.
이 모델은 이미지 feature를 통해 문장 feature에
attention을 주는 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기본적인
모델과
단순히
feature를
합치는
concatenation 방식보다 나은 성능으로 후보군을
추려낼 수 있는 방식의 다음 질문을 생성하는 것을
다음 실험을 통해서 확인 해 보았다.

2. 질문 생성 모델
2.1 기본 모델
GuessWhat[1] 논문에서는 질문과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한
기본
모델을
제안했다.
기본적인
틀로
Hierarchical Recurrent Encoder-Decoder (HRED)[7]
모델을 질문 생성 모델로 채택했다. 이미지 데이터는
VGG16 network[8] 를 이용해 이미지 feature를
추출했다. 질문 생성 모델의 encoder 부분에서 질문
데이터의 feature를 뽑아 낸 것을 이미지 feature와
concatenation으로 이어 붙이고 이것을 decoder의
input으로 사용하였다. 이 기본 모델은 질문과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 질문 생성하여 인간이 답변했을 때
38.7%의 오차를 낸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아직
개선될 여지가 많이 남아있음을 말해준다.
기본 모델은 이미지 feature를 사용했지만, 질문과
답변 대화를 통해 추려낸 후보군의 정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만약 후보군을 추려낼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한다면 질문 생성 모델이 개선된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 주의적 목표지향 질문 생성 모델
3. 실 험
3.1 데이터 및 실험
실험에는 GuessWhat[1]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
데이터는 웹사이트[9] 에서 제공되는 GuessWhat
게임을 통해 얻어낸 데이터로 MSCOCO 이미지, 질문
답변 세트, 물체 정보 등의 135,400개 (2017년 4월
기준) 데이터를 보유 하고 있다. 본 실험은 이 중 질문
답변 세트, 이미지 데이터만 사용을 하게 된다.
실험은 생성된 질문이 얼마나 목표 지향적인 질문을
만들게 되었는지 평가되었다. 목표 지향적인 질문의
기준은 사람들이 GuessWhat 게임을 하면서 목표
지향적인 질문 데이터를 쌓은 것 기준으로 얼마나
유사한 문장을 만들었는지 BLEU score와 Perplexity
계산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BLEU score는 예측한
문장과 게임을 통해 수집한 목표지향적 문장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Perplexity는 얼마나 데이터 분포에
맞게 모델이 설계되었고 학습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2.2 Attention을 반영한 모델
제안하는
모델은
이미지
feature를
이용해서
Attention을 주기 위해 Hadamard product 를 사용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mage feature를
이용해 질문 feature에 Attention을 주는 모델이다. 먼저
이미지 feature는 pretrained VGG16의 마지막 층에서
추출한 비선형 함수를 거치치 않은 feature를 사용했다.
질문 feature는 Seq2Seq의 encoder 부분을 거쳐서
나온 마지막 결과값을 질문의 feature로 사용했고,
이미지와 문장 feature를 각 fully connected layer를
거쳐 dimension을 맞춰주었다. Image feature는
attention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hyperbolic tangent
비선형 함수를 거치게 된다. 두 feature를 Hadamard
product 연산을 거쳐 새로운 Attended feature를 얻게
된다. 이 feature를 Seq2Seq의 decoder 부분에 넣어
주게 되고 이미지 featur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decoder의 모든 input과 Hadamard product를 거치게

3.2 실험 결과
제안된 모델에서 핵심인 Feature 처리방법의 성능을
보기 위해 문장생성모델은 Seq2Seq 모델로 고정하고
각 처리방식에 따른 성능 변화를 관찰했다. Seq2Seq의
학습 방식은 AdaDelta optimizer[10]를 사용했고, R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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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der와 decoder의 hidden unit의 차원은 512, word
embedding 차원은 300으로 고정하여 실험하였다.
Feature와 처리 방식에 따른 BLEU score와 Perplexity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의 수치는 학습이 수렴했을 때 13만개의
데이터
안에
한
epoch안에서
계산한
수치의
평균값이다.
수치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Hadam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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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를 사용한 제안된 모델에서 BLEU score가 가장
좋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Perplexity에도 알 수 있듯이
제안된 모델이 가장 데이터 분포와 적합하게 학습이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이미지와 문장 feature를
concatenation 시킨 결과보다 문장 feature만 사용한
결과가 더 나은 결과를 낸 것으로 보아 제안된 모델이
이미지 feature를 사용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역으로 이미지 feature를 잘
결합하여 문장을 생성했다고 볼 수 있다.
언어 모델을 BLEU score와 Perplexity 만으로
평가했을 때 일정한 수치를 뽑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평균값의 경향성을 봤을 때 GuessWhat
게임에서의 목표지향 언어생성에 향상된 결과를
얻어냈다.
4. 결 론
제안된 모델이 기존 방법과 비교했을 때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성능 측정 방식에서 우수함을
보였고, 본 논문에서는 명확한 지표가 될 수 없어
보여주지 않았지만 비교한 방식에 비해 의미가 담긴
목표지향적 문장을 더 잘 생성해 낸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추후 설문조사를 통해
얼마나 문장을 더 잘 생성했는가에 대한 결과를 수치화
해볼 계획이다.
아직은 이미지와 문장 feature를 결합하는 방법에
집중적으로 적용해보고 실험해 보았지만 아직 완벽한
목표지향적 문장생성을 하기에는 보완해야할 점이 많이
남아있다. 문장생성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HRED, Mutlit-resolution RNN (MrRNN)[11] 등과
같은 더 복잡한 질문생성 모델을 적용시켜 문제를 해결
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문장에 혹은 이미지에
어떻게 Attention이 반영되었는지 연구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을 얻어내는 연구를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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