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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사전학습 기반의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은 인터

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다양한 멀티모달 데이터가 생성되면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멀티모달 모델의 성능은 데이터와 연산 능력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지만, 지름길(shortcut) 문제와 모달리티 비대칭성 문제로 인

해 제대로 된 추론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돌출맵(Saliency Map) 등에서 사용된 그래디언트

(gradient) 기반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각 모달리티 토큰의 중요성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모델에서의 비대칭성 문제를 확인하였다. 멀티모달

모델은 선행연구들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한쪽 모달리티, 특히 이미지

모달리티의 토큰에 집중하는 경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모달리티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동적인 마

스킹 기법을 제안한다. 텍스트와 이미지의 쌍으로 나타난 데이터 샘플의

텍스트 모달리티의 토큰만을 우선 임의로 마스킹하고, 사전학습 모델을

활용하여 토큰의 중요도 점수를 측정한다. 이 점수에 따라 이미지 모달

리티의 토큰을 마스킹한 후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모달리티 비대칭성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직관적으로, 그래디언트 기반의 분석 방법을 통해

지나치게 모델의 의존도가 높은 토큰들을 발견할 수 있고 마스킹을 통해

의존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비대칭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유동적인 마스킹 기법을 사전학습 멀티모달 모델에 적용한 뒤 각 모달

리티의 중요도를 다시 측정해 본 결과, 모든 토큰을 임의로 마스킹하는

베이스라인 모델에 비해 개선된 마스킹 기법을 사용해 학습한 모델은 이

미지 모달리티의 중요도가 감소하고 텍스트 쪽의 중요도가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어 비대칭성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그래디언트 기반 분석,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 모달리티

비대칭성, 마스킹

학 번 : 2020-2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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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INTRODUCTION

1.1 언어모델(Language Model)

인공지능 분야의 여러 축 중 하나인 자연어처리 분야는 오랫동안 발전해

왔다. 인류는 자연어처리 연구를 통해 질의응답(Question Answering),

기계어번역(Machine Translation), 요약(Summarization), 감정분석

(Sentiment Analysis) 등 높은 수준의 사고가 필요한 다양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였다. 초기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모델 중

하나인 IBM Watson[30]은 2011년 Jeopardy! 게임에서 우승하여 인공지

능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Transformer[1] 기반의 사전

학습 언어모델인 OpenAI의 GPT-3 모델이 다양한 자연어처리 문제에서

추가적인 학습 없이 사람과 유사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21]. 이런

모델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처럼 사고하고 인간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오랜 목표 중 하나이다.

문장 내에서 특정 단어에 대한 확률을 학습하고 모델링하는 언어모델

은 여러 방법으로 발전해왔다. 초기 언어모델은 데이터셋 내부의 단어의

빈도수를 이용한 통계 기반의 모델링(Statistical Language Modeling)으

로 학습되었다[31]. 하지만 최근에는 딥러닝을 사용한 언어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2, 21, 22]. 무어의 법칙을 따르며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온 하드웨어 연산량과 오랫동안 축적된 엄청난 규모의 빅데이터

를 바탕으로 딥러닝으로 학습한 대규모 사전학습 언어모델들은 텍스트

토큰들 사이의 관계를 셀프어텐션(self-attention) 모듈[1]을 통해 학습하

고 다양한 자연어처리 문제에서 사람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

다.

딥러닝을 사용한 대규모 사전학습 언어모델들이 현재까지는 좋은 성능

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결과가 제대로 된 사고 과정의 결과인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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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확실하지 않다. 언어모델의 학습 과정에서의 지름길(shortcut) 문제

는 모델이 직관적이지 않은 반칙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주어진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언어모델의 성능을 정확히 측정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며 모델의 일반화 성능(generalization

performance)의 저하를 일으킨다. 질의응답 벤치마크 데이터셋 중 하나

인 SQUAD2.0 데이터셋은 기존의 SQUAD 데이터셋에서 질문에 대한

정답이 주어진 문단 안에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이 존재하기 때문

에 데이터셋의 편향성을 모델이 지나치게 활용하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3]. 따라서 정답의 범위를 문단 내로 한정하는 것

이 아니라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포함한 데이터셋을 제안

하여 언어모델의 성능을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였다.

데이터셋의 전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지름길 문제 또한 존재한다. 최근

의 언어모델은 단어보다 세밀한 단위인 하위단어(subword)를 기준으로

토큰화가 진행되는데, 토큰화 과정에 의해서 지름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문장 내에 “e-igen-val-ue”라는 단어가 존재할 때 문장

전체에서 수학과 관련된 문맥을 파악하고 “#igen”을 유추하기보다는 “e”,

“#val”, “#ue”를 보고 “#igen”을 유추하는 것이 훨씬 쉬운 문제이다. [11]

에서는 언어모델 또한 이런 지름길을 찾아 학습해 최적화된 학습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igen”을 유추할 때는 “e”, “#val”,

“#ue”를 동시에 마스킹해 연관성이 있는 다른 하위단어들은 참조할 수

없도록 방지하여 지름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1.2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Vision-Language

Multimodal Model)

이미지 및 비디오 모달리티의 데이터는 오랜기간동안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의 모델에서 좋은 성능을 보

여주고 있다[24, 25, 26]. 좋은 성능의 원인은 합성곱(convolution) 모듈이

다. 합성곱 모듈은 시각 데이터들의 특징인 인접한 픽셀들이 서로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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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는 점을 잘 모델링할 수 있고[32], 모듈의 파라미터가 서로 공

유되어 적은 파라미터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합성곱 모듈을 사용해 깊게 구성된 CNN 모델은 이미지 분류(image

classification) 문제뿐만 아니라 시각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문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33, 34].

하지만 최근 빅데이터와 높은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사전

학습 모델을 통해서도 시각 데이터의 특징들을 잘 모델링 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인공신경망 기반의 언어모델이 셀프어텐션

(self-attention) 모듈을 이용해 언어 데이터에서 토큰들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것처럼, 시각 데이터에서 픽셀들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여 시

각 데이터의 특징을 모델링 할 수 있다[3, 28].

이미지 분야와 텍스트 분야에서 대규모 사전학습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이자 최근 시각 데이터와 언어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는 모델 또한

대규모 사전학습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OpenAI에서 제안한

DALL-E[4]는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텍스트 데이터와 어

울리는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로 최근 높은 수준의 샘플을 생성

하여 주목받았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음성 데이터처럼 복합적인 모달리티의 정보들이 생성되면서 다

양한 모달리티를 한꺼번에 다루는 멀티모달 모델의 활용 방법이 다양해

지고 있고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35, 36, 37].

