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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시각적 질의응답이란 기계학습 분야에 최근 등장한 과제로서, 이미지와 

자연언어 질문이 주어졌을 때, 이미지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는 과제를 말한다.  

이는 컴퓨터 비전과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는 큰 

갈래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던 연구들의 교차로 기로에 있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딥러닝 기반의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장소를 

묻는 질문에 ‘예(yes)’ 라고 대답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에 똑같은 대답

을 하는 등의 자연어 질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짐작되는 현상들이 두루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장 분류

와 품사 태깅을 이용하여, 좋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기계의 자연어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새로운 시각적 질의응답 모델을 제안한다. 정확도를 

포함한 다양한 실험 결과, 본 연구가 제시하는 자연어 질문에 대한 이해도

를 평가하는 척도에서 다른 모델보다 좋게 나왔으며, 성능 또한 기존의 최

고 성능을 보이는 모델[4]과 비슷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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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최근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분야의 컨벌루셔날 뉴럴 네트워크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혹은 CNN) 기반 딥러닝(deep-learning)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미지 분류[16, 17], 물체 인식(object 

detection)[13, 14, 15], 이미지 세그먼트[31] 등의 다양한 과제들이 눈에 띄

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에 소개한 과제들은 이미지에 대한 전반

적인 이해라기보다는, 이미지에 대한 특정 부분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컴퓨터 비젼 분야의 인공지능에게 

기대하는 바는 어떤 물체인지 알아채는 것, 사물의 개수를 세거나 카테고리

에 맞는 분류를 할 줄 아는 능력 뿐 아니라, 실제 인간이 이미지를 보고 인

식하는 것처럼 이미지 속 사물간의 관계와 특징 그리고 주변환경과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한 지적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이런 의미에

서 최근 기계학습 분야에 새로 등장한 시각적 질의응답(Visual Question 

Answering 혹은 VQA)이라는 과제는 큰 의미를 갖는다. 

시각적 질의응답은 기계학습 분야에 최근 들어 등장한 문제로서[1, 23], 

이미지와 자연언어 질문이 주어졌을 때, 이미지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질

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유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제를 말한다. 자연

언어 질문은 자유 형식으로서 물체의 인식, 색상, 개수 등 이미지에 대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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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 지식을 물어보는 간단한 질문부터, 사물간의 관계나 상황과 같이 유추

를 통해 대답해야 하는 복잡한 형태의 질문 또한 가능하다.  

시각적 질의응답은 컴퓨터 비전과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or NLP)라는 큰 갈래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던 연구들의 교차로 

기로에 있는 중요한 연구 주제로서, 위의 두 가지 연구 중 한가지라도 잘 

안되면 좋은 성능을 보이기 힘들기 때문에 섬세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각적 질의응답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의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융

합해 볼 수 있으며, 실생활에 적용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시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계가 이미지 

혹은 장면을 이해하고 얻은 전반적인 정보들을 시각적 질의응답 모델을 통

해 정보교환을 하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이미지 반환(image retrieval)

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요소기술로서 활용 가능하다.  

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다양한 딥러닝 기반의 모델들이 쏟아

져 나오고 있다[4, 5, 6, 7, 12, 19]. 위 모델들은 CVPR에서 주최하는 VQA 

Challenge 기준으로 60-70% 내외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수치는 사람

의 성능이 낼 수 있는 성능이 83%라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좋은 성능

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데

이터가 가지고 있는 편향(bias)으로 인해 자연어 질문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

해서 보이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모델에게 장소를 물어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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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을 대답하는 것과 같이 질문과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거나, 질문

의 문장의 구조나 통사적인 형태가 유사하면 질문이 바뀌어도 똑같은 대답

을 내놓는 완고성(stubbornness)문제[11]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장 분류

와 품사 태깅을 이용하여, 좋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데이터가 가진 편향(bias)

을 완화하는 새로운 시각적 질의응답 모델을 제안한다. 기존 모델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연어처리를 이용한 모델이 자연어 질문에 대한 이

해도를 평가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른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성능 또한 기존의 최고 성능을 보이는 모델[4]과 비슷한 것을 확인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시각적 질의 응답의 기본 모델

과 기존에 진행되어 오고있는 연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3장에서는 기존 연

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연언어 처리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시각적 질의 

응답 시스템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시각적 질의응답 시스템 학습에 사용되

는 데이터 셋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척도에서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 및 평

가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으며 향후 연구를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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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관련 연구 

몇 년 전부터 시각적 질의응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짐에 따라 다양한 

딥러닝 기반의 방법론[4, 5, 6, 7, 12, 19]이 제안되었다. 본 장에서는 시각적 

질의응답의 뼈대가 되는 기본 모델을 시작으로 차츰 발전하면서 파생된 다

양한 방법의 연구들에 대해 소개하며, 각 방법론의 대표적인 모델을 간략히 

설명한다. 

2.1 기본 모델(Baseline Model) 

VQA[1]에서 제공하는 시각 질의응답의 기본 모델을 포함한 다양한 초기 

모델들[7, 12, 19]은 공통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명확한 역할을 하는 4가지 

구성요소(이미지 인코딩, 질문 인코딩, 멀티모달 표현, 정답 추출)로 나눠서 

동작한다. 각 구성요소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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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간략화된 시각적 질의응답 시스템의 구조. 

