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질의응답을위한사람과기계의시각적주의집중분석
이혁기◦1,허유정2,장병탁1,2,3

서울대학교인지과학협동과정1,서울대학교컴퓨터공학부2,서울대학교 AI연구원3

{hklee, yjheo, btzhang}@bi.snu.ac.kr
A study on analysis of human and machine visual attention map for Visual Question

Answering
Hyuk-Gi Lee◦1, Yu-Jung Heo2, Byoung-Tak Zhang1,2,3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gnitive Science1,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2
AI Institute (AIIS), Seoul National University3

요 약

이미지에대한질의응답(Visual Question Answering, VQA)은인공지능의시각,언어적처리를동시에수행해야하는멀티
모달 학습 문제의 한 예시 이다. 최근 이미지 질의응답 문제에 사람의 선택적 주의 집중 기제를 모방한 주의 기제(Attention
mechanism)가도입되면서주목할만한성능의향상이보고되었으며,이후주의기제를보다정확하게적용할수있는다양한
방법론이연구되고있다. 본논문에서는주의기제의관점에서사람의시각집중지도와기계가생성한시각집중지도의상
관관계를비교한기존연구를바탕으로사람의시각집중지도를기존주의기제모델에지도학습시키는방법론을제안한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기존 모델과의 시각 집중 지도의 상관관계 및 시각 질의응답에 대한 정확도를 비교 분석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을적용한결과,추론된모델의시각집중지도는사람의시각집중지도와의정량적상관관계가향상되었을뿐아니라
정성적으로도유사한양상을보였으며시각질의응답에대한정확도는유사한결과를보였다.

1 서론

이미지에 대한 질의응답(Visual Question Answering, VQA)은
주어진이미지에대해서자연어로묻고답하는문제로,인공지능의
시각,언어적처리를동시에요구하는멀티모달학습문제의한예
시이다. 최근사람이복잡한실세계데이터를처리할때주어진정
보에선택적으로집중하며효율적으로처리하는주의집중기제를

모방하는 기계학습 모델이 제안되었고, 주목할만한 성능의 향상을
보였다. 이후,주의집중기제와관련하여시각이미지에대한질의
응답을수행할때사람과기계가주의를집중하는지역의유사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과
기계가 주의를 집중하는 이미지 구역은 다소 차이를 보이며 낮은

상관관계를보였다 [1].
본논문에서는이미지질의응답을수행할때사람과기계의시각

적주의집중의상관관계를개선하고,이미지질의응답의정확도를
확인한다. A. Das et al. [1]이공개한이미지질의응답을수행하는
사람의 시각 집중 지도의 주석을 바탕으로 사람의 주의 기제를 직

접적으로지도학습시키는목적함수를제안하고,이를통해서사람
과기계가생성한주의집중지도의상관계수및이미지질의응답

에서의성능을비교분석한다.

2 관련연구

2.1 시각질의응답 (Visual Question Answering)

최근이미지에내포된복잡한의미를이해하기위한시각인공지

능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이미지질의응답(Visual
Question Answering)이이미지이해의수준을측정하기위해제안
되었다. 초기이미지질의응답연구는소수의제한된물체를다루
거나, 미리 정해진 형식의 질의만을 다루는 제한된 형태로 이루어
졌으나 [2], 이후 [3]에서 open-ended, free-form 형태의 이미지 질
의응답 데이터를 제안하며 실세계에 가까운 질의응답이 가능해졌

으며, 구체적인 성능 평가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수치적으로 각 모
델에대한성능비교가가능해졌다.

Question : 
What is growing in 
the background?

Attention 
Mechanism

Answer:
Tree

Human attention
map

Supervision
(MSE loss)

CNN
(VGG19)

LSTM
LSTMLSTM

CNN
(VGG19)
CNN

(VGG19)

그림 1: 기본 베이스 모델인 SAN에 사람의 주의 지도(Human at-
tention map)를타겟으로한손실함수를설정한구조

2.2 주의기제 (Attention mechanism)

주의 기제는 방대한 데이터 가운데 사람이 중요한 정보에 집중

해서효율적으로처리하는것을모방한것으로자연어처리분야인

기계번역에서처음제시되었다 [4]. 이후컴퓨터비전분야에서도
시각적 집중이 활발히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5], 이미지에 대한 질
의응답을해결하기위한모델에도적용되고있다 [6, 7]. [6]은질의
중정답과관련성이높은단어와이미지의지역을결합하는방식으

로 주의 기제를 적용하였으며, [7]는 질의를 단어, 어구, 문장 단
위로나누어각각에대해서관련성이높은이미지지역을결합하는

방식으로주의기제를적용하였다.