언어모델이 텍스트 토큰들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여 학습하는 것처

럼,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은 토큰화된 텍스트 토큰들과 이미지 인코더

로 추출한 이미지 토큰을 동시에 활용해 토큰들 사이의 관계를 대규모

사전학습을 통해 모델링한다. 사전학습 과정을 통해 모델은 모달리티 내

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달리티 사이의 관계 또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기

대된다. 사전학습된 멀티모달 모델들은 학습한 멀티모달 지식을 이미지

질의응답(VQA, Visual Question Answering)[5, 35]이나 자막생성

(Caption Generation) 등 다양한 시각언어 멀티모달 문제로 전이학습

(transfer learning)을 통해 공유하고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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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의 비대칭성 문제

텍스트 분야에서 모델의 지름길을 제거하고 제대로 된 사고 과정을 거치

고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려는 연구처럼, 멀티모달 분야에서도 다양한

멀티모달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와 병렬적으

로 여러 모달리티의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텍스트 모달리티에서의 지름길 문제와 마찬가지로,

멀티모달 모델에서도 모델이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하기보다 단순한 힌트

만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올바르지 못한 연관성

을 바탕으로 정답을 유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현상은 모델의 학습에

악영향을 끼치며, 실생활에서 모델을 활용할 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다.

VQAv2[5]에서는 주어진 이미지에 대한 질의응답 문제인 VQA(Visual

Question Answering)[35] 문제에서 많은 모델이 한쪽 모달리티의 정보

만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힐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는 데

이터셋의 분포에서의 편향성(bias)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편향성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VQA 데이터셋에서의 정답 분포를 보정한 새로

운 데이터셋인 VQAv2를 제안하였다. Vis4Lang[6]은 언어 데이터와 시

각 데이터 각각에 대해 한쪽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마스킹했을 때 모델의

예측 확률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각 모달리티의 중요성을 분석하

였다. 시각 데이터와 언어 데이터를 동등하게 사용할 것

(Vision-and-Language)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최신 시각언

어 멀티모달 모델들은 마스킹 된 토큰들을 복원할 때 시각 데이터에 대

한 중요성이 더 크다고(Vision-for-Language)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을 분석하는 데 사용한 기존 연구 방법 중 하나인

돌출맵(Saliency Map)[17]에서 사용된 그래디언트(gradient) 기반의 분석

방법을 이용해 사전학습이 이루어진 최신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이 각

모달리티의 데이터에 대해 중요도를 측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를 분석하였다. 또한 측정한 토큰별 중요도를 활용하여 시각언어 멀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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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모델을 사전학습할 때 마스킹된 텍스트와의 관련성에 따라 이미지의

마스킹을 적용하는 유동적인 마스킹 기법을 제안해 모달리티 비대칭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방법론의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최신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 중 하나인 UNITER 모델[8]에 그래디언

트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각 모달리티의 토큰의 중요도를 측정

한 결과 마스킹한 텍스트를 복원할 때는 텍스트 데이터의 중요도의 합이

전체의 46.5%, 이미지 데이터의 중요도의 합이 53.5%로 나타났으며 마

스킹한 이미지를 복원할 때는 각각 9%, 91%로 앞선 선행연구[6]와 유사

하게 이미지 데이터의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 제안한

분석 방법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마스킹한 토큰과 연관된 반대 모달

리티의 토큰의 중요도의 합을 계산한 결과 마스킹한 텍스트를 복원할 때

는 연관된 이미지 토큰들의 중요도의 합이 31.9%이며 반대로 마스킹한

이미지를 복원할 때 연관된 텍스트 토큰들의 중요도의 합은 13.9%로 나

타났다. 이 수치들은 각 모달리티의 토큰이 갖는 평균 점수인 2.7%와

2%에 비해 훨씬 큰 값이며, 그래디언트 기반의 점수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석 방법의 타당성을 담보로, 새로 제안하는 유동적인 마스킹 기법을

UNITER 모델에 적용해 사전학습했을 때 무작위로 마스킹한 경우에 비

해 텍스트 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도 점수가 약 2% 향상하는 것을 확인

했다. 최신 멀티모달 모델은 이미지 모달리티에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안한 유동적인 마스킹 기법은 텍스트 데이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해 이미지 중심의 모델링을 완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마스킹한 텍스트와의 관련성에 따라 이미지를 마스킹함

으로써 멀티모달 모델의 문제 중 하나인 모달리티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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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래디언트(gradient) 기반의 토큰 중요도 분석 방법 및 유동

적인 마스킹 기법의 개요. 마스킹 된 입력에 대한 오차를 역전파하여

구한 그래디언트와 입력 토큰을 곱해 각 토큰별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

고(좌측), 토큰들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마스킹을 적용해 모달리

티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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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BACKGROUND

2.1 대규모 사전학습 언어모델

언어모델은 문장 내에서 특정 토큰 혹은 시퀀스가 나타날 확률을 모델링

하는 모델이다. 토큰들(w)의 시퀀스 W가 나타날 확률은 연쇄 법칙

(chain rule)으로 식 2.1처럼 나타낼 수 있다.

      ⋯  
 ⋯  (2.1)

   ≈     (2.2)

통계 기반의 언어모델(Statistical Language Model)은 단어의 빈도수

기반의 통계를 활용하여 학습한 언어모델이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마르

코프 가정(Markov Assumption)을 통해 식 2.2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직전 N-1개의 토큰을 보고 단어의 확률을 모델링하는 N-gram이 통계

기반의 언어모델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딥러닝을 이용해 텍스트 빅데이터를 사전학습한 언어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BERT[2]는 통계 기반의 언어모델이 아닌 인공신경망 기

반의 언어모델(Neural Language Model)의 대표적인 예시로 기존 언어모

델들보다 좋은 성능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모델이다. BookCorpus 데이

터셋[38]과 Wikipedia 데이터셋으로 구성된 방대한 규모의 텍스트 데이

터로 학습된 BERT는 사전학습을 통해 텍스트 토큰들 사이의 관계를 배

우고 맥락을 이해하며 언어를 이해하게 된다. 사전학습된 BERT 모델은

텍스트 데이터의 구조와 의미를 일부 학습한 상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자연어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BERT는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을 통해 질의응답(Question

Answering)이나 감정분석(Sentiment Analysis) 등 다양한 자연어처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범용성이 존재해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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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ransformer의 구조와 Self-Attention 모듈[1]

BERT와 같이 Transformer[1]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들은 그림 2

처럼 self-attention 모듈을 통해 식 2.3의 어텐션(attention) 연산을 수행

하고 주어진 토큰들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한다. 모델은 어텐션 연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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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한 단어의 정보(Query)를 처리하기 위해 어떤 정보(Key)를 집중

(attention)해서 봐야할 지를 파악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며, 가중치에 따라

중요하게 판단한 토큰들로부터 맥락을 생성해 언어를 이해한다.