1. 이미지 인코딩(Image Encoding) 

이미지 인코딩은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을 찾아서 이미지를 

대표하는 벡터를 뽑아내는 과정이다. 오늘날 이미지를 벡터화하는 모델은 

컨볼루셔날 뉴럴 네트워크(CNN)을 이용하는 것이 정형화 되었다. 이는 

CNN기반 모델들이 이미지에 전반적인 정보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고, 다양한 과제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때문이다.[16, 17] 

시각적 질의 응답에서는 이미지 인코딩하는 모델을 따로 학습하지 않고, 미

리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한다. 대용량 데이터 셋인 ImageNet[24] 데이

터 셋에 대해서 미리 학습된(pretrained) CNN 일종인 VGG-16[16], 

ResNet[17]등을 사용하여 벡터를 추출하고자하는 이미지를 모델에 통과시켜 

나온 벡터를 이미지 벡터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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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특징 추출(Question Encoding) 

질문 인코딩 과정도 마찬가지로 질문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을 찾

아서 자연언어 질문을 대표하는 벡터로 뽑아내는 과정이다. 이미지와는 다

르게 자연어는 잇달아 일어나는 성질(sequential)이 있기 때문에, CNN보다

는 과거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RNN을 통해 인코딩한다. 질문의 각 

단어를 미리 학습 되어있는 단어 임베딩 값으로 치환시켜 입력으로 주며, 

마지막 단어를 통과한 은닉 상태(hidden state)를 질문 벡터로 사용한다.  

3. 이미지와 질문 벡터의 멀티모달 표현(multimodal representation) 

멀티모달 표현은 앞서 추출한 이미지와 질문을 나타내는 두 벡터를 융합

하여 하나의 벡터로 합치는 과정이다. 이는 서로 다른 모델로 학습 되어있

는 벡터 간의 관계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모델에서는 가장 보

편적인 멀티모달 표현 방법인 연쇄(concatenation)를 사용하여, 두개의 벡터

를 이어 붙이거나, 두 벡터의 차원을 통일시킨 후 요소별 곱셈을 이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4. 정답 추출(Answer Extraction) 

정답을 추출하는 과정은 크게 생성(generation)을 통한 방법과 분류

(classification)를 통한 방법이 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대부분의 모

든 데이터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정답을 약 1000개 정도 뽑으면 높은 



 

７ 

확률로 정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표 3]), 대부분의 모델에서는 생성보다

는 분류를 통해서 정답을 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류를 할 때는 앞

서 멀티모달 표현을 통해 구해진 이미지-질문 통합 벡터를 입력으로 하는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시켜 추출한다. 

기본 모델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들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뒷 절에서 설

명 하는 어텐션 기반, Bilinear Pooling 기반 모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

하게 된다.  

2.2 어텐션 기반 모델(Attention Based Model) 

어텐션 기법은 원래 자연언어처리에서 사용되던 기법으로 스퀀스 투 시퀀

스(sequence to sequence) 모형이 입력 값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인코딩을 통

해 함축해야 하는 정보가 많아지면서 디코딩을 잘 못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별도의 네트워크[26]이다.  

기계번역에서의 비약적인 성능향상을 보인 이후 어텐션 기법은 다양한 분

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비젼 분야의 경우 특정 단어를 줬을 때, 

그 단어와 관련 있는 이미지의 부분을 뽑아 내는 것이 아래 그림 2와 같이 

가능해졌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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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컴퓨터 비젼 분야에서 어텐션 매커니즘 활용의 예제[8] 

비슷하게 시각적 질의응답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어텐션 기법을 사용해

서 질문 벡터를 보고 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을 활용하는 모

델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러한 어텐션 기반 시각적 질의응답 모델은 실제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단일 모델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 [4] 또한 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4]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어텐션을 2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의 

어텐션 기반 모델은 뽑아낸 이미지 특징 맵(feature maps)들을 한개의 이미

지 벡터로 합칠 때 어텐션을 사용한다. (그림 3 question guided image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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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ips and tricks[4]에서 사용하는 두가지 어텐션 

여기서 더 나아가 [4]에서는 CNN을 통한 이미지 특징을 추출할 때에도 

어텐션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bottom-up 어텐션) 

기존의 다른 모델들은 이미지 특징을 추출할 때 기본모델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은 그리드(grid) 기반의 CNN인 ResNet[17]이나 VGG-16[16]을 사용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특징 맵을 추출하면 그림 4의 왼편과 같이 동일

한 사이즈의 그리드에 대한 특징들이 추출된다. 하지만, [4]에서는 물체 인식 

기술인 Faster-RCNN 모델[13]을 사용해 그림 4의 오른편과 같이 물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의 특징 맵을 bottom-up 어텐션[10]을 통해 추출하는 방법

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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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ips and tricks[4]에서 사용하는 Bottom-up 어텐션  

이러한 방법론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질문과 관련된 이미지의 부분을 추

려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드 기반의 이미지 특징 추

출 방법보다 정확한 대답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이러한 새로운 방법의 이미지 특징 추출 방법

이 [4] 모델의 성능향상에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다. 

2.3 Bilinear Pooling 기반 모델 

시각적 질의응답 모델에서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질문과 이미지에 대

해 독립적으로 추출한 벡터들을 통합하는 멀티모달 표현(Multimo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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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이 필수적이다. 기본모델에서 멀티모달 표현을 할 때에는 질

문과 이미지에 대한 벡터를 연쇄(concatenation)시키거나, 두 벡터를 요소별 

곱셈(hadamard product or element-wise product)을 통한 간단한 방법을 사

용한다.[4, 7, 12, 19] 

이러한 기존 방법들로는 고차원의 이미지와 질문 벡터가 가진 복잡한 표

현을 완벽히 융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

산으로는 아래 식과 같이 두 벡터의 모든 요소들의 상호 곱 값을 저장하는 

벡터의 외적 연산이 있다.  

M"#$%&⨂M()&*+",- =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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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연산이 좋은 표현법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이미지와 질문 벡

터의 차원이 보통 500이 넘는 고차원인 것을 고려하면 연산과 메모리에 드

는 비용이 엄청 커져서 실제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Bilinear모델은 

이러한 두 벡터의 외적을 W라는 선형 파라미터들을 학습하여 외적 연산을 

선형(linear)으로 모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모델이다.  

