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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각적질의응답(Visual Question Answering, VQA)은 2015년 Aishwarya Agrawal등이발표한 VQA[1]논문으로시작된
인공지능의 멀티모달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챌린지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미지
등 시각 자료와 질문 및 답변을 CNN과 어텐션 메커니즘 등 여러 기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VQA
를 비롯한 고수준의 챌린지에서 주어지는 질의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자료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대부분 다른
데이터셋에포함된정보를단어임베딩의형태로추출하여이를모델에추가하는방식으로해결하였다. 하지만질의에제대로
대답하기위해서는문제에서주어지지않는, 인간이라면대개가지고있을상식을필요로하는경우가있다. 따라서본논문
에서는 ConceptNet[2]이라는외부상식베이스에서연관지식을가져와정답을추론하는모델을소개하고자한다.

1 서론

딥러닝기반의기계학습과컴퓨터비전알고리즘들의발전은자

연어처리와같은분야에서이전의모델보다월등히좋은결과를보

여주고있다. 이러한딥러닝분야의발달과함께자연스레인간에

가까운 General-Intelligence를 발휘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도전

적인과제들이활발히제안돼왔다. 특히시각적질의응답(Visual

Question Answering, VQA[1])은 시각적 튜링 테스트(Visual Tur-

ing Test)의한형태로,한영상이주어졌을때모델을통해얼마나

자연스러운답변을자동생성할수있는지를평가하는과제이다. 이

러한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챌린지인 VQA를 비롯한 여러 챌린

지가 개최되면서 여러 모델이 개발되어 왔으나, 대부분 기존 모델

은일반상식을추론과정에서전혀사용하지않는다. 이러한모델

들은필연적으로인간수준의추론을하기에는부족함이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의와 연관된 지식을 외부 상식 베이스인

ConceptNet[2]에서추출하여답변추론에사용하는모델을제안한

다. 2절에서는 관련 배경지식으로서 VQA, 상식 기반 추론 학습,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기반이 되는 LXMERT[3]를

소개한다. 3절 및 4절에서는 모델의 구조 및 실험 방법과 결과를

설명하고, 5절에서는결론을논의한뒤마친다.

2 관련연구

2.1 시각적질의응답

시각적 질의 응답은 컴퓨터 비전과 대화 시스템의 결합을 통해

자연어 질문이 주어지면, 질의에 적절한 답을 자동생성하는 작업

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영상(이미지 등) 및 이와 관련된 일

련의 질의들이 주어진다. 초기의 VQA 모델은 자연어 질문을 인

코딩하는 LSTM과 영상을 인코딩하는 CNN을 합친 단순한 모델

이었다. 하지만문제해결을위해서는해당질의와연관된부분을

이미지에서 찾고 문맥 정보를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하기에,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질의에서 언급된 개체와 연관된 시각 영역을

찾아내는 단방향 및 양방향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Self-Attention에기반한트랜스포머(Transformers)[4]라

불리는구조를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며,본논문에서는트랜스포

머에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델인 LXMERT[3]의 구조를 변형한 모

델을사용하였다.

2.2 외부지식을참조한시각적질의응답모델

영상과 이와 관련된 질의들이 주어졌을 때, 답변을 올바르게 선

택하기 위해서는 영상과 질의에 포함된 정보 외에도 문제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지식도 추론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사진을주면서다른여러종류의질의와함께 ”이곳은동

물원인가, 해변인가?”를 묻는다면, 동물원이나 해변이 대략 어떻

게 생긴 곳인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듯 사전에 학습한

지식을통해질의에답하는인간의질의응답과정처럼인공신경망

모델에서도답변할때사전지식이필요함을알수있다.

대부분의공개지식베이스에서는 (subject, Predicate, Object)와

같은 Triplet구조로지식을포함하며 ConceptNet[2]이나 FreeBase

가대표적이다. 이들은Wikipedia등에서추출한다양한범용지식

관계를 일종의 그래프 형태로 저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Concept-

Net에서질의와연관된지식을추출해활용하는모듈을추가해답

변추론에더욱최적화된모델로접근하였다.

2.3 LXMERT[3]

LXMERT모델은각각영상과자연어를 Self-Attention과 Feed-

Forward Network로 처리하는 Single-Modality 인코더와, 두 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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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의 출력값을 입력으로 받아 블록 내부에서 교차 학습 후 마찬가

지로 Self-Attention과 Feed-Forward Network를 적용하는 Cross-

Modality 인코더로 이루어져 있다. 질의-응답에 대응하는 자연어

인코더에서는이를단어임베딩의형태로변환한뒤위치정보를더

한벡터로입력으로받고,시각자료에대응하는물체-관계인코더

에서는각물체(object)들의위치를 RoI(region-of-interest) feature

로변환한뒤위치정보를추가하여입력으로받는다. 이두개의인

코더에서나온결과(각각Vision feature와 Language feature라함)

를 Cross-Modality인코더에서최종적으로처리하며,이세인코더

는 Cross, Self-Attention, Feed-Forward Network등으로이루어진

같은 형태의 블록이 각각 NR, NL, NX번 쌓여 있는 구조이다. 원

논문[3]에서가져온모델의구조는그림 1과같다.

