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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시각 질의응답(Visual Question Answering) 문제는 이미지에 존재하는 물체의 특성, 물체와 물체 사이의 관계 등
주로이미지에나타난물체의표면적인지식만을다루었다. 본연구에서는이미지에존재하는객체에대한일반적인지식을결
합하여보다심층적인질문에답변할수있는지식을요구하는시각질의응답(Knowledge-aware Visual Question Answering)
문제를 다룬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그래프 기반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외부 지식 그래프에서 질의와 관련된
사실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사실과 질의 사이의 상호 관계성을 추론하여 질의응답을 수행한다. 제안하는 모델을 KVQA
데이터셋에 적용한 결과, 정량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능 향상을 관찰하였으며 정성적으로 다양한 질의 유형에 대해 합리적인
추론을도출함을확인할수있었다.

1 서론

시각질의응답은이미지의내용에대해묻는질의에대한정답을

추론하는문제이다. 2015년에처음제안된시각질의응답연구 [1]

는이미지가포함하고있는시각적인정보를정확하게추론하는문

제에 초점을 맞추며, 주로 이미지에 나타난 물체들의 시각적인 지

식(예를들어,이미지에존재하는물체의이름이나속성,위치관계

등)을다루었다. 최근에는시각질의응답문제의활용성과범용성

을높이기위해,이미지와관련된일반적인지식그래프를결합하고

이를활용하여추론을수행하는시각질의응답문제가제안되었다.

P. Wang. et al [2]은이미지에존재하는보통명사(common noun)

에 대한 상식 지식을, S. Shah. et al [3] 은 이미지에 존재하는 고

유한 개체(named entity)에 대한 세계 지식을 각각 시각 질의응답

문제에결합하였다. 이를통해물체의분류(taxonomy)또는쓰임,

인물의나이또는직업등에대해묻고답하는보다실용적인질의

응답이가능해졌다.

지식 그래프 기반 시각 질의응답 문제는 질의와 함께 주어지는

지식그래프의양이매우많고,그래프내의연결관계가희소하다

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질의응답을 정확하게 수행하기위해, 노드

의수에비해에지의수가매우적은지식그래프에서필요한정보

를효율적으로추출할수있는방법론이요구된다. 본논문에서는

방대한양의지식그래프에서질의응답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부

분그래프를지식단위(fact)사이의연결관계를보존하며추출하는

방법을제안한다. 또한,그래프신경망알고리즘중희소한연결관

계를고려하며부분지식그래프와질의문사이의상호관계를추론

하는 하이퍼그래프 주의 네트워크(HAN)를 적용한다. [3]에서 소

개한 데이터 셋에 대해 시각 질의응답을 수행한 결과, 정량적으로

평균 6.6% 이상의 질의응답 성능의 향상을 관찰하였으며 다양한

질의유형에대해합리적인추론을수행함을확인할수있었다.

2 방법론

본논문에서는지식을요구하는시각질의응답문제를해결하기

위해시각질의응답문제를위해제안된하이퍼그래프주의네트워

크(Hypergraph Attention Network; HAN)를활용한다 [4]. 우리는

하이퍼그래프 주의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2.1절과 2.2절에서 지식

그래프와질의그래프에서각각하이퍼에지세트를추출하고, 2.3

절에서 추출된 지식 하이퍼 에지와 질의 하이퍼 에지의 상호 연관

성을고려한멀티헤드주의기제를적용하여정보를결합한다. 이

후, 결합된정보를바탕으로주어진질문에대한답변을추론한다.

제안모델의전반적인작동기제는그림 1과같다.

2.1 지식하이퍼에지추출

우리는 주어진 지식 그래프 Gk에서 그래프 보행(Graph walk)

을통해관련된지식정보를추출한다. 이때, 지식이삼중항형태

(예를 들어, {주체-관계-객체})로 표현되므로 그래프 보행의 기본
단위를 삼중항을 표현하는 하이퍼 에지로 고려한다. 또한 그래프

의모든사실정보가질문을대답하는데필수적인단서가될수있

기 때문에 그래프 보행은 연결된 모든 에지를 고려하는 비 확률적

인 방식으로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에 존재하는 사람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의응답을 수행해야 하므로, 그래프 보행을 위

한 시작노드로 이미지에 존재하는 사람 노드가 주어진다. 그래프

보행을수행하면시작노드 vi가주어졌을때, 시작노드와연결된

모든 에지를 고려한 다중 삼중항 {vi, vj , vk}이 경로로 추출된다.

그래프보행이반복되면,도착노드 vk가새로운시작노드가되어

같은절차를반복한다. 따라서 n번의절차를반복한다면, n-hop그

래프보행의경로가구성된다(예를들어, 2번의절차를반복한다면

{vi, vj , vk, vl, vm}의경로추출). 각각의경로는단어의배열로이

루어지며지식하이퍼에지세트 HEk로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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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이퍼그래프주의네트워크의개요. (a)열은주어진이미지와이미지에대한질문 Q,주어진지식그래프 Gk를의미한다. (b)
열의지식그래프 Gk와질의그래프 Gq를기반으로 (c)열에서그래프보행을수행하여하이퍼에지집합을추출한다. (d)열에서는추
출된지식하이퍼에지집합HEk와질의하이퍼에지집합HEq 사이의상호연관성을고려한멀티헤드주의기제를적용하여정보를

결합하고, (e)열에서질의에대한답변을추론한다.