시각적 질의 응답에서는 MCB[5], MLB[6] 모델이 이런 bilinear pooling 

방법을 적용해 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외적을 모사하는 것을 조금 더 개선

시켜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 또한 2016년 VQA Challenge에서 단일 모

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5] 성공적인 방법론 임을 보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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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 경우에서는, [5]가 외적을 모사하는 것 또한 비싼 연산임을 지적하면서, 

[5]가진 연산 과정을 요소별 곱셈과 선형 맵핑(linear-mapping)을 통해 개

선하였으며, 성능 또한 좀 더 좋은 모델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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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자연 언어처리를 이용한 시각적 질의응답 

3장에서는 자연언어처리 기술인 문장 분류와 품사 태깅을 이용한 질문 필

터링  방법을 사용한 새로운 방식의 시각적 질의응답 모델을 제안한다. 1절

에서는 기존의 시각적 질의응답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보고, 2

절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장 분류와 품사 태깅을 이용한 질문 간소

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2절에서 제안한 자연언어 처리 기술

을 접목시킨 새로운 시각적 질의응답 모델을 제안한다.  

3.1 기존 연구의 한계점 

앞서 소개한 기존 모델들은 CVPR에서 주최하는 VQA Challenge 기준으

로 60-70% 내외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수치는 사람의 성능이 낼 수 

있는 성능이 83%라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자연어 질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보이는 현상들을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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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답 형태 오분류의 예제  

첫번째는 정답 형태의 오분류이다. 현재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4]의 

구현체로 실험한 결과 그림 5를 보면 ‘Where’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장소를 

묻는 질문이지만, 모델은 예측 값으로 ‘yes’를 대답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

다. 이는 모델이 자연어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가

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로는 완고성(stubbornness) 현상이다. 이는 모델이 질문에 대한 통

사적인 형태로만 이해를 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슷한 질문이 들어오거나,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등이 바뀌어도 똑같은 답으로 예측하는 현상이다. 밑

의  그림 6은, ‘How many scissors are in the picture?’이라는 질문의 주어인 

‘scissors’를 ‘hands, clocks, people’로 각각 대치해서 모델에게 다시 질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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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그림이다. 그 결과로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대답을 비슷한 확률 

분포로 같은 정답을 예측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모델의 완고성

을 잘 보여주는 예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완고성, 가정 현상의 예제 

2절과 3절에서는 시각적 질의응답에서 나타나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자연언어 처리의 기술을 활용한 모델을 제시한다. 

3.2 문장 분류와 품사 태깅을 이용한 질문 인코딩 

1절에서 살펴본 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자연어 질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해서 보이는 문제점들이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문장 

분류와 품사 태깅을 이용해서 1절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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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분장 분류를 통한 정답 형태 예측 

문장 분류란 연속된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문장의 카테고리나 클래스를 맞추는 것을 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법을 시각적 질의응답 모델에 적용시켜 질문을 통해 나올 정답의 형태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답 형태 분류를 통해 엉뚱한 대답을 예측하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정답의 형태

를 크게 ‘예/아니오(Yes/no)’, ‘숫자(number)’, ‘그 외(other)’ 3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대부분의 시각적 질의응답 데이터 셋의 질

문들은 대부분 길이가 10이 넘지 않는 간단한 형태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표 3), 실제 본 모델을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셋인 VQA 데이터 셋[1]

의 경우 아래 그림 7과 같이 ‘what is …’, ‘how many …’, ‘is the …’ 등의 

30여가지 정도의 질문의 형태로 데이터의 98%를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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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VQA 데이터 셋의 질문 분포 

데이터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문장들로부터 정답 형태를 분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규칙기반 문장분류이다. 예를 들면 ‘how many…’ 형태의 

질문이 들어오면 정답의 형태가 ‘숫자’ 일 것이다. 라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규칙을 만들어 문장을 분류 하는 방법이다. 데이터에 존재하는 질문의 형태

가 비교적 간단하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기반으로도 문장 분류가 가

능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새로운 형태의 질문이 들어오면 오류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how many…’로 시작하지만 정답의 형태가 숫자가 아닌 

형태의 데이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규칙이 온전히 맞지 않아 생기는 오류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RNN계열의 문장 분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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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사용하였다. 그림 8은 본 연구가 사용한 문장 분류 모델의 구조이다.  

 

그림 8 양방향 LSTM 다층 퍼셉트론 문장 분류 모델 

본 모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각 단어를 미리 학

습되어 있는 300차원의 GloVe 단어 임베딩[3]을 사용하여 입력 단어를 벡

터로 치환시킨후 양방향 LSTM을 통해 문장을 인코딩한 하는 부분과, 두번

째는 양방향 LSTM[18]의 출력 값으로 나온 벡터를 이용하여 다층 퍼셉트

론을 이용하여 분류를 하는 부분이다. 위와 같이 딥러닝으로 학습된 모델은 

규칙 기반 문장분류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 보지 못하거나 적게 등

장한 질문도 분류 할 수 있는 범용적인 성질을 보인다. 

이렇게 학습된 문장분류 모델을 이용하면, 정답의 형태를 미리 예측해서 

질문과 관계없는 대답들을 필터링 할 수 있으며, 정답이 될 수 있는 후보들

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１９ 

3.2.2 품사 태깅을 이용한 질문 간소화.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모델들은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질문의 온

전한 의미를 파악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형태를 학습하는 경향을 보여서,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대답을 하는 완고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질문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필터링(질문의 간소화)하면 어

느정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6에 나왔던 ‘how many scissors are 

in the picture?’라는 질문을 ‘scissors in picture’로 간소화 하게 되면, 문장 구

조가 간단해지고 질문의 형태를 외워 대답하는(rote-learning) 경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전체 문장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주어에 해당하는 문장에서

‘scissors’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물론 문장 앞에 붙는 ‘How many’라는 단

어도 정답의 형태가 ‘숫자’일 것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앞에서 제시

했던 문장 분류 모델을 거치면 이미 모델은 정답의 형태로 ‘숫자’가 나올 것

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redundant) 정보가 되기 때문에 간소화

된 질문만으로 충분히 이해가능한 질문이 된다. 