    (2.3)

BERT의 핵심 방법론은 self-attention 모듈의 집합인 Transformer 인

코더를 사용하여 텍스트로 이루어진 빅데이터에 대한 문장 내의 토큰들

사이의 관계를 어텐션 연산을 통해 스스로 모델링하고, 이렇게 사전학습

된 대규모 모델에 축적된 자연어 정보를 다른 자연어처리 문제들로 전이

학습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BERT는 토큰들 사이의 관계

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 양방향성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이용해

주어진 문장을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읽으며 특정 위치의 단어를 추론하

는 방법으로 학습한다. 양방향성 학습을 위해 BERT는 MLM(Masked

Language Modeling) 문제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3. BERT 모델의 구조[2]

MLM 문제는 BERT가 문장에 대한 정답이 없더라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지도학습(Self-supervised Learning)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

법으로, 문장 내 토큰 중 무작위로 15%를 지정하여 모델이 알 수 없도

록 마스킹하고 문장 내 마스킹이 되지 않은 토큰을 바탕으로 마스킹 된

토큰을 복원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MLM 문제와 오차를 통해 BER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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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토큰들을 보고 맥락을 파악하고 맥락을 통해 마스킹이 된 토큰을

복원할 수 있도록 self-attention 모듈을 포함한 모델을 딥러닝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

하지만 BERT에서 처음 제안한 MLM 문제에서 무작위의 토큰을 마스

킹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인지는 불투명하다. [11]에서는

임의로 지정한 토큰을 마스킹하는 기법은 최적화되지 못한 자기지도학습

(Self-supervised Learning)을 유도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문

장 내에 “e”, “#igen”, “#val”, “#ue”의 토큰으로 구성된 “eigenvalue”라는

단어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문장 전체에서 수학과 관련된 문맥을 파

악하고 문맥을 통해 “#igen”을 유추할 수도 있지만, “e”, “#val”, “#ue”라

는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토큰만을 보고

“#igen”을 유추하는 것이 훨씬 쉬운 문제이다. 모델의 입장에서는 문장

전체를 참조하기보다는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인접한 토큰이라는 지름길

(shortcut)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MLM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가

장 편한 방법이다. 따라서, 모델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마스

킹된 토큰의 주변 토큰들만 참조해서 학습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모델

의 지름길(shortcut)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름길 문제는 문장 전체를

보고 맥락을 이해하고, 맥락을 통해 MLM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학

습의 목표를 방해하며 최적화된 학습을 못 하게 만든다. [11]에서는

MLM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름길 문제를 지적하며 모델이 맥락을

고려하는 최적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마스킹된 토큰을 유추할 때는

해당 토큰과 연관성이 있는 다른 하위단어들을 참조할 수 없도록 방지하

여 지름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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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각언어 멀티모달 트랜스포머(Vision-Language

Multimodal Transformer)

초기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들은 RNN이나 CNN 등 다양한 모델 구조

를 활용하여 여러 모달리티의 정보를 표현하려고 하였다[39]. 하지만

BERT의 등장 이후 Transformer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사전학습 기반

의 모델이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며 최근 제안되는 시각

언어 멀티모달 모델들에서도 Transformer 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

각언어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이미지 캡션 데이터셋[15, 40]이나

VQA 데이터셋[5, 35]처럼 서로 연관된 한 쌍의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

를 바탕으로 사전학습된다.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 BERT와 동일하게

BPE(Byte Pair Encoding) 알고리즘 기반의 BERT 토크나이저를 통해

토큰화가 이루어지며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어떤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

하여 토큰화하는지(2.2.1)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 토큰화된

텍스트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합치는지(2.2.2), 그리고

전체 모델을 어떤 오차를 이용해 학습하는지(2.2.3)에 따라 모델을 구분

할 수 있다.

2.2.1 Image Encoder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에서 이미지 인코더는 전체적인 모델이 이미지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고 Fusion 층에서 텍스트 데이터와 잘 섞일 수 있

도록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이미지 토큰으로 변형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다. 이런 역할을 잘 담당하기 위해 이미지 데이터를 토큰화하는 이미지

인코더는 이미지 디텍터의 한 종류인 Faster-RCNN[19]를 주로 사용한

다. Faster-RCNN은 이미지 디텍터 모델로, 이미지 속에 존재하는 객체

(object)를 찾아내고 발견한 객체의 위치에 대한 좌푯값(bounding box)

과 분류(class) 정보를 제공한다. 이미지 데이터를 단위픽셀로 나누어 처

리하는 패치(patch)는 그림 4의 좌상단의 패치처럼 의미 있는 정보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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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반면, 이미지 디텍터 기반의 이미지 인코더는 발견한 객체를

기준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토큰화하기 때문에 이미지 정보를 보다 집약

적으로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 객체의 위치에 대한 좌푯값

및 분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나 오차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 패치 단위와 객체 단위 이미지 처리방식. 패치(patch) 단위(검

은색)와 객체(object) 단위(붉은색) 데이터

반면 이미지 디텍터 기반의 이미지 인코더의 단점 또한 존재한다. [6]

은 Faster-RCNN 모델이 제공하는 분류 정보가 실제 분류와 완벽히 일

치한 경우는 고작 38%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부정확한 분류 정보

를 이용하는 학습이 일어날 때 모델이 분류 정보를 신뢰하지 못해 최적

화되지 못한 학습이 일어나며 모달리티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7, 41]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 Faster-RCNN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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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이미지 디텍터를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의 인코

더로 사용해 전반적인 모델 성능의 향상을 보여 Faster-RCNN를 사용하

는 이미지 인코더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 이미지 디텍터는 깊게 쌓인 CNN 기반의 모델이기 때문에 학습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20]은 최근

에 Transformer 구조를 이미지 분야에서 적용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준

ViT[3] 모델이 사용한 이미지 토큰화 방법을 차용해 원본 이미지를 패

치(patch) 단위로 자르고 자른 이미지를 한, 두 선형 층을 이용해 토큰화

하는 방법을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에서도 제안했다. 이미지 디텍터를

인코더로 사용한 모델과 비교해 패치 단위 토큰화 방법을 적용한 모델의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이며 학습 속도 측면에서 큰

강점을 보이는 패치 단위의 이미지 인코더 모델의 가능성을 보였으며 최

근 [27]은 Momentum Distillation과 Constastive Loss를 패치 단위 이미

지 인코더에 이용해 이미지 디텍터 인코더 모델의 성능을 넘어서는 결과

를 보고하였다.

2.2.2 Fusion Layer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토큰화한 이미지 토큰들과 BERT 토크나이저를

활용해 하위단어(subword)로 토큰화한 텍스트 토큰들은 Fusion 층을 통

해 각 토큰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고 새롭게 토큰화된다. 최근 간단한 구

조를 가지고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 주목받은 멀티모달 모델인 CLIP[29]

은 이미지 토큰들과 텍스트 토큰들 사이의 내적 연산을 Fusion 층을 구

성하였다. 두 모달리티의 토큰들 사이의 내적 연산은 이미지와 한 쌍이

되는 텍스트 데이터일 경우에는 두 토큰 벡터가 서로 가까워지게, 일치

하지 않는 쌍일 경우에는 서로 멀어지게 오차를 부여하는 Contrastive

Loss[42]를 나타낸다. CLIP은 Constrastive Loss를 이용해 같은 정보를

표현하는 두 모달리티의 정보들이 같은 공간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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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은 단순한 내적 연산으로 이루어진 Fusion 층을 통해 멀티모달

데이터를 모델링했지만, 시각적 추론(Visual Reasoning)[43]처럼 고등 사

고가 필요한 문제에서는 찍는 것과 다름없는 좋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었

다. [20]은 추론과 같은 높은 수준의 사고를 위해서는 복잡한 Fusion 층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5처럼 UNITER[8]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들은 Transformer 인코더를 Fusion 층으로 사용

하며 self-attention 모듈을 통해 언어모델이 학습하는 것처럼 동일한 모

달리티의 토큰들끼리의 관계를 배우고 추가로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토

큰들 사이의 관계도 함께 학습한다.