2.3 사람의주의지도 (Human attention map)

이미지 질의응답 문제에 주의 기제가 적용되는 한편, [1]에서는
이미지 질의응답 문제에 대해서 기계와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는

지역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A. Das et al. [1]
은 VQA데이터에대해서사람의시각집중이이루어진지역을지
도로 표시한 새로운 데이터인 Visual Question Answering-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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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Map(VQA-HAT)를제안하였다. 이미지의시각집중지
역에대한주석은사람이직접생성해야하므로데이터를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가 많지

않은단점이있다. T. Qiao et al. [8]은데이터가크지않다는한계
점을극복하기위해사람과유사한시각집중지도를생성하는 Hu-
man Attention Network(HAN)을제안하였다.

3 모델

3.1 Stacked Attention Network (SAN)

본 논문에서는 Stacked Attention Network(SAN) [6]를 시각 질
의응답의 기준 모델(baseline model)로 활용한다. SAN은 이미지
임베딩모듈,질의임베딩모듈,이미지와질의임베딩모듈을통해
추출된벡터에주의집중기제를적용하는모듈,총세가지모듈로
구성되어있다. 이미지임베딩모듈에서는미리학습된 VGG19모
델을사용하여이미지에서 512x14x14차원의이미지특징벡터를
추출하였다. 질의 임베딩 모듈에서는 자연어와 같은 순차 데이터
를 처리하기 용이한 LSTM 모델을 적용하였고 마지막 은닉상태를
질의 임베딩 벡터로 추출하였다. 이 때, 은닉상태의 크기는 1024,
층은 1개를 사용하였다. 주의 집중 기제 적용 모듈에서는 질의를
쿼리로 삼아 질의에 연관된 이미지 특징 벡터에 가중치를 주는 방

식으로주의집중기제를적용하였다. 주의집중기제에대한수식
은다음과같다.

hA = tanh (WI,AvI ⊕ (WQ,AvQ + bA))

pI = softmax (WPhA + bP )

위 식에서 vI와 vQ는 각각 이미지, 질의 임베딩 모듈에서 추출된
이미지임베딩벡터,질의임베딩벡터이며, W[·]와 b[·]은학습되는

가중치와바이어스(bias)값이고, pI는이미지에대한시각집중분
포를나타내는벡터이다.

ṽkI =
∑

i p
k
i vi

u = ṽI + vQ(k = 1)

uk = ṽkI + uk−1(k >= 2)

위식에서 ṽI는시각집중분포를나타내는 pI를기반으로하는이

미지 vI에 대한 가중합 벡터이며, u는 최종적으로 이미지 가중합
벡터 ṽI와질의임베딩벡터 vQ가결합된쿼리벡터이다. 위첨자
k는 주의 집중 층수를 나타내며, 본 실험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냈던 2개의주의집중층을사용한다.

3.2 Attention supervision loss

그림 1과같이 SAN을기준모델로활용하여추론된모델의시각
집중지도(Attention map)가사람의시각집중지도(Human atten-
tion map)와유사해지게유도하는지도학습손실함수를구성하였
다. 이때,사용되는목적함수는MSE(Mean-squared error)이다.

Lmse(I, q, αh) = (α
′

h(I, q) − αh)
2

위식에서 αh는사람시각집중지도를뜻하며, α
′

h는 SAN의마지
막주의집중층에서얻어진시각주의집중지도이다. I와 q는 α

′

h

과각각한쌍을이루는이미지특징벡터,질의특징벡터이다.

L = Lcls + λ Lmse

최종적으로모델을학습시키기위한목적함수는위와같이정의되

며, Lcls는 이미지 질의응답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한 목적함수이

고 λ는제어가능한변수이다.