2.2 질의하이퍼에지추출

우리는 2.1절과 동일한 방식을 활용하여 질의 하이퍼 에지를 추

출하기 위해, 질의 그래프를 구성한다. 질의 그래프 Gq는 질문의

각 단어가 노드가 되고, 질의에서 인접한 노드가 연결성을 가지는

그래프를의미한다. 우리는질의그래프Gq에서 2.1절에서소개한

그래프보행을적용하여질의하이퍼에지세트 HEq를구성한다.

질의 그래프에서는 질의 문장의 단어 중 무작위로 시작 노드가 선

택된다.

2.3 주의집중기제를적용한답변도출

본절에서는지식하이퍼에지세트HEk와질의하이퍼에지세

트HEq 사이의상호연관성을고려하기위해주의집중기제를적

용한다. 먼저, 하이퍼 에지의 각 단어 토큰을 단어 임베딩 행렬을

적용하여 밀집된 표현(dense representation)으로 나타낸다. 이후,

각하이퍼에지에포함된단어를연결(concatenation)한후단일순

방향신경망(feed-forward network)을적용해 w 차원의벡터로표

현한다. 즉, Nq와Nk가각각지식하이퍼에지와질의하이퍼에지

의개수라면,지식그래프하이퍼에지세트HEk는Mk ∈ RNk×w

로, 질의 그래프 하이퍼 에지 세트 HEq는 Mq ∈ RNq×w로 표현

된다. 이후, 두 하이퍼 에지 세트 사이의 연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5]에서 제안한 Bilinear Attention Network(BAN)을 활용하여 상

호주의맵(co-attention map) A를구성한다.

A = softmax(W ◦ (MqWq)(M
kWk)

>
) (1)

이때, Wq,Wk ∈ Rw×d, W ∈ RNq×Nk 는학습가능한매개변수

이고, ◦는 요소 별 곱(element-wise multiplication) 이다. 두 하이

퍼 에지 세트 표현 Mk와 Mq는 상호 주의 맵을 기반으로 식 2와

같이결합된다.

zk = (MqWq)k
>A(MkWk)k (2)

이 때, 아래 첨자 k는 각 행렬의 k번째 열 벡터의 인덱스를 의미

한다. 멀티 헤드에 의해 각각 결합된 g개의 최종 표현 z[·]은 연결

(concatenation)되고,단일순방향신경망을통해답변예측에사용

된다.

2.4 손실함수

2.3절에서최종적으로모델은미리정의된답변어휘중가장확

률이높은답변을선택하게된다. 우리는모델의학습을위해추론

된답변과실제답변사이의음의로그우도(negative log likelihood)

를손실함수로사용한다.

3 실험

3.1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지식을 요구하는 시각 질의응답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KVQA 데이터를 사용한다. KVQA 데이터는 24,602개의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추출된이미지와이미지에대한캡션,

18,880개의고유한개체명에대한 183,007개의질의응답으로구성

된다. 해당데이터는Wikidata를기반으로구성된고유한개체명에

대한 174,006개의사실로이루어진지식그래프를함께제공한다.

3.2 결과

KVQA데이터셋에대한시각질의응답의정량적수치는 1과같

다. 특별히 주목할만한 결과는 위키피디아 이미지에 대한 캡션을

사용한 경우(+wikiCap)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wikiCap)의 성능

차이이다. 표 1에서 MemNet†의 경우 캡션을 함께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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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메모리네트워크모델(MemNet†)과제안하는하이퍼그래프주의네트워크(Ours)모델이추론한질의응답의예시

표 1: KVQA 데이터에 대한 정량적 실험 결과. WikiCaps는 주
어진 이미지에 대한 위키피디아 캡션의 사용 여부를 의미한다.
BLSTM및MemNet의성능은 [3]에보고된수치이며,우리는비교
실험을위해MemNet†을재구현하였다.

Model -wikiCap +wikiCap Mean
BLSTM - - 51.0
MemNet - - 59.2
MemNet† 69.09 68.82 68.96

Ours 73.32 73.74 73.53

(+wikiCap)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wikiCap)에 비해 성능이 소폭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그림 2의 실제 예시를 살펴보았을

때, 질의응답이 위키피디아 캡션이 아닌 지식 그래프의 사실에 근

거하기때문에위키피디아캡션을고려하는것이오히려노이즈효

과를야기한것으로추측된다.

지식을 요구하는 시각 질의응답 문제에 대한 실제 추론 결과는

그림 2과 같다. 해당 그림에는 이미지와 위키피디아 캡션과 함께

주어진 질의에 대해 MemNet†와 제안 모델이 유추한 답변이 표시
되어있다. 해당결과를분석해보았을때,본연구에서활용한하이

퍼그래프 주의 네트워크 모델이 보다 다양한 질의 유형에 대해 합

리적인추론을도출함을확인할수있다.

4 결론및논의

본논문에서는지식을요구하는시각질의응답을위해하이퍼그

래프 주의 네트워크를 적용하였다. 하이퍼 그래프 주의 네트워크

는그래프보행을통해매우큰외부지식그래프로부터필요한정

보를추출하고,추출한지식하이퍼에지와질의하이퍼에지사이

의구조적의미매칭을통해질의에대한정답을추론하였다. 해당

모델은특히그래프의노드수가많고,그연결이매우희소한지식

그래프의표현을다룸에효과적이다. 향후연구로서는두개이상의

지식그래프를결합하여보다다양한질의응답을수행하는것이며,

이때그래프의크기가커짐을반영하여계산론적관점에서의확장

성고려가중요할것으로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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