그림 5. UNITER 모델의 구조와 다양한 사전학습 문제[8]

2.2.3 Pretraining Task & Loss Function

머신러닝에서 오차(loss)는 모델의 예측치와 실제 정답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며 모델이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학습하게 된다. 모델의 예측값

의 특징에 따라 연속적인 값일 경우에는 평균 제곱 오차(MSE, Mean

Squared Error)를 주로 사용하고, 이산적인 값이면 교차 엔트로피 오차

(CE, Cross Entropy)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모델이 어떤 문제(task)

를 해결하고자 하며 어떤 오차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모델의 학습 방향이

달라지고 성능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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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와 오차들이 제

시되고 있다. 그중 BERT에서의 학습과 마찬가지로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에서도 자기지도학습(Self-supervised Learning)을 위한

MLM(Masked Language Modeling) 문제가 사용된다. 텍스트 데이터의

일부를 무작위로 마스킹하고 이를 원래의 토큰으로 복원하는 학습이 멀

티모달 모델에서도 이루어진다. 텍스트 모달리티의 데이터(w)만 존재하

는 언어모델과는 다르게,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은 이미지 모달리티의

데이터(v)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델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마스킹

된 텍스트 토큰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토큰에 대한 이해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log\ (2.4)

∼log\ (2.5)

이미지 디텍터 기반의 이미지 인코더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오차인

MRC(Masked Region Classfication) 문제 또한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

의 학습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이미지 디텍터를 이용

해 얻은 이미지 토큰 중 무작위의 토큰을 마스킹하고 이를 복원하는 문

제에 해당한다. MLM 문제와 유사하게, MRC 문제에서는 이미지 토큰을

복원하기 위해 이미지 디텍터에서 예측한 이미지 토큰의 분류(class)를

정답으로 삼아 학습이 이루어진다. [8] 등에서는 이미지 디텍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측 분류값에 대한 교차 엔트로피(CE) 오차가 아

닌 이미지 디텍터의 예측 분포에 대한 쿨벡-라이블러 발산

(Kullback-Leibler divergence) 오차를 제안하였다.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MLM과

MRC 문제를 제외하고, BERT에서 주어진 두 문장 사이의 선후관계를

맞추는 NSP(Next Sentence Prediction) 문제와 유사하게 텍스트 데이터

와 이미지 데이터가 서로 동일한 텍스트, 이미지 쌍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분하는 ITM(Image-Text Match) 문제도 존재한다. 그 외에 CLIP에서

사용한 두 모달리티의 데이터 사이의 내적 연산을 활용한 Constrastive

Loss를 사용하는 모델도 존재하는데, ITM과 Constrative 오차들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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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비슷한 공간에 위치시키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2.3 해석가능한 인공신경망

인공신경망의 성능 향상과는 병렬적으로, 인공신경망을 이해하고 분석하

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속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로

흔히 묘사되는 인공신경망을 이해하기 위해 단순하게는 입력을 조금 바

꾸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통해 이해하는 방법부터, 인간의

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모델의 결괏값이 크게 달라지게 만드는 노

이즈를 찾는 adversarial sample[12]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이 존재한다.

Transformer 기반 모델은 self-attention 모듈을 이용해 입력 토큰들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한다. Self-attention 모듈의 어텐션 연산을 통해

토큰들의 가중치를 계산하고 가중치를 통해 attention map을 생성할 수

있다.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 생성된 attention map을 활용하여 핵심 토

큰이 어떤 토큰에 더 많이 주목(attention)하고 어떠한 토큰들이 서로 관

계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13, 14]에서는 attention map이 토큰들 사이의 관계를 직관적

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인식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attention map이 제시

하는 토큰에 대한 설명을 무작정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Attention

은 그래디언트 기반의 전통적인 설명력 수단과의 상관관계가 적으며,

[CLS]나 [SEP] 토큰처럼 사람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모델이

인식하는 특수한 토큰에 대한 가중치가 크게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가 존

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ttention map을 활용해 성능을 향상한 모델

[45]도 존재해 attention map은 완벽한 분석 도구로 보기에는 논란의 여

지가 존재하는 분석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인공신경망을 분석하기 위한 고전적인 방법의 하나는 돌출맵(Saliency

Map)[17]이다. 돌출맵은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분류의 차이에서 발생한

오차에 대해 역전파(backpropagation)를 통해 모델의 그래디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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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ent)를 계산하고 입력의 어떤 부분에 기인해 예측 결과를 이끌어냈

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래디언트 기반의 분석 수단이다. 돌출맵은 인

공신경망의 오차가 입력 데이터의 어느 부분에서 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

고, 비교적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MLM 문제와 MRC 문제를 통해 얻은 오차를 토큰화된 각 모달리티의

데이터에 대해 역전파해 그래디언트를 구하고,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데

이터는 형태가 다르므로 그래디언트를 각 토큰 벡터와 곱한

Input*Gradient를 각 토큰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점수로 사용하였다[44].

2.4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의 모달리티 비대칭성

텍스트 분야에서의 지름길(shortcut) 문제처럼 멀티모달 문제에서도 지름

길 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같은 모달리티의 토큰들 사이의 지름길 문

제와는 다르게 멀티모달 모델에서는 서로 같은 모달리티의 토큰 사이의

지름길 문제도 존재하고, 추가로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토큰 사이의 지

름길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한다.

멀티모달 모델에서의 지름길 문제 또한 최적화되지 못한 학습과 나쁜

일반화 성능을 일으킬 수 있다. VQAv2[5] 데이터셋에서는 기존 VQA

데이터셋에서 “What sport is”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의 분포로 “tennis”

가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How many”로 시작하는 숫자와 관련된 질

문의 경우 “2”가 정답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모델이

이미지와 텍스트 토큰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더라도 어떤 종

류의 질문인지에 해당하는 텍스트 토큰의 앞부분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답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한 VQAv2를 제안하

였다.