이러한 질문 간소화는 품사 태깅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다. 

품사태깅이란 문장에서 각 단어를 문법적인 기능이나 의미, 형식에 따라서 

몇 갈래로나누어 태깅하는 것을 말하며, 역할이 적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

단되는 품사를 문장에서 누락시키면 문장 간소화가 쉽게 가능하다. 영어 품

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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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사로 이루어진 8품사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나 각 품사를 세부적으로 나누

는 과정이 태거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개수가 따로 없고 서로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NLTK에서 제공하는 품사태거의 경우 36개의 품사로 

분류한다. 필터링 기준은 문장의 주어나 목정어 그리고 그것을 수식하는 역

할을 하는 품사를 남기고 나머지는 누락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각 품사에 

대한 정보와 필터링 여부는 하단의 표 2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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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LTK에서 제공하는 품사 정보와 필터링 여부 

Tag Description Filtering 

CC Coordinating conjunction O 

CD Cardinal number O 

DT Determiner O 

EX Existential there O 

FW Foreign word O 

IN Preposition or subordinating conjunction X 

JJ Adjective(JJR,JJS) X 

LS List item marker O 

MD Modal O 

NN Noun(NNS,NNP,NNPS) X 

PDT Predeterminer O 

POS Possessive ending O 

PRP Personal pronoun X 

PRP$ Possessive pronoun X 

RB Adverb(RBR,RBS) X 

RP Particle O 

SYM Symbol O 

TO to O 

UH Interjection O 

VB Verb, (VBD,VBG,VBN,VBP,VBZ) X 

WDT Wh-determiner O 

WP Wh-pronoun O 

WP$ Possessive wh-pronoun O 

WRB Wh-adverb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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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연언어처리를 활용한 시각적 질의응답 모델 

이번 절에서는 2절에서 소개한 자연언어처리 기술들을 활용하는 어텐션 

기반 모델을 제안한다. 전체 모델은 그림 9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9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델 

기본 모델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앞 절에서 설명한 자연언어기법

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어텐션 기법과 선형, 비선형 레이어가 추가되어 있다. 

더불어 파라미터의 값이나 구체적인 구현 방법에 있어서 다른 모델과의 차

이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다양한 실험결과를 통해서 최적의 

성능을 보인 모델의 각 구성요소와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하며, 구성요소

와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른 성능의 변화 및 분석은 4장에서 보이겠다. 

1. 질문 인코딩(Question En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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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질문은 먼저 2절에서 소개한 문장 분류 과정과 

품사 태깅을 통한 질문 간소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간소화 된 질문은 보

통 길이가 5-6 단어 정도의 길이를 갖는다. 이를 고려하여 질문은 최대 10

개 단어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버림 처리하였다. 10 단어를 넘는 

문장은 전체 데이터에서 0.15% 미만의 비율이기 때문에 버림 처리하여도 

실제 성능의 변화는 없다. 

간소화 된 질문은 소문자로 치환한 뒤, 띄어쓰기 단위로 단어를 잘라서 

Wikipedia 말뭉치로 미리 학습된 300차원의 GloVe 단어 임베딩[3] 값으로 

초기화 하였으며, 단어 임베딩에 없는 단어가 나타날 경우에는 랜덤으로 값

을 초기화 하였다. 또한 길이 10이 되지 않아서 남는 부분은 0으로 채워서 

은닉 상태의 차원이 1024인 양방향 LSTM[18]에 입력 값으로 주어졌으며, 

LSTM의 마지막 은닉 상태가 아닌 출력 값(output)으로 나온 값 중에서 각 

차원에서 최대값을 뽑은 것으로 나온 벡터를 질문에 대한 임베딩 벡터(q)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최대값 풀링(max pooling) 방법[32]은 자연언어처리의 

다양한 과제에서 성능 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좀 더 유의미한 임베딩 벡터를 

뽑는 것이 가능한 방법으로 본 모델에서도 약간의 성능향상을 줄 수 있다. 

2. 이미지 인코딩(Image Encoding) 

이미지 특징 추출로는 작년 최고의 성능을 보인 [4]에서 사용된 bottom-

up attention[10]을 사용하여 학습되었다. 미리 학습되어 있는 bottom-up 



 

２４ 

attention의 경우 36x2048의 특징 맵을 추출하는데 이는 36개의 이미지 상

에서 물체가 될 수 있는 곳에 대한 2x2x512의 특징 맵을 평평하게(flat) 

2048 차원으로 펼친 것이다. 본 CNN 층은 학습 동안 고정되어서 사용하며 

뽑은 이미지 벡터(I)는 질문지도 이미지 어텐션 과정을 통해 한개의 벡터로 

통합된다.  

3. 질문지도 이미지 어텐션(question guided image attention) 

질문지도 이미지 어텐션은 앞의 2번 과정에서 추출한 36개의 2048 차원

의 이미지 벡터들을 1개로 합칠 수 있는 네트워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시각적 질의응답에서 많이 사용되던 어텐션 방식[8]의 방법을 사용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 식과 같은 방법으로 어텐션 네트워크를 학습하였다. 

a" = w$W$[I", q] 

α = softmax(a) 

I = α
"
I"

CD

"EF

 

w, W는 각각 선형, 비선형 계층을 나타내며, q와 I 벡터는 1-2번 과정을 

통해 추출된 질문과 이미지에 대한 벡터이다. 먼저 36개의 이미지 벡터를 

질문 벡터와 연쇄(concatenation) 시킨 후, 선형 비선형 계층을 통과시킨다. 

