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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각대화는주어진이미지에대하여질문자와답변자가일련의질의응답을수행하는문제이다. 각각의질문들은일시적인
주제나대용어를포함하고있기때문에답변에이전트는이전대화정보들을효과적으로이용하여답변을하는것이중요하다.
본논문에서는각차수의질의응답정보와이미지를하나의멀티모달그래프노드로표현하는기법그리고그래프컨볼루션망

을이용하여노드사이의의미적연관성을학습하는기계학습모델을제안한다. 제안된기계학습모델은시각대화문제에서
기존의접근방식보다우수한성능을보였다.

1 서론

시각 대화는 주어진 이미지에 대하여 질문자와 답변자가 일련

의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문제로, 시각 질의응답(Visual Question

Answering)[1]의 일반화된 문제로 소개되었다. 시각 질의응답과

는달리시각대화에이전트는단일이미지에주어진복수개의질

문에답해야하며질문들은상호의존적인특성을지닌다. 예를들

어 “민수는 뭐하고 있니?”, “그는 어디에 있니?”처럼 같은 인물을

지칭하지만표현이다른경우가존재한다. 두번째질문에답하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인지를 이전 대화를 통해 알아내는 과정이 필

요하다. 이처럼, 답변자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전 대화들의

맥락정보를효과적으로이용하는것이중요하다. 본연구에서는각

차수의질의응답정보와이미지정보를하나의멀티모달그래프노

드로 표현하는 기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그리고 그래프 컨볼루션

망을(Graph Convolutional Networks)[2]이용하여 노드 사이의 의

미적연관성을학습하고이전대화의정보를효과적으로이용하는

모델을제안한다. 2절에서는시각대화문제그리고그래프컨볼루

션망에관하여소개하고 3절에서는본연구에서제안하는멀티모달

그래프 컨볼루션망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그리고 5장에서는결론에대해논의하고마친다.

2 관련연구

2.1 시각대화

시각대화는컴퓨터비전과대화시스템과의결합을추구하는기

계학습문제로 [3]에의해최근에제안되었다. 시각대화에이전트

는이미지와이미지와관련된일련의질문들이주어지고해당질문

들에 답변을 하도록 학습이 진행된다. 질문에 해당되는 언어적인

표현을이미지에서찾는것그리고대화에서드러나는문맥적정보

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각 대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

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기존의 방

법론들은대부분주의집중메커니즘 [3, 4]을이용하여해당문제를

접근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각 질의응답의 정보를 그래프 노드

로표현하고이를그래프컨볼루션망을이용하여시각대화문제를

다뤘다는점에서기존의방법론과는구분된다.

2.2 그래프컨볼루션망

최근그래프구조의데이터를학습하기위해그래프컨볼루션망

개념이제안되었다. [2]에서는스펙트럴그래프컨볼루션개념을 1

차근사하여그래프컨볼루션망을제안하였고수식은아래와같다.

Z = ReLU(D̃−
1
2 ÃD̃−

1
2XW ) (1)

식 (4)에서 Ã는 그래프의 인접행렬 A에 단위행렬을 더한 꼴을 의

미하며 D̃ii =
∑

j Ãij인 대각행렬을 의미한다. 또한, W는 학습이

가능한파라미터이고 X는그래프모든노드의특징벡터를담고있

는 행렬을 의미한다. 정규화를 위하여 Ã 앞 뒤에 D̃−
1
2를 곱한다.

위의식 (4)에서확인할수있듯이, 그래프컨볼루션망을이용하면

특정노드의특징벡터 Z를계산할때인접한노드들의특징벡터를

반영하여계산할수있다.

[2]의 접근방식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명시적으로 구조화되

지않은시각대화데이터를그래프컨볼루션망알고리즘으로학습

시킨다. 구체적으로, [2]에서다루고자하는데이터는그래프노드

사이의인접행렬 A의값이주어지지만본시각대화데이터에서는

대화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A를 예측하도록

모델링한다.

3 멀티모달그래프컨볼루션망

3.1 그래프노드구성

해당절에서는각차수의질의응답정보와이미지정보를하나의

멀티모달그래프노드정보로표현하는방법에대하여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이미지의 특징벡터와 각 차수 질의응답의 특징벡터를

각각 Faster-RCNN [5]과 LSTM (Long Short-Term Memory)을이

용하여추출한다. v ∈ RP×V와 dt ∈ RL는각각이미지의표상벡

터, 질의응답의 특징벡터를 의미한다. P는 이미지내의 국부적인

테두리 상자 (bounding box)의 개수를 의미하고 V는 상자의 차원

을나타낸다. L은 LSTM의마지막은닉값의차원을나타낸다.

mt = fv(v)� fd(dt) (2)

γt = softmax(mtW
r + br) (3)

이미지와 각 차수의 질의응답 특징벡터를 fv, fd를 이용하여 dg차

원으로사영한다. 그리고이미지의각테두리상자와 t번째질의응

답정보간의주의집중분포 γt를계산한다. �은요소별곱셈연
산을의미하고W r는 dg에서 1차원으로사영시키는가중치벡터를

의미한다.

v̂t =

P∑
p=1

γt,pvp (4)

Nt = f ′v(v̂t)� f ′d(dt) (5)

주의집중분포와이미지의특징벡터의가중합으로 v̂t를계산한

다. 그리고식 (5)의결합과정을통하여생성된이미지특징정보와

t번째의대화정보와의합동임베딩 (joint embedding)을그래프의

노드 Nt로 설정하였다. fv, fd, f ′v, f
′
d는 모두 두 층짜리 다층퍼셉

트론을의미한다.