멀티모달 모델의 지름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킹 기법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10]. “blue”와 “sky”라는 텍스트 토큰들이나 이미지 내의 바

퀴와 차 객체에 해당하는 이미지 토큰들처럼 같은 모달리티 내에서 밀접

하게 관련이 있는 토큰들은 그중 하나만 마스킹이 되면 지름길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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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하나의 토큰을 통해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반면 같

은 객체에 속하는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토큰들을 서로를 참조해서 마스

킹 된 토큰을 복원할 수 있다면 여러 모달리티를 동시에 모델링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 [10]에

서는 이미지와 텍스트 토큰들의 의미론적 유사도(semantic similarity)를

내적을 통해 측정하고 이 유사도를 바탕으로 씬 그래프(Scene Graph)를

구성했다. 생성한 씬 그래프를 통해 이미지와 텍스트 토큰들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마스킹 확률을 조정하는 마스킹 기법을 제안해 멀티모달 모델

의 지름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9]은 멀티모달 모델이 각 모달리티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

를 측정하는 Perceptual Score을 제안하였다.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에

서 측정하고 하는 모달리티의 정보를 학습 배치(batch) 내의 동일한 모

달리티의 정보로 대체하면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이때 원래의 정보를

사용했을 때와의 성능 변화를 Perceptual Score로 정의했으며, 이 점수가

커질수록 성능의 저하가 크게 발생했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모달리티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Perceptual Score를 이용해 최신 모델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인 성능은 점점 향상되고 있지만 텍스트에 대한

Perceptual Score 또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최신

모델의 성능 향상이 알고리즘과 방법론에 의한 향상이 아니라 과도하게

텍스트 데이터에 의존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모달리티 비대

칭성 분석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 쪽 모달리티의 정보를 다른 샘플의 정보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ablation을 통해 모달리티 비대칭성 문제를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6].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의 학습 오차로 사용되는 MLM(Masked

Language Modeling)과 MRC(Masked Region Classification) 오차를 통

해, 한 쪽 모달리티의 토큰을 마스킹하고 1) 다른 토큰에는 마스킹하지

않았을 때, 2) 이 토큰이 나타내는 객체와 동일한 객체를 나타내는 반대

모달리티의 토큰만을 마스킹했을 때, 3) 반대 모달리티의 모든 토큰을

마스킹했을 때로 나누어 비대칭성을 분석하였다. 직관적으로 2)와 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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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킹한 토큰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에 해당하는 토큰이 마스킹 되

어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2)의 경우는 오

히려 마스킹을 아예 안 한 것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고,

이는 모델이 중요한 토큰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지름길 문제를

유발하는 잘못된 토큰을 참조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미지

토큰과 텍스트 토큰에 대해 각각 MRC 및 MLM 문제를 적용했을 때 이

미지 토큰이 미치는 영향력이 텍스트 토큰보다 크다고 분석하였다. [6]은

그 원인으로 이미지 디텍터로 사용한 Faster-RCNN 자체의 오류를 의심

했는데, 이미지 디텍터가 잘못 예측한 이미지 토큰의 분류(class)로 모델

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델이 이미지 토큰의 분류를 신뢰하지 못

하게 만들고, 오히려 마스킹한 이미지 토큰 주변의 이미지 토큰들에 모

델이 더 많이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본 논문에서는 모달리티 비대칭성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그

래디언트 기반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모달리티 토큰의 중요도를 측정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 중요도를 활용해 의존도가 불필요하게 높은

토큰을 마스킹을 통해 조절해 학습에 도움을 주고 모달리티 비대칭성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20 -

제 3 장 METHODS

3.1 그래디언트 기반의 비대칭성 분석 방법

3.1.1 FLICKR30k Entities Dataset

FLICKR 데이터셋[18]은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대표

적인 데이터셋 중 하나로, 이미지 데이터와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

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FLICKR30k 데이터셋은 3 만장의 이

미지와 이를 설명하는 15 만장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FLICKR30k Entities 데이터셋[16]은 FLICKR30k 데이터셋을 개선해

설명문에 존재하는 객체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담고 있는 데이터셋이다.

설명문 내에 존재하는 객체(entities)와 해당 객체가 이미지 데이터 내에

어느 부분에 존재하는 지에 대한 좌표 정보(bounding box)가 존재한다.

그림 3.1의 샘플은 FLICKR30k entities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데이터 샘

플 중 하나이다. 이 샘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A man in a blue

hard hat and orange safety vest stands in an intersection while

holding a flag.”라는 설명문에는 “A man” 이나 “a blue hard hat”이라

는 객체가 존재한다. FLICKR30k entities 데이터셋에는 각 샘플마다 설

명문 내의 객체 뿐만 아니라, 해당 개체가 이미지 안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좌표 정보(bounding box)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LICKR30k entities 데이터셋을 활용해 특정 객체에

해당하는 토큰들을 마스킹 했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FLICKR30k Entities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객체에 대한 좌표 정보와 이

미지 인코더로 사용된 이미지 디텍터에서의 좌표 정보를 이용해 서로 얼

마나 겹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IOU를 계산할 수 있다. 계산

된 IOU를 특정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준 이상이면 서로 다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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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티에 존재하는 객체들을 같은 객체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

로 서로 다른 모달리티지만 동일한 객체를 의미하는 토큰들을 변화시켜

멀티모달 모델에서의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고, 모델의 비대칭성을 판단

할 수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6. FLICKR30k Entities 데이터셋의 샘플.[16]

“A man in a blue hard hat and orange safety vest stands

in an intersection while holding a flag.”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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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그래디언트를 활용한 모달리티 중요도 측정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에서 모달리티 토큰들의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전 모델 분석 방법의 하나인 돌출맵(Saliency Map)[17, 44] 등에서 사

용한 그래디언트(gradient) 기반의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 방법은

알고리즘 1과 같다. 모달리티 토큰들의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Vis4Lang[6]에서처럼 한쪽 모달리티의 토큰만을 마스킹하는 ablation을

이용한다.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은 MLM(Masked Language Modeling)과

MRC(Masked Region Classifcation) 문제를 통해 마스킹 된 토큰을 복

원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고, 오차를 줄이도록 학습이 이루어진다.

마스킹 된 토큰이 텍스트 모달리티인 경우에는 MLM loss를, 이미지 모

달리티에 속한 경우에는 MRC loss를 측정할 수 있다. 해당 오차에 대해

사전학습 된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을 역전파(back-propagation) 하면

모달리티 인코더에 의해 토큰화가 완료된 텍스트와 이미지 토큰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토큰들은 그 분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토큰과 그래디언트의 곱을 통해 고유의 벡터로 나타

낼 수 있고, 이 벡터의 노름(norm)을 통해 각 토큰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써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LICKR30k Entities 데이터셋과 돌출맵 기반의 분석방

법을 활용하여 데이터 샘플의 객체에 대해 객체에 해당하는 1) 텍스트

토큰을 마스킹하고 복원하는 MLM 문제, 2) 이미지 토큰을 마스킹하고

복원하는 MRC 문제에서의 모달리티 토큰의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방법

론을 적용하기 위해 두 종류의 사전학습 문제를 모두 이용하는

UNITER[8] 모델을 이용하였다. 각 문제에 대해 측정한 모달리티 토큰의

중요도는 같은 모달리티끼리 합쳐 대소관계를 구분해 모델이 MLM이나

MRC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모달리티를 중요시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

는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해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의 모달리티 비대칭

성 문제를 돌출맵 기반의 분석 방법을 통해서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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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분석 방법을 사용했을 때 사전학습이 이루어진 모델에서 마스킹

된 토큰을 복원할 때 동일한 객체에 해당하는 반대 모달리티의 토큰을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안한 방법이 올바른

토큰에 점수를 부여하는지를 확인해 방법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다.