이미지와 질문 벡터를 연쇄시키는 과정을 거쳐 질문에서 유의미한 이미지의 

부분을 추출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질문지도 이미지 어텐션이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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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형 비선형 계층을 통과한 a 값들을 softmax 함수를 사용하여 분포로 

만들면 어텐션 네트워크 α를 뽑아낼 수 있으며, 이렇게 학습된 어텐션 네

트워크 α를 이용해 36개의 이미지 벡터를 가중 합(weighted sum)을 한 값

을 새로운 통합 이미지 백터(I)로 사용한다.  

4. 이미지와 질문 벡터의 멀티모달 표현(multimodal representation) 

질문에 대한 멀티모달 표현은 요소별 곱셈을 이용하였으며, 요소별 곱셈 

전에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로 구성된 비선형 계층을 두었다. 여기서 비

선형 층의 역할은 차원을 축소시켜 두 벡터의 차원을 통일 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bilinear pooling 기반 방법에서 외적을 모사하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어느정도 유의미한 파라미터를 어느정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서 이다. 

5. 비선형 계층(nonlinear layer)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델에서 여러번 사용된 비선형 계층은 가장 간단 

한 형태인 완전 연결 계층(Fully connected layer)을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으

로 과적합을 피하기 위해 드랍아웃[29]을 더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4]

에서 사용한 gated hyperbolic tangent activation 같이 좀더 복잡한 형태의 

비선형 계층이 존재 하지면 본 연구에서는 성능향상이 도움되지 않고, 파라

미터 수가 많아져서 학습 속도를 저하시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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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류기(Classifier) 

데이터에서 정답으로 단어는 3000개가 넘는다. 하지만 이중에서 10번이상 

등장한 단어는 약2500개 정도로 추려진다. 이를 고려해서 우리는 가장 빈번

히 등장한 단어 3000개를 정답 후보로 뽑아서 사용하였다. 이렇게 뽑아진 

클래스를 분류하는 데에는 가장 간단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다층 퍼셉트

론을 사용하였으며, 비선형 계층과 마찬가지로 과적합 현상을 피하기 위해 

드랍아웃을 사용하였다. 

학습을 하는데 사용된 손실 함수(loss function)는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binary cross entropy) 함수를 사용했으며,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다. 

Loss = −
1
N

y" log hθ x" + (1 − y")
P

"EF

log 1 − hθ x"  

여기서 N은 정답 클래스의 개수로 실제로는 3000개의 각 클래스를 나타

내고, y는 실제 정답의 점수, 모델이 hθ x" 는 예측한 점수를 나타낸다. 즉,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는 두 분포의 엔트로피 차이를 재는 함수로서, 

이 손실을 감소시키면 두 함수의 분포가 가까워지는 형태로 학습이 되는 것

이 가능하다. 데이터 학습셋으로는 VQA 데이터 셋을 이용하였으며, 학습 

optimizer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Adam 최적기(optimizer)[30]를 사용

했다. 학습 속도(learning rate)는 0.002정도로 비교적 작은 값을 사용하였으

며, 각 에폭(epoch)마다 검증 데이터 셋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하여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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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보일 때의 모델을 최종 모델로 설정하였다. 

   

실제 구현에서는 문장 분류를 통해 정답 형태를 예측하기 때문에 정답 형

태에 따른 세가지 모델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3000개로 추려낸 정답들을 정

답 형태에 따라서 재분류해서 학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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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험 방법 및 결과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연언어처리를 이용한 시각적 질의응답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 1절에서는 다양한 시각적 질의응답 데이터 셋에 대

한 설명과 실험 방법을 소개하고, 2절에서는 실험 결과와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다. 

4.1 데이터 셋과 실험 방법 

4.1.1 학습 데이터 셋 

시각적 질의 응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모델을 학습을 하기 위한 다

양한 데이터 셋이 많이 공개 되었다. 그 중 대중적으로 VQA[1] 데이터 셋

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그 이외에도 DAQUAR[20], VISUAL7W[21], 

Visual Genome[22] 등의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각 데이터에 대한 정보와 통

계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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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데이터 셋의 종류와 통계 정보[9] 

 

표에 나타난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 셋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VQA 데이터 셋이 독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데이터의 다양성과 크

기 때문이다. VQA 데이터는 다른 시각적 질의응답 데이터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많은 이미지와 질문을 가지고 있으며, 각 질문에 대한 대답들도 

Amazon Mechanical Turk를 통해 10명의 사람에 의해서 수집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셋에 비해 다양하고 객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까지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편향(bias)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의 형태만 외워서 대답하는(rote-learning)을 방

지 할 수 있는 데이터 셋이라는 장점을 지닌다.[2]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도 VQA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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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평가 기준 

기존 시각적 질의응답 연구들은 모델의 정확도로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확도를 중심으로 성능평가를 진행하지만, 자연어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몇가지 성능평가 방법을 추가하였다.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답 형태 오분류율을 측정하였으며, 

완고성을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데이터 셋에 만들어 기존 연구들과 비교 

평가하였다. 각 성능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과 수치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

은 다음과 같다. 

1. 정확도(Accuracy) 

VQA 데이터 셋에서는 정답은 한개의 명확하고 통일된 정답이 없고 10명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모음이다. 때문에 10개의 대답 중에서 어떤 

것을 정답으로 처리할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정확한 성능 평가 기준이 필

요한데 다행히도 데이터 셋[1]에서 아래와 같이 명확한 식으로 통일된 기준

을 제공하고 있다.  