3.2 그래프컨볼루션망적용

그래프의각노드의특징벡터가계산이되었다면,이제는노드와

노드사이의엣지의연결강도를학습하는기계학습모델에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아래 식 (6), (7)는 노드 i와 노드 j의 엣지 연결

강도를구하는수식이다. Ni는 i번째대화의특징벡터를의미하고

Nj는 j번째 대화의 특징벡터를 의미한다. 두 노드의 연결강도를

구하기위해서두특징벡터를이어붙이고다층퍼셉트론을통과시

켜Hij 값을구한다. 노드 i와연결강도를계산해야하는대상노드

는 i번째의대화이전의모든노드 i− 1개의노드이며,식 (7)와같

이소프트맥스함수를이용하여노드 i와노드 j의연결강도를구할

수있다. W c는 1차원으로사영시키는가중치벡터를나타낸다.

Hij =W c([Ni, Nj ]), i > j (6)

aij =
exp(Hij)∑i−1
k=1 exp(Hik)

(7)

aij는노드 i와노드 j의연결강도를의미하며, 0과 1사이의실수

값을 가진다. 연결이 강하면 1에 가까운 값을, 약하면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또한 소프트맥스 함수의 특성에 따라 노드 i와 연결

된인접노드의연결강도의총합은 1이된다. 그래프노드의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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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 0.4531 0.5542 40.95 72.45 82.83 5.95
HRE 0.4546 0.5416 39.93 70.45 81.50 6.41
CorefNMN 0.5470 0.6150 47.55 78.10 88.80 4.40
Ours 0.5632 0.6258 48.45 79.67 89.05 4.62

표 1: 기존접근방법과의시각대화문제성능비교

벡터,노드간의연결강도를정의하였다면그래프컨볼루션망을이

용하여과거대화로부터유용한특징벡터를추출할수있다. 과거

대화의특징벡터는아래식과같이구할수있다.

fi =
∑

j∈N(i)

W gNjaij (8)

fi는노드 i가인접노드의특징벡터와연결강도를고려하여얻은특

징벡터를의미한다. 시각대화의문제에서생각해보면, Ni는현재

질문정보와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특징벡터를 의미하며,

aij는 Ni와 기존에 나누었던 대화들의 특징벡터와의 연결강도를

의미한다. 이 값들을 바탕으로 식 (8)와 같이 그래프 컨볼루션 연

산을 정의할 수 있다. N(i)는 노드 i와 0이 아닌 연결강도를 지닌

노드의 집합을의미하며, 해당 노드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노드 i

의 특징벡터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얻은 벡터 fi는 노드 Ni와 의

미적으로 유사한 대화들의 맥락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대화 에이

전트가최종적으로답변을하기위하여이용하는벡터는맥락정보

fi와현재주어진노드 Ni와의정보를이어붙인벡터이다. 인코딩

된 해당 벡터를 이용하여 질문의 답변을 생성하는 디코딩 과정에

이용된다.

4 데이터셋

시각대화데이터셋은학습데이터 123,287장,검증데이터 2064

장, 평가 데이터 8,000장의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사진

에 관하여 나눈 질의응답의 개수는 최소 1, 최대 10개의 쌍이 존

재한다. 해당 질의응답 데이터는 크라우드소싱 사이트인 Amazon

Mechanical Turk에서 질문자와 답변자가 사진에 대하여 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학습 사진 데이터셋은 MSCOCO [6]

데이터셋을 이용하였으며, 검증과 평가 사진 데이터는 Flickr에서

수집하였다.

5 실험결과

[3]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시각 대화 문제는 각 질의에 대한 후보

답변 100개가 존재한다. 100개의 후보 답변 중 정답이 되는 답변

은단한개이며, 100개의후보답변의순위를매겼을때의정답답

변의 순위가 성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표 1은 기존에 제안되었

던 방법론들과의 성능 비교를 나타낸다. 평가 지표는 총 6개이며,



NDCG는 100개의 후보 답변 중 정답 답변과 유사한 답변을 고려

한지표이다. 또한, MRR은정답답변의순위를 Mean Reciprocal

Rank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그리고 R@k의 경우 정답 답

변의 순위가 100개 중 k등 내에 존재할 확률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Mean은 후보 답변 중 정답 답변의 평균적인 순위를 의미한

다. NDCG와 MRR은 1.0이 최고점이며 R@k은 100이 최고점이

된다. 그리고Mean은모든정답답변을 1등으로두었을때가가장

최고점이므로 1.0이최고점이된다. 해당논문에서제시한모델은

Mean을 제외한 모든 평가기준에서 기존의 방법론들보다[3, 7] 더

나은성능을보였다. 이는해당모델이이전대화의정보를효과적

으로이용하였음을보여주는지표가된다.

6 결론

본논문에서는이전대화내용들과이미지정보를결합하여멀티

모달그래프노드로표현하는방법론과그래프컨볼루션망을적용

하는방법에대하여설명하였다. 시각대화문제에서해당방법론은

기존의 접근 방법에 비하여 더 나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는 제시한

모델이이전대화정보를효과적으로이용하고있음을보여주는지

표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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