Algorithm 1: 그래디언트를 활용한 멀티모달 모델 비대칭성 분석

Input: pretrained model F, input       
1. Mask entity e in input x

2. Calculate MLM/MRC loss

3. Back-propagate MLM/MRC loss to get gradient g of token

representation

4. Compute gradient-based feature importance score   ‖‖
5. Return normalized score with sum-to-one scale

3.2 그래디언트 기반의 유동적인 마스킹 방법론

직관적으로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의 모달리티 비대칭성 문제는 모델이

특정 모달리티의 토큰에 과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모델

이 스스로 어떤 토큰이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마스킹해 모달리티 의존성

을 조정하고 원치 않는 지름길(shortcut)을 방지할 수 있는 유동적인 마

스킹 방법론을 제안한다. 전체적인 방법론은 알고리즘 2와 같다.

End-to-end 학습을 위해 동일한 구조를 갖는 두 모델을 이용한다. 두

모델 중 선생 모델은 3.1의 방법론을 적용해서 그래디언트를 활용해 토

큰들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모델이며, 베이스 모델은 선생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킹이 이루어지는 데이터 샘플을 통해 실제 학습이 이루어

지는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27]을 참고하여 식 3.1을 이용해 선생 모

델의 파라미터를 momentum average를 활용하여 갱신하였다.teacher momentumteacher momentumbas 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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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인 마스킹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텍스트 모달리티의 정보에

기존 마스킹 방법과 동일하게 무작위로 15%의 토큰을 적용한다. 마스킹

된 텍스트 토큰들과 마스킹이 없는 이미지 토큰을 선생 모델을 통해

MLM 문제를 풀면 마스킹된 텍스트 토큰을 풀기 위해 모델이 어떤 토

큰에 의존하는지에 대한 중요도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미지 토큰을 중

요도 점수에 따라 전체 이미지 토큰의 15%에 해당하는 만큼 마스킹을

적용하고, 마스킹이 적용된 텍스트와 이미지 토큰을 베이스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 유동적인 마스킹 기법을 적용할 경우, 기존 마스킹

방법과 같은 개수의 토큰에 마스킹이 적용되지만, 중요도에 따라 마스킹

여부가 달라지므로 모달리티 의존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Algorithm 2: 비대칭성 문제 개선을 위한 유동적인 마스킹 기법

Input: teacher model t, base model b, input

      
1. Mask text tokens with original BERT’s random policy

2. Calculate MLM loss

3. Back-propagate MLM loss to get gradient g of token

representation

4. Compute gradient-based feature importance score   
5. Return normalized score of image tokens

6. Mask image tokens with top-k largest/smallest score

7. Train b with newly masked text and image tokens

8. Update t with momentum o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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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환경

본 논문은 volta1) framework를 활용하여 그래디언트 기반 중요도 분석

방법과 유동적인 마스킹 방법론을 구현하였다.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해

서는 사전학습 문제로 MLM과 MRC 문제가 필요하기에 두 종류의 사전

학습 문제를 이용하는 UNITER[8] base 모델을 이용했으며, 모델 학습

을 위해 필요한 hyperparameter 설정은 표 1과 같다.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이미지와 캡션 데이터가 포함된 Conceptual

Captioning 데이터셋[15]을 이용했으며, 기준 모델은 10 에폭 학습했고

비교군에 해당하는 모델은 5 에폭으로 줄여 학습하였다.

Hyperparameter value
model bert-base-uncased
epoch 5

learning rate 1e-4
max sequence length(text) 38
sequence length(image) 50

batch size 64
warmup proportion 0.1
weight decay 0.01

표 1. 사전학습 실험 환경 및 Hyperparameter 값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 중 하나인

VQA[5, 35]에서의 성능 측정은 5 에폭 사전학습한 모델을 VQAv2 데이

터셋의 학습 셋을 이용해 학습하고, 검증 셋을 이용해 성능을 측정하였

다.

1) https://github.com/e-bug/v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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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RESULTS

4.1 그래디언트 기반 분석 방법의 타당성

그래디언트(gradient) 기반의 분석 방식은 돌출맵(Saliency Map)[17, 44]

등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지만 분석을 통해

얻은 토큰들의 중요도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텍스트

와 이미지에서 동일한 객체를 알 수 있는 FLICKR30k Entities[16] 데이

터셋을 활용하여 중요도 측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사전학습된 UNITER 모델에 3.1의 그래디언트 기반의 분석 방법을 적

용하고, 측정한 중요도와 실제 대응하는 토큰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마

스킹된 토큰에 대응하는 토큰의 점수를 측정해 확인했다. 사전학습 정도

에 따라 중요도 점수가 조금씩 변화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값에 대응

하는 토큰의 점수가 수렴하는 것을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모달리티에서 특정 객체를 마스킹 했을 때, 이미지 모달리티에

서 동일한 객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체의 점수는 전체의 32%에 해당

하며 그 반대의 경우는 14%가 해당한다. 텍스트의 시퀀스 길이가 37~38

토큰이며 이미지 토큰의 시퀀스 길이가 50 토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임

의의 한 토큰에 대한 점수의 기댓값은 각 모달리티의 시퀀스 길이의 역

수(약 2.7%, 2%)에 해당하는데, 직접 측정한 대응되는 토큰의 중요도 점

수가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디언트 기반 분석 방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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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ch Scores on image tokens Scores on text tokens
1 0.3377 0.1141
2 0.3360 0.1249
3 0.3219 0.1326
4 0.3205 0.1415
5 0.3251 0.1442
6 0.3126 0.1435
7 0.3122 0.1455
8 0.3114 0.1476
9 0.3087 0.1473
10 0.3075 0.1462

average 0.3194 0.1387

표 2. 그래디언트 기반 분석의 타당성 결과. 한 모달리티에서 객체를

마스킹 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다른 모달리티의 토큰의 중요도 점수

4.2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의 비대칭성

제안한 그래디언트(gradient) 기반의 분석 방법을 통해 사전학습이 완료

된 UNITER[8] 모델이 각 모달리티 토큰들을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분석

할 수 있다. 하나의 객체에 대한 MLM 및 MRC 문제에 대해 텍스트 토

큰들의 중요도의 합과 이미지 토큰들의 중요도의 합을 통해 각 모달리티

의 중요도를 나타낼 수 있고 그 결과는 그림 7과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모달리티 토큰들의 중요도는 어떤 사전학습 문제를 학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LM 문제를 통해 토큰들의 중

요도를 측정했을 때는 텍스트와 이미지 중요도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

지만, MRC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지 모달리티의 중요도가

텍스트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또, 사전학습이 이루어지면서 텍스트 모

달리티의 중요도는 점점 감소하지만 그만큼 이미지 모달리티의 중요도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기존 연구[6]처럼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이 이미지 모달리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그래

디언트 기반의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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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LM 문제에서 모달리티의 중요도의 변화. 텍스트 모달리티

의 중요도는 감소하며, 이미지 모달리티의 중요도는 증가한다.

그림 8. MRC 문제에서 모달리티의 중요도의 변화. 텍스트 모달리티의

중요도는 감소하며, 이미지 모달리티의 중요도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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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동적인 마스킹 기법의 적용

제안한 유동적인 마스킹 방법론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토큰에

따라 마스킹 되는 이미지 모달리티의 토큰들 중 중요도가 1) 가장 큰

15%의 토큰을 마스킹하거나 2) 가장 작은 15%의 토큰을 마스킹하였다.