그림 1: LXMERT모델의전체구조

3 외부상식기반추론모델

3.1 제안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LXMERT[3]에 기

반한다. 섹션 2.3에서 설명하였듯이 LXMERT는 크게 Object-

Relation 인코더, 자연어 인코더, Cross-Modality 인코더로 이루어

져있다. 본논문에서는이와같은구조에더하여 1) ConceptNet[2]

에서 질의와 관련된 상식을 가져오는 블록, 2) 가져온 상식에서

답변에 도움을 주는 지식을 추출하는 인코더(이하 상식 인코더

라 함)를 추가한다. 상식 인코더에서 추출한 지식을 Common-
sense feature라한다. 또한 Vision feature와 Language feature만

을 교차하는 기존의 Cross-Modality 인코더를 변형하여, 3) Com-

monsense feature와 Vision feature를 교차하는 블록, 4) Com-

monsense feature와 Language feature를 교차하는 블록을 Cross-

Modality 인코더 내에 추가한다. 1-3)번 블록을 추가한 전체 모델

구조는그림 2와같다.

4 실험방법및결과

4.1 실험환경및방법

본문에 제시된 모든 실험의 정확도 결과는 2회 평균하여 기록

한수치이다. 기본적인실험방법은 LXMERT의저자팀이공개한

github에제시된방식을따르며, Geforce Titan X 1개의 GPU환경

에서진행되었다.

4.2 실험결과

첫 번째 실험에서는 ConceptNet[2]에서 제안한 새로운 단어 임

베딩인 Commonsense NumberBatch(무료 버전)를 단어 임베딩

의초깃값으로설정하여 LXMERT와비교하였다. 표 1는각모델

에대해 train, valid, best정확도(accuracy)를나타낸다.

표 1: 단어임베딩에따른모델의정확도실험결과

Accuracy LXMERT Commonsense NumberBatch

Train 84.27 84.29
Valid 69.85 69.87
Best 69.85 69.87

실험 결과를 보면 Commonsense NumberBatch 단어 임베딩을

사용한경우의정확도가조금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2회실험

한결과로그분산이매우작은만큼약간의차이를보인다고할수

는 있으나, 단지 단어 임베딩의 초깃값을 잘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성능을쉽게끌어올릴수없음을나타내고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섹션 3.1에서 기술한 모델을 2가지 구조로

나누어 실험하있다. 사용한 모델은 총 3종류로 각각 1) 아무런 수

정도 가하지 않은 LXMERT 모델 2) Commonsense feature와 Vi-

sion feature를교차하는블록을 Cross-Modality인코더내에추가

한모델, 3) Commonsense feature와 Language feature를교차하는

블록을 Cross-Modality인코더내에추가한모델이다.

각모델에대하여, VQA[1]데이터셋에대해 fine tuning을수행

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각 모델의 train, valid, best 정확도 결

과를표 2에나열하였다. C, V, L은각각 Commonsense / Vision /

Language feature를의미한다.

표 2: Commonsense블록추가에따른각모델별정확도

Accuracy LXMERT C+V C+L

Train 84.27 84.47 84.47
Valid 69.85 69.95 69.93
Best 69.85 69.95 69.93

위실험결과에서는그증가폭은크지않지만,약간의성능향상

을 확인할 수 있다(모든 실험에서 매우 안정적인 수치 변화를 보

여주었기때문). 이로부터시각적질의응답문제를해결하는데있

어서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하며 이를 향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활용 방법의 타당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VQA데이터셋에포함된질의중에는피자사진을주면

서 ”이것은채식주의자용피자인가?”와같은질문이있다. 그러면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보통 어떤

생김새를 갖는지와 같은 기본 상식을 갖고 이를 활용한다면 해당

질의에대한답변을훨씬더쉽게찾을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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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외부상식기반추론모델의전체구조. 간결함을위해 Commonsense feature와 Language feature의교차블록은생략하였다.

그러나,성능의증가폭이크지않은데는크게다음두가지이유

를확인할수있다.

1. ConceptNet에서 시각 자료 및 질의와 연관된 상식을 추출할

때,문제에서주어진몇개의키워드를검색어로하여상식중

코사인 연관성이 높은 것만을 가져오는 방법을 취하였다. 하

지만, 단순 연관성을 따져서 상식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많은

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2. VQA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질의는 기본 상식을 필수로 요구

하지 않는다. 예컨대, 주어진 사진을 보고 ”(사진 속) 콧수염

은무엇으로만들어졌는가?”또는 ”나무아래에무엇이있는

가?”와같은질문이많다. 이는객체탐지만수행하면충분히

풀수있는질의로외부상식이큰도움이되지못한다.

각 문제점은 1) ConceptNet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뒤

GCN(Graph Convolution Networks)[5]를적용하여유의미한연관

성을 갖는 상식을 추출하거나, 2) 상식을 요구하는 질의의 비중이

더 높은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실험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으로 보

이며,이는향후연구에서다룰예정이다.

5 결론

본논문에서는시각적질의응답(VQA)문제에서, 외부상식베

이스를활용하여모델의성능을향상시키는방법론과모델을소개

하였다. 제안한모델에서는기존에존재하는모델인 LXMERT[3]

의 구조를 개선하고 상식 베이스로부터 얻은 지식을 답변 추론에

활용하는모듈을만들었다. 이를통해상식기반의추론이성능향

상이가능함을보이고추후연구에서의활용가능성을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재로선 성능 증가폭이 크지 않은 만큼, 향후 연구에서는

지식을추출하는과정을개선하고고수준의데이터셋에대한평가

를진행함으로서추가적인성능개선을시도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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