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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연구자들은 시각 대화 문제에서 시각 참조 해결이라는 하위 문제를 다루었다. 시각 참조 해결은 주어진 질문에서
의미적으로 모호한 표현들을 명확히하고 해당 표현을 주어진 이미지에서 찾아 내야하는 문제이다. 기존의 접근법은 현재 주
어진질의에대한시각적주의를계산하기위해이전대화의시각적주의정보를명시적으로이용한다. 본논문에서는이전의
시각적주의정보를이용하지않고시각적참조를해결할수있는순차적주의기반신경망을제안한다. 해당연구에서제시하는
신경망은시각대화문제에서기존의최첨단접근방식보다우수한성능을보인다.

1 서론

시각 대화[1]는 질문자와 답변자가 주어진 사진에 대해 반복

적으로 묻고 답하는 대화문제로, 시각 질의응답(Visual Question

Answering)[2]의일반화된버전으로소개되었다. 시각질의응답과

는달리시각대화는하나의사진에주어진복수개의질문에답해

야하며질문들은의미적으로의존적인특성을지닌다. 예를들어

“민수는뭐하고있니?”, “그는어디에있니?”처럼의미적으로같은

인물을지칭하지만표현이다른경우가존재한다. 두번째질문에

답하기위해서는그가누구인지를이전대화를통해명확히하는과

정과사진과해당정보를결합하는과정이필요하다. 이러한문제

를시각참조해결문제라고부른다.

본연구에서는두종류의순차적인주의신경망(참조주의신경

망, 탐색 주의 신경망)을 이용하여 시각 참조 해결문제를 다룬다.

참조주의신경망은이전대화정보와현재질의정보의유사도를계

산하여맥락정보를계산하는역할을수행하며,탐색주의신경망은

참조주의신경망의출력으로나온맥락정보와사진정보사이의유

사도를계산하여시각참조해결을수행한다. 순차적주의기반신

경망은모호한질문을받았을때에이전대화를기억해내어질문을

맥락화하고맥락화된정보와사진을이용하여질문에답변하는인

간의대화전략을모사한다.

2 관련연구

관련 연구로는 주의 메모리[3], 재귀적 시각 주의 신경망[4] 을

이용한접근법이존재한다. 주의메모리는이전대화의시각적주

의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현재 주어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유

용할것으로판단되는메모리정보를회수한다. 해당메모리정보

를이용하여현재주어진질문의시각주의정보를계산한다. 재귀

적 시각 주의 신경망은 현재 주어진 모호한 질문을 명확히하기 위

하여이전대화를재귀적으로거슬러올라가면서시각적주의정보

를 회수한다. 이처럼, 시각 참조 해결 문제를 다루었던 기존 접근

방법들은공통적으로과거대화의시각적주의정보를이용하여현

재대화의시각주의정보를계산하였다. 그러나인간기억구조연

구[5, 6]에 따르면, 인간의 시각 감각기억은 망각 특성으로 인하여

모든시각적주의정보를기억하지못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인

간의기억메커니즘을고려하여이전대화의시각적주의정보에의

존하지않고시각참조문제를다루는신경망을제시한다. 순차적

주의기반신경망은시각적주의정보가아닌이전대화정보를이용

한다. 해당모델링은인간이모호한질문을받았을때급격한망각

특성을지니는시각적주의정보를이용하기보다는언어적인대화

정보자체를이용할것이라는가정으로부터출발한다.

3 순차적주의기반신경망

본 연구에서는 이전 대화의 시각적 주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이

용하지 않고 시각 참조를 해결할 수 있는 순차적 주의기반 신경망

을제시한다. 순차적주의기반신경망은참조주의신경망과탐색

주의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 주의 신경망에서는 주어진

질문과이전대화정보와의의미적유사성을계산하여질문정보를

맥락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탐색 주의 신경망은 참조 주의 신경

망의출력정보를이용하여사진의각부분과의유사도를계산하여

시각적주의정보를계산한다.