4.3.1 객체 일치도 분석

기존 모델과 유동적인 마스킹 기법을 적용한 두 모델에 대해 그래디언트

기반의 분석의 타당성을 보이는 실험과 동일하게, 객체 토큰을 마스킹

했을 때 반대 모달리티의 토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지를 확인하였

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baseline largest idx smallest idx
MLM 0.325 0.247 0.333
MRC 0.144 0.157 0.13

표 3. 객체 일치도 분석 결과. 5 에폭 학습한 사전학습 모델에서

MLM과 MRC 문제를 통해 핵심 토큰에 얼마의 중요도 점수를 부여했

는 지를 의미한다.

텍스트 객체를 마스킹하고 복원하는 MLM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이미지 토큰을 마스킹한 largest idx 설정에서 일치도가 많이 하락

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이미지 토큰을 마스

킹한 smallest idx 설정에서는 일치도가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제안한 마스킹 방법론이 중요하지 않은 이미지 토큰에 대한 중

요도를 낮추고, 실제로 ML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조해야 하는 토큰

의 중요도를 상승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미지를 복원하는 MRC 문제에서는 smallest idx 설정에서 효과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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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는데 이는 텍스트를 우선 마스킹하는 현재의 방법론의 한계로 보

여진다. 다만 largest idx 설정에서는 MRC 문제에서의 일치도가 상승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제안한 마스킹 방법을 통한 사전학습

과정에서 특정 객체에 대한 MRC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일치도가 강

화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9. 객체 일치도 상승의 예. Baseline(위)과 비교해서 Smallest idx

(아래) 설정에서 일치하는 객체의 중요도는 상승하였고(붉은색), 일치하

지 않는 객체의 중요도는 감소하였다(초록색 및 기타 토큰)

FLICKR30k entities 데이터셋의 샘플을 통해서도 제안한 마스킹 방법

론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the tide”라는 텍스트 객체에 대

한 MLM 문제를 통해 이미지 토큰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한 것인데, 이

객체와 일치하는 이미지 토큰은 인덱스 5의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해당한다. 기존 모델에 비해, smallest idx 설정으로 학습한 모델에서 일

치하는 이미지 토큰의 중요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 기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토큰(초록색)의 중요도는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이미지 모달리티의 토큰의 중요도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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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모달리티 비대칭성 분석

유동적인 마스킹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학습된 모델이 기존 마스킹

기법에 비해 다른 모달리티 토큰의 중요한 토큰에 더 집중한다는 것을

앞선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관련성이 적은 이미지 토큰의 중요

도는 감소하는 것도 앞선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모델

이 이미지 모달리티에 의존하는 모달리티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다.

실험 결과는 표 4-7와 같고, 그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그림 12-13이

다. 어떤 마스킹 기법을 사용하는지, 어떤 사전학습 문제를 해결해야 하

는지와 무관하게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미지 모달리티의 중요도는 증가하

는 것을 그림 10-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6]에서 지적한 바

와 같이 Faster-RCNN[19]의 분류 오차가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의 학

습 과정에서 누적되면서 마스킹된 이미지 토큰을 복원하기 위해 다른 이

미지 토큰을 참조해야 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전체적인 모달리티 중요도는 그림 12-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작

위 마스킹을 적용한 기존 모델보다 제안한 방법론을 사용하니 텍스트 모

달리티에 대한 중요도가 평균적으로 3%p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상승치만큼 이미지 모달리티에 대한 중요도는 감소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앞선 객체 일치도에 대한 실험에서의 결과를 통해 분석

해보면, 중요하지 않은 토큰에 대한 중요도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이미지

모달리티의 중요도가 감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앞선 분석과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이미지 모달리티에 너무 집중하는

Vision-for-Language 현상을 유동적인 마스킹 방법을 통해 일부 완화시

킨 결과로 볼 수 있다.

중요도가 큰 이미지 토큰을 마스킹할 경우 MLM 문제에서 일치도가

크게 저하된 앞선 객체 일치도 실험에서의 결과와는 다르게, 중요도가

큰 15%와 작은 15% 중 어느 이미지 토큰을 마스킹할 지는 비대칭성 결

과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요도가 큰 토큰을 마스

킹하는 설정에서의 일치도가 증가한 원인과 동일하게, 특정 객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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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C 문제의 빈도를 증가시켜 핵심 이미지 토큰에 대한 학습이 추가적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0. MLM 문제 학습 과정에 따른 이미지 모달리티의 중요도

그림 11. MRC 문제 학습 과정에 따른 이미지 모달리티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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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LM 문제에서 모달리티의 중요도의 변화. 기존 모델보다

약 3%p정도 텍스트 모달리티의 중요도가 증가하였다.

그림 13. MRC 문제에서 모달리티의 중요도의 변화. 기존 모델보다

약 3%p정도 텍스트 모달리티의 중요도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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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ch
baseline
text
mean

baseline
image
mean

largest
idx text
mean

largest
idx
image
mean

difference

1 0.136466 0.863533 0.165350 0.834649 0.028884
2 0.118921 0.881079 0.160994 0.839005 0.042073
3 0.113577 0.886422 0.138761 0.861238 0.025183
4 0.103857 0.896142 0.131473 0.868526 0.027616
5 0.102092 0.897907 0.125599 0.874400 0.023506

표 4. MRC 문제에서 모달리티의 중요도(상위 15%). Baseline 모델

과 이미지 토큰 중 중요도가 가장 큰 15%의 토큰을 마스킹해 학습한

모델에서 MRC 문제를 통해 구한 각 모달리티의 중요도의 분포

epoch
baseline
text
mean

baseline
image
mean

smallest
idx text
mean

smallest
idx
image
mean

difference

1 0.136466 0.863533 0.162785 0.837215 0.026319
2 0.118921 0.881079 0.159876 0.840124 0.040955
3 0.113570 0.886422 0.143036 0.856964 0.029459
4 0.103857 0.896142 0.136095 0.863905 0.032238
5 0.10209 0.897907 0.120689 0.879311 0.018597

표 5. MRC 문제에서 모달리티의 중요도(하위 15%). Baseline 모델

과 이미지 토큰 중 중요도가 가장 작은 15%의 토큰을 마스킹해 학습한

모델에서 MRC 문제를 통해 구한 각 모달리티의 중요도의 분포



- 35 -

epoch
baseline
text
mean

baseline
image
mean

largest
idx text
mean

largest
idx
image
mean

difference

1 0.573436 0.425039 0.644234 0.354241 0.070797
2 0.558929 0.439546 0.583734 0.414740 0.024805
3 0.537155 0.461320 0.557765 0.440710 0.020610
4 0.512986 0.485488 0.539243 0.459231 0.026256
5 0.509857 0.488618 0.539481 0.458994 0.029623