𝐴𝑐𝑐𝑢𝑟𝑎𝑐𝑦 = 𝑚𝑖𝑛[
#	ℎ𝑢𝑚𝑎𝑛𝑠	𝑡ℎ𝑎𝑡	𝑝𝑟𝑜𝑣𝑖𝑑𝑒𝑑	𝑡ℎ𝑎𝑡	𝑎𝑛𝑠𝑤𝑒𝑟

3
, 1] 

위 정확도 측정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명이상의 사람이 같은 

정답을 제출하면 만점을 주고, 3명이 안될 경우에는 3으로 나눈 값 만큼을 

점수로 주는 형식을 가진다. 이는 10개의 대답 중에 명확한 1개의 답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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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점수를 주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모델이 예측한 답안이 10개의 대답 중

1개라도 존재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 부분 점수를 주는 식의 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정확도 평가 기준으로 사람은 83%정도의 정

확도를 보이고 있고, 딥러닝 기반 모델은 단일 모델 기준으로 60% 초반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2. 정답 형태 오분류율(Answer-type misclassification ratio) 

VQA 데이터 셋의 데이터들은 각 질문에 대해서 ‘예/아니오(yes/no)’, ‘숫

자(number)’, ‘그 이외(other)’ 이 3가지 정답의 형태를 띄고 있다. 정답 형

태 오분류율은 앞서 기존 모델의 한계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모델이 자연

언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성

능평가 방법으로 앞서 설명한 3가지 정답 형태를 얼마나 못 맞추는지를 평

가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𝑚𝑖𝑠𝑐𝑙𝑎𝑠𝑠𝑖𝑐𝑎𝑡𝑖𝑜𝑛	𝑟𝑎𝑡𝑖𝑜 =
#	𝑜𝑓	𝑚𝑖𝑠𝑐𝑙𝑎𝑠𝑠𝑖𝑓𝑖𝑒𝑑	𝑞𝑢𝑠𝑡𝑖𝑜𝑛𝑠

#	𝑜𝑓	𝑞𝑢𝑠𝑡𝑖𝑜𝑛𝑠
 

위 식은 전체 데이터 셋 질문 중에서 모델이 예측한 정답이 실제 정답의 형

태를 못 맞추는 비율을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위의 값을 측정하기 위

해서는 모델이 예측한 정답으로부터 정답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는 정답으로 나온 단어와 정답 형태를 맵핑하는 사전(dictionary)의 형

태로 미리 구해 놓아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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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고성 측정 데이터 셋 

대부분의 시각적 질의응답 모델들은 통사적인 형태가 비슷한 새로운 질문

을 주었을 때에도 같은 대답을 예측하는 완고성(stubbornness), 정답 가정

(presumption) 현상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성능평가방법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 셋을 만들었다. 

완고성 데이터 셋은 총 30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VQA 검증 셋

(validation set)에서 등장했던 100개의 이미지에 대해 각 이미지당 3개의 통

사적 형태가 비슷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사적으로 비슷한 질문은 마

찬가지로 VQA 검증 데이터 셋에서 접두어가 같은 질문을 몇가지를 추출하

였다.  

기존 VQA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정답 형태 중에서 ‘예/아니오’의 경우는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정답 후보 군의 개수가 2개고, ‘숫자’의 경우는 8번 

이상 등장한 후보군이 약 40개, ‘그 외’의 경우는 2000개가 넘는다. 따라서 

정답 후보 군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예/아니오’, ‘그 외’ 형태의 질문

의 경우보다는 정답 후보 군의 개수가 적당한 ‘숫자’ 형태의 질문에서 완고

성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다. 때문에 숫자 형태의 질문에 대한 질문 위주

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 셋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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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완고성 측정 데이터 셋의 예제 

데이터 셋의 예를 들면 그림 10에서 등장한 예제에서는 접두어 ‘How 

many people are’로 시작하는 질문에서 이미지에 적절한 3가지 질문을 뽑아

낸 것이다. 

본 데이터 셋의 특징은 각각의 세가지 질문들이 서로 다른 정답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세 개의 질문이 통사적으로는 비슷한 형태를 띄면서 서로 

다른 답을 갖기 때문에, 완고성을 측정하기 적절한 데이터 셋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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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및 분석 

4.2.1 모델의 내부 실험 결과와 분석 

본 절에서는 제안하고 있는 모델의 다양한 파라미터와 구성하고 있는 모

듈에 변화를 주었을 때 모델의 성능 변화를 분석한다.  

기본 설정은 실험 결과 이미지 특징으로는 Bottom-up Attention, RNN으

로는 최대값 풀링을 사용하는 1024차원의 양방향 LSTM, 은닉 차원 1024, 

배치 크기는 512로 하였을 때 최적의 성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본 

설정에서 조금씩 변화를 줬을 때에 따른 모델의 성능을 [표5]에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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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구성요소와 파라미터에 따른 성능변화 

이미지 피쳐맵에 따른 성능                               성능(정확도) 

Resnet-152 58.77 

Faster RCNN(MS-Coco Trained) 54.28 

Bottom-up Attention(K=36) 62.78 

RNN Cell에 따른 성능 

LSTM 

512 차원 61.47 

512 차원 max 61.47 

1024 차원 62.25 

1024 차원 max 62.26 

2048 차원 62.56 

2048 차원 max 62.69 

Bi-LSTM 

512 차원 61.51 

512 차원 max 61.61 

1024 차원 62.13 

1024 차원 max 62.24 

2048 차원 62.56 

2048 차원 max 62.78 

Hidden state 차원에 따른 성능 

Hidden State 300 차원 61,45 

Hidden State 512 차원 62.18 

Hidden State 1024 차원 62.78 

Hidden State 2048 차원 62.93 

배치 크기에 따른 성능 

256개의 질문 62.82 

512개의 질문 62.78 

1024개의 질문 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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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특징 맵으로는 물체 인식 방법론의 일종인 bottom-up attention 

방법론이 가장 잘 동작하였다. Faster-RCNN 기반 모델이 기본 CNN 계열

인 ResNet보다 훨씬 잘 동작하는 것을 보고 VQA 데이터 셋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인 MS-coco에 있는 이미지를 본 연구를 위해 따로 Faster-RCNN에 

학습시켜 보았다. 하지만 MS-coco에 학습한 모델은 오히려 ResNet보다도 

안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학습에 사용되는 이미지 데이터 셋의 크기가 

bottom-up attention에 사용되는 크기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서 생기

는 현상으로 결론 지었다. 