4 실험

4.1 실험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시각 집중 기제를 학습하기 위해 VQA-
HAT [1]를사용하였다. VQA-HAT은 VQA 1.0데이터셋 [3]에제
시된이미지와질문에대해사람이직접응답을수행하면서나타난

시각 집중 특징을 이미지에 히트맵으로 표시한 데이터셋이다. 이
미지와질문이한쌍을이루며,각각 58,475쌍의훈련세트와 1,374
쌍의검증세트로구성된다. VQA 1.0은약 80k의훈련이미지, 40k
의검증이미지, 81k의테스트이미지로구성되었으며,각이미지에
대해서 3개의질문이주어지고각질문에대해 10명의사람이답한
10개답변으로이루어져있다.

4.2 평가지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시각 집중 지도의 상관성을 나타

내는 Mean rank-Correlation과시각질의응답의정확도지표를사
용한다. 먼저, Mean rank-Correlation은 정답으로 주어진 사람 시
각집중지도(Human attention map)와모델의시각집중지도(At-
tention map)사이의유사성을계산하기위해사용되며, Mean rank-
Correlation식은다음과같다.

Correlation =
1

3

(
1 −

6
∑3

i=1(α
′

h − αi)
2

n2(n− 1)

)
(1)

위식에서 n은 rank의개수로본실험에서는시각집중지도(Atten-
tion map)를 14x14로 구성하여 196 이다. VQA-HAT의 검증세트
는 1쌍의이미지,질의응답에대해서 3명의시각집중지도로구성
되어있으므로 3명의평균값을적용하기위해 1

3을곱해준다.
시각질의응답의정확도는주어진질문이Open-Ended이기때문

에 3명 이상의 사람의 답변과 일관되는 답변을 추론한다면 1의 정
확도를부여한다. 정확도지표의수식은다음과같다.

Accuracy = min{# humans provided answers

3
, 1} (2)

4.3 실험결과

모델 학습을 위해 제안된 목적함수의 제어 가능 변수인 λ 값을

변경하면서실험을했을때,표 1에서보듯이 λ값이커질수록모델

이 생성하는 시각 집중 지도(Attention map)와 사람 시각 집중 지
도(Human attention map)사이의상관성인Mean rank-Correlation
값이커짐을알수있다.
반면, 표 2에서 보듯이 모델의 시각 집중 지도를 훈련시키기 위

해 추가적인 목적함수를 구성하더라도 질의응답에 대한 정확도는

크게증가하거나감소하지않고유사한수준을보였다. 다만, λ값
이 특정값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기본 모델보다 성능이 일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목적함수의 비중이 시각 질의응
답에서정답을찾기보다는사람을모방한시각집중지도를생성하

는방향으로더초점이맞춰졌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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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is animal alive? Answer : yes Answer : no Answer : yes

Original Human attention No supervision With supervision

Are the jackets made of leather? Answer : yes Answer : no Answer : yes

Does the painting relate to the location? Answer : yes Answer : no Answer : yes

그림 2: 1열은원본이미지와질의, 2열은사람의시각집중지도, 3,4열은각각 supervision유무에따른모델의시각집중지도.

Model Mean rank-Correlation

Random [1] 0.000±0.001
SAN 0.191±0.005
SAN w/ supervision(λ = 0.5) 0.252±0.005
SAN w/ supervision(λ = 1.5) 0.289±0.005
SAN w/ supervision(λ = 3.0) 0.294±0.004
Human [1] 0.623±0.003

표 1: λ변수의변화에따른Mean rank-Correlation

Model Accuracy(%)

SAN 49.87
SAN w/ supervision(λ = 0.5) 49.99
SAN w/ supervision(λ = 1.5) 49.40
SAN w/ supervision(λ = 3.0) 49.45

표 2: λ변수의변화에따른 VQA 1.0에대한 Accuracy

5 결론

본논문에서는 VQA-HAT데이터를바탕으로주의기제를직접
적으로지도학습시키는목적함수를제안하고이를통한사람과기

계의주의집중지도의상관관계및 VQA성능을비교분석하였다.
VQA-HAT의 데이터가 VQA에 비해서 충분히 크지 않은 관계로
VQA에서의 성능은 최신 모델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성능을 보였
지만, 본 논문에서의 기초 모델과 비교해보았을 때 정량적 성능은
유사한수준을유지하면서도시각집중지도사이의상관성은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성적 결과를 보면 목적함수가
적용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사람의 집중 기제와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함을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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