표 6. MLM 문제에서 모달리티의 중요도(상위 15%). Baseline 모델

과 이미지 토큰 중 중요도가 가장 큰 15%의 토큰을 마스킹해 학습한

모델에서 MLM 문제를 통해 구한 각 모달리티의 중요도의 분포

epoch
baseline
text
mean

baseline
image
mean

smallest
idx text
mean

smallest
idx
image
mean

difference

1 0.573436 0.425039 0.612416 0.38606 0.038979
2 0.558929 0.439546 0.605419 0.393056 0.04649
3 0.537155 0.461320 0.54974 0.448736 0.012584
4 0.512986 0.485488 0.542809 0.455667 0.029822
5 0.509857 0.488618 0.511029 0.487447 0.001171

표 7. MLM 문제에서 모달리티의 중요도(하위 15%). Baseline 모델

과 이미지 토큰 중 중요도가 가장 작은 15%의 토큰을 마스킹해 학습한

모델에서 MLM 문제를 통해 구한 각 모달리티의 중요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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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VQA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한 모델과 기존 모델에서의 VQA(Visual Question

Answering)에서의 성능은 표 12와 같다. 일반적으로 지름길(shortcut)

문제를 활용할 경우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어 성능이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존재하는데, 제안한 방법론을 활용한 모델의 성능이 기존 모델에

서의 성능과 비교해 소폭 향상되었고 제안한 방법론이 MLM 문제에 특

화된 것을 고려하면, MRC 문제까지 포함할 수 있게 방법론을 개선한다

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며 추가적인 모델 성능의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

epoch baseline smallest idx
1 45.406 49.229
2 56.724 58.757
3 60.104 62.001
4 61.937 63.576
5 63.092 64.32
6 63.393 64.766
7 63.941 65.252
8 64.023 65.179
9 64.479 65.473
10 64.496 65.531

표 8. VQA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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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설명가능한 모델을 위한 전통적인 분석 도구 중 하나인

돌출맵(Saliency Map)[17] 등에서 사용한 그래디언트(gradient) 기반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의 모달리티 토큰들에 대

한 중요도를 측정하고, 측정한 중요도를 바탕으로 [6] 등에서 제기한 모

달리티 비대칭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최신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 중

하나인 UNITER[8]에서 이미지 모달리티의 토큰들의 중요도가 평균적으

로 텍스트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모달리티 비대칭성 문제를 그래디언트

기반의 분석 방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정성적으로 모달리티 비대칭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셋이

제공하는 정보가 적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비디오-텍스트 멀티모달

데이터셋인 TVQA[46]에서는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시각적(비디

오 프레임) 데이터 혹은 언어(자막) 데이터 중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사람이 분류한 정보가 존재하는데, 이미지-텍스트 멀

티모달 데이터셋에서도 비슷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모달리티 비대칭성에

대한 심화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미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객체 정보가 존재하는 멀티모

달 데이터셋인 FLICKR30k entities[16] 데이터셋을 활용해 시각언어 멀

티모달 모델의 사전학습 과정에서 학습되는 MLM(Masked Language

Modeling)과 MRC(Masked Region Classification) 문제에서 핵심 토큰을

얼마나 중요하게 모델이 판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적인 모달

리티 토큰의 중요도인 2%(이미지)와 2.7%(텍스트)에 비해 동일한 객체

에 속하는 핵심 토큰의 중요도는 31.9%(이미지), 13.9%(텍스트)를 차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래디언트 기반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각 모달리티의 토큰에 대한 중요도를 바탕으로, 어떤 토큰을 추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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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스킹할 지라는 유동적인 마스킹 기법을 통해 모달리티 비대칭성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직관적으로, 모달리티 비대칭성 문제는 한쪽 모

달리티에 너무 과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중 불필요한

토큰을 마스킹해 그 중요도를 조절할 수 있다. 유동적인 마스킹 기법을

위해 우선 텍스트 모달리티의 토큰들만을 무작위로 마스킹 한 후 별도의

모델을 통해 이미지 토큰들의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중요도를 이

용해 15%의 이미지 토큰을 마스킹해 전체적인 마스킹 비율은 기존 방법

론과 동일하되, 토큰의 중요도에 따라 마스킹하고 이를 학습에 이용하는

방법론을 제안했다.

MLM과 MRC 문제를 사전학습에 이용하는 시각언어 멀티모달 모델인

UNITER에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해 변화를 측정했다. 가장 작은 15%의

중요도를 가진 이미지 토큰을 마스킹하였더니 반대 모달리티의 동일한

객체를 나타내는 토큰에 대한 점수인 객체 일치도가 MLM 문제에 대해

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MRC 문제에 대해서는 소폭

하락하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제안한 유동적인 마스킹 기법이 텍스트 토

큰을 우선 마스킹하고 이와 연결된 이미지 토큰을 마스킹하기 때문에 이

미지 토큰을 마스킹하고 복원하는 MRC 문제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마스킹을 무작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

요도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만으로도 모델이 토큰에 의존하는 정도를 변

화시킬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고, 추후 실험에서는 MRC 문제에

서도 객체 일치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미지 모달리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모달리티 비대칭성 문제 또한

일부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모델에 비해 유동적인 마스킹

기법을 적용한 모델에서 텍스트 모달리티의 중요도가 3%p정도 상승하고

그만큼 이미지 모달리티의 중요도가 하락해 이미지 모달리티의 중요도가

높던 모달리티 비대칭성 문제를 일부 완화하였다. 하지만 학습이 진행될

수록 이미지 모달리티의 중요도가 계속 증가하던 현상은 제안한 방법론

에서도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는 [6]에서 제기했던 Faster-RCNN[19]의

분류 오차가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누적되어 마스킹된 이미지 토큰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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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토큰에 의존하게 되어 발생한 문제라고 추측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그래디언트 기반 분석 방법으로 각 모달리티 토큰의

중요도를 측정하고, 측정한 중요도를 활용하여 유동적인 마스킹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해 객체 일치도와 모달리티 비대칭성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었지만 마스킹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의 모델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추가로 소모하고 학습 속도가

저해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앞서 제기된 문제를 일부 해결하긴 했지

만 이미지 토큰을 복원하는 MRC 문제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좋지 못했

으며 이미지 모달리티의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은 제안한

방법론에서도 관측할 수 있었다. 추후 실험에서는 방법론을 개선하여

MRC 문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거나 이미지 디텍터를 사용하지 않아

MRC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최신 모델[27]에서 지름길(shortcut) 문제

및 모달리티 비대칭성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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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Language Multimo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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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pretrained vision-language multimodal models is

increasing as various multimodal tasks are generat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The performance of

multimodal models is increasing in proportion to the multimodal data

and computational power, although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erformance improvement is due to a proper reasoning.

In this paper, we measure the importance of each token from each

modality via saliency map, one of the traditional methods to analysis

models, and confirm the modality imbalance problem in multimodal

models. We also found that recent multimodal models tend to focus

on image modality than text, similar to the previous work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solve the modality imbalance



- 47 -

problem of pretrained multimodal models. To do so, model calculate

the importance score of input tokens with text-only masking. Then,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score, input tokens with image modality

can be additionally masked. By training with dynamically masked

input data, modality imbalance problem can be solved as masking can

handle inappropriate relations between tokens.

After applying dynamic masking policy to pretrained multimodal

model, it shows that importance score of text modality is increasing

compare to baseline model. Thus, we claim that our new masking

policy alleviate the modality imbalance problem of recent multimod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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