RNN의 종류와 차원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때문에 바꿔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비교적 간단한 문장의 구조이기 때문에 LSTM의 양방향의 유무

는 거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차원은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대값 풀링을 하는 양방향 LSTM 2048차원 모델

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차원별 최대값 풀

링을 사용하는 것이 미비하지만 약간의 성능향상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은닉 상태의 값의 경우 약 뉴런의 크기가 1000에 가까워 질 때 까지는 성

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더 이상 늘릴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이 감

소하였다. 

또한 배치 크기에 따른 성능 변화는 작을 수로 좋았다. 하지만 배치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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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256로 학습을 했을 때 1024로 학습했을 때에 비해서 1.5배 정도의 학

습 시간이 더 걸렸다. 이런 속도와 성능의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해서 배치 

크기 512의 모델이 최적의 모델이라고 판단했다. 

본 성능 평가를 토대로 Bottom-up 이미지 , 양방향 LSTM 1024 차원, 

Hidden state 1024, 512 배치 크기의 모델을 본 연구가 제안하는 최종 모델

로 결론 지었다. 

4.2.2 기존 모델들과의 비교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제안하는 모델과 2장에서 소개한 어텐션 기반 모델

인 Tips and tricks[4] 모델과 Bilinear pooling 기반 모델인 MCB[5] 모델을 

비교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4]와 [5]는 각각 2016, 2017년에 VQA 과제에

서 단일모델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

각적 질의응답 모델과 함께 성능을 포함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비교하였다. 

1. 정확도(Accuracy) 

표 5는 성능평가의 가장 기본적 평가인 정확도를 정답의 형태에 따른 성

능과 통합적인 성능을 평가한 표이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델은 State-

of-the-art 모델인 [4]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모델들보

다는 약간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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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 모델의 정확도 

 Combined Yes/no Number Other 

Baseline 54.08 72.99 35.52 41.91 

MCB 59.14 77.37 36.6 51.23 

Tips and tricks 62.48 80.37 42.06 54.44 

Proposed 62.78 81.12 42.70 54.10 

 

[4]의 성능은 같은 상태에서의 비교를 위해 추가적인 Visual Genome[22]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모델의 성능으로 표기 및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4] 보다 ‘yes/no’, ‘number’ 형태에 대해서

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other’ 형태에서는 눈에 띄는 성능의 변화가 

없다. 이는 ‘yes/no’, ‘number’ 형태의 질문에서는 품사 태깅을 통해 간략하

게 만든 질문의 형태가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준 반면, 나머지, ‘other’ 형태

의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누락되어 오히려 

성능향상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품사 태깅을 거친 질문의 

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ㄴ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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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품사 태깅에 따른 질문의 변화 

 품사태깅 여부 문장 

Yes/no 

  태깅 전 Is the window open? 

태깅 후 window open 

태깅 전 Is there a shadow of a tree in the foreground? 

태깅 후 Shadow of tree in foreground 

Number 

태깅 전 How many tattoos can be seen on this man’s body 

태깅 후 Tattoos on man’s body 

태깅 전 How many people are eating hotdog? 

태깅 후 People eating hotdog 

Other 

태깅 전 Is it a monitor or a screen projector? 

태깅 후 It monitor screen project 

태깅 전 What color is his coat? 

태깅 후 Color coat 

 

먼저 태깅을 거치게 되면 질문의 길이가 약 30-40%정도 축약된다. 각 정

답 형태에 따른 축약 형태를 살펴보면, ‘Yes/no’, ‘number’ 질문은 이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간결하게 표시된 반면, ‘other’ 형태의 질문에 대해

서는 정보가 될 수 있는 묘사 부분이 빠져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특

히 other 타입의 경우에는 품사 태깅후 질문을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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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간소화가 데이터 편향을 해결하지만, 가끔은 정보

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하면서 성능향상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정답형태 오분류율 

정답 형태 오분류율을 측정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문장 오

분류율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했다. 낮은 오분류율은 모델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정답이 될 수 있는 후보의 개수를 

줄여줌으로서 학습한 모델의 성능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6 각 모델의 정답 형태 오분류율 

 Ratio(%) 

Base-line 9.9 

MLB 4.1 

Tips and tricks 2.9 

Proposed 0.8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양방향 LSTM 기반의 문장분류 기법이 1% 미만의 

오분류율을 보이기 때문에 거의 오차 없이 정답의 형태를 맞추는 것이 가능

한 것을 확인했다. 현재 데이터 셋에는 정답의 형태가 3가지 밖에 되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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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든 모델이 비교적 오분류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데이터 셋에 정

답의 형태가 다양해지면 그만큼 오분류율도 더 커지고, 문장 분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좀 더 가시적으로 보일 것이다.  

3. 완고성 데이터 셋의 정확도 

앞에서 소개한 완고성 측정 데이터 셋에서의 정확도를 비교해 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정확도가 기존의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7 각 모델의 정확도 

 Combined 

Tips and tricks 39 

Proposed 43.333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이 기존의 다른 모델보다 완고성 데이터 셋에 대

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Mini-

batch Average pairewise KL-divergence라는 수치화 방법을 만들어 측정을 

해보았다. 