3.1 참조주의신경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참조 주의 신경망은 이전 대화 내용과

현재 주어진 질의의 의미적 유사도를 계산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구체적으로참조주의신경망에서는멀티헤드주의신경망[7]을이

용한다. qt와Mt = {hi}t−1i=0는각각 t번째대화에서의질문과이전

대화내용에대한표상을나타낸다. qt와Mt는서로다른학습가

능한 사영행렬에 의해 dref 차원으로 사영된다. 그리고 이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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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각참조해결을위한순차적주의기반신경망구조

지의사영된행렬들의내적을계산하고소프트맥스활성화함수를

이용하여이전대화각부분에대한주의값을계산한다.

headn = Attention(qtW
q
n ,MtW

m
n ) (1)

where Attention(x, y) = softmax(
xy>√
dref

)y (2)

해당 수식에서 사영 행렬의 차원은 W q
n ∈ RL×dref과 Wm

n ∈
RL×dref를나타내며 L값은각표상에대한차원을 의미한다. 또

한, 위에 제시된 주의 연산은 h번 수행되어 해당 결과 값을 모두

접합하고사영행렬에의하여사영된다. ⊕은접합연산을의미하고
W o는 hdref × L차원의사영행렬을의미한다.

et = (head1 ⊕ · · · ⊕ headh)W o (3)

ct = et ⊕ qt (4)

멀티헤드주의신경망을이용하여위의연산과같이 ht를계산하고

최종적으로질문에대한표상 qt를더하여맥락정보 ct를얻는다.

3.2 탐색주의신경망

탐색주의신경망은참조주의신경망의출력으로나온맥락정보

와사진정보와의의미적유사성을학습한다. 구체적으로맥락정보

와사진의국부적인영역들사이의주의값을계산한다. v ∈RK×V

와 ct ∈ R2L를각각사진표상벡터,맥락정보를의미한다. 우선두

가지정보를 dfind차원으로사영하고사진의국부적인영역들과맥

락정보간의주의값을계산한다.

rt = fv(v)� fref (ct) (5)

αt = softmax(rtW
r + br) (6)

fv(·)와 fref (·)는 dfind 차원으로사영하는두층의퍼셉트론을

의미한다. 또한, W r ∈ Rdfind×1는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위

한사영행렬이다. �은행렬의요소별곱셈을의미한다. 해당과정

을 통해 주의 값 αt을 계산하고 사진 표상벡터와의 가중합을 통해

국부적인영역의표상을얻는다.

v̂t =
K∑
j=1

αt,jvj (7)

ut = f ′v(v̂t)� f ′ref (ct) (8)

f ′v(·)와 f ′ref (·)는 dfind 차원으로사영하는다른두층의퍼셉트론

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ut는 순차적 주의기반 신경망의 출력이

되며,해당표상은질문의후보답변을결정하는과정에이용된다.

4 실험결과

표1은시각대화문제에서의기존접근방법과의성능비교를나

타낸다. 성능 비교 항목은 총 6개이며, 3개의 핵심적인 지표에 대

하여 순차적 주의 기반 신경망이 기존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

다. 시각 대화문제의 각 질의에 대한 후보 답변은 100개이며, 100

개의후보답변의순위를매기는방식으로학습이진행된다. R@1,

R@5, R@10의경우, 100개의후보답변중대화에이전트가정답

답변을위치시킨순위에대한값을의미하며 R@10의경우정답이

10위 내에 존재할 확률을 의미한다. Mean 값의 경우, 100개의 후

보 중 정답의 평균 순위를 의미한다. MRR은 각 질의에 대한 정

답순위를Mean Reciprocal Rank를이용하여계산한결과, NDCG

는정답답변과관련된답변을고려한지표를의미한다. NDCG와

R@1에서 기존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은 순차적 주의

기반 신경망이 정답 답변과 관련된 답변의 순위와 정답 답변을 1

위로위치시킨비율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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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DCG MRR R@1 R@5 R@10 Mean

LF 0.4531 0.5542 40.95 72.45 82.83 5.95
RvA 0.5559 0.6303 49.03 80.40 89.83 4.18
Ours 0.5711 0.6315 49.31 79.45 89.15 4.48

표 1: 기존접근방법과의시각대화문제성능비교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시각 대화문제에서 시각 참조 해결을 위한 순차

적 주의기반 신경망을 제시하였다. 순차적 주의기반 신경망은 참

조주의신경망과탐색주의신경망을순차적으로이용하여모호한

질의에대한맥락화를진행하고,맥락화된정보와사진정보사이의

의미적 유사성을 학습한다. 순차적 주의기반 신경망은 시계열 데

이터를다루는문제들에서더욱풍부한표상을학습하는방법을제

시하였다. 또한, 기존에 제시된 모델보다 순차적 주의기반 신경망

모델이시각대화문제에서더욱좋은성능을보였다.

순차적 주의기반 신경망의 경우 모든 질의에 대하여 맥락화 및

사진정보 사이의 의미적 유사성을 학습한다. 향후 연구로서는 의

미적으로완벽해보이는질의에대해서는이전대화내용을참고하

지않는등의대화전략을고려한모델설계를목표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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