본 성능평가 방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통사적으

로 비슷하지만 새로운 질문들을 모델에게 했을 때, 각 모델들이 예측하는 

정답 분포의 차이를 쿨백-라이블러 발산(KL-divergence)을 이용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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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즉 정답 분포의 차이가 작으면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도 비슷

한 정답을 도출하는 완고한 모델이고, 정답 분포 차이가 클수록 새로운 질

문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완고성과 정답 가

정 현상을 완화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비슷한 질문이 원래

의 질문과 실제로 비슷한 분포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완고성을 측정하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완고성 측정 데이터 셋에서의 정확도와 함께 비교

하면서 본다면 완고성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충분하다. 

정답 분포의 차이를 측정되는데 사용되는 쿨백-라이블러 발산은 두 확률

분포의 정보 엔트로피의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함수이다. 본 연구의 경

우는 정답을 분류(Classification) 형식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각 정답에 대한 

신뢰도가 다항 분포(Multimonial distribution)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쿨

백-라이블러 발산값을 다음 수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Djk(P| Q = P(i) log
P(i)
Q(i)

"

 

또한 Mini-batch Average pairewise KL-divergence구체적인 방법은 알고리

즘 1과 같다.  

 

 



 

４３ 

Algorithm 1 Mini-batch Average pairewise KL-divergence 

Input: Batch_Size  

Sample_Size of question 

  

Output: Mini-batch Average pairewise KL-divergence 

1 Pairwise_KL	 ← [] 

2 for b in batch_size: 

3 ……Q ← sample_similar_question()	  

4 ……l*$#yz& ←[]… 

5     for j in sample_size: 

6 ……   . l*$#yz&. add(sample_similar_question(Q))) 

7          total_KL =0 

8 …………for q1, q2 in 𝐂𝐥_𝐬𝐚𝐦𝐩𝐥𝐞 𝟐 

9 ………………total_KL+=Calculate_KL(q1, q2) 

10 …………Pairwise_KL. append(average totaljk ) 

11 average(Pairwise_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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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알고리즘을 보충하여 설명하면 완고성 데이터에서의 각 이미지에 대한 

3개의 질문에 대한 정답의 확률분포의 차이를 KL-divergence를 이용하여 

구해서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전체 데이터 셋에 대해서 반복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Mini-batch Average pairewise KL-divergence 값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

이 모델이 통사적인 형태가 비슷한 새로운 질문을 주었을 때에도 같은 대답

을 예측하는 완고성(stubbornness), 정답 가정(presumption) 경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치다. 측정 결과도 역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델이 가장 높은 

수치를 얻으며, 이는 각 질문에 대한 분포상의 차이가 가장 큰 모델로서 완

고성이 덜 한 모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8 각 모델의 Mini-batch Average pair-wise KL-divergence 

 Mini-batch average 
pair-wise KL-divergence 

Random(initialize) 0.5904 

Tips and tricks 0.7927 

Proposed 1.0491 
 

즉 위의 수치가 클수록, 통사적인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를 구분해서 다른 

대답을 도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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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향후 연구 

5.1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문장 분류와 품사 태깅을 토한 질문의 간소화 과정을 거치

는 새로운 시각적 어텐션 기반의 질의응답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좋은 성능과 기존 모델들이 가지던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정답 형태 오분류

와 모델의 완고성을 완화 할 수 있었다. 

이미지 인코딩 과정과 인코딩으로 추출된 특징 맵을 하나의 벡터로 합치

는 2번의 과정에서 어텐션 기법을 사용했으며, 멀티모달 표현하는 과정에 

비선형 계층을 요소별 곱셈 앞에 둠으로서 어텐션 기반의 모델과 bilinear-

pooling 기반 모델이 가지는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실

험 결과 본 모델이 성능은 최고 성능의 모델과 비슷한 정도를 보이면서, 가

장 낮은 문장 오분류율과 완고성 측정 데이터 셋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

임을 확인하였다. 

5.2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품사 태깅으로 얻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품사를 남기고 어

떤 품사를 버릴 것인지를 소모적으로 여러 번의 실험을 바탕으로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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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칙기반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VQA v.2.0에 특화되어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셋이 바뀌어서 질문의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된다

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거나 좋은 정보가 될 만한 문장의 요소들을 누락시

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몇몇 중요한 품사를 누락시키면 성능

의 큰 하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자연어 질문을 트리의 구조를 학습시키는 

연구를 활용하여, 문장의 주요 부분이 되는 부분을 자동으로 추출하게 된다

면, 번거로운 작업이 사라짐과 동시에 데이터 셋에 따른 성능 변화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초기화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고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4]에서도 분류기 부분을 구글 검색으로 나온 이

미지와 키워드의 단어 임베딩을 이용하여서 초기화 했을 때 성능이 2%정도 

오른 것을 보면 본 연구에서도 충분히 적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MS-Coco 데이터에 있는 캡션 정보를 활용 할 수 있을 것

이다. 캡션 정보는 이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정보인데 대부

분의 시각적 질의응답 모델은 이를 활용하지 않고 학습을 하고 있다. 

NQG[33] 같은 논문을 통하면 이런 캡션정보들을 간단한 질문의 형태로 만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추가되어서 나온 데이터들을 추가로 학습을 했을 때 

추가적인 성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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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sual Question Answering  

Using Simpl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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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Question Answering (VQA) is a recently introduced task of 

automatically extracting the correct answer when prompted with a natural 

language question on a given image. The task encompasses both aspects of 

computer vision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requires joint 

comprehension of image and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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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urry of recent deep-learning based models have been proposed for the 

task of VQA and showed great performances, but there have been recurring 

cutbacks in accuracy that result from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linguistic 

correlation between given questions and their associated answer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VQA model using simple sentence 

classification and POS-tagging which further improves understanding of 

natural language questions and their expected answers. The evaluation is 

composed of three criteria, in all of which our model achieves a promising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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