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의 다양한 기술들이 서로 융복

합되면서 발전하고 있다[1]. 여기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해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더 정확하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한다. 그 적용 분야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세를 따라 글로벌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업과 학계를 중심으로 일반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연구가 시작됐다.

AGI는 사람과 동등한 지적 능력을 갖춘 AI다. AGI의

완성은 곧 초인공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의 등장

을 의미한다. 컴퓨터의 시간 단위는 사람이 경험하는 실제

물리적 시간 단위와 다르다. 이미 알파고라는 AI 바둑 프

로그램을 목격하면서 경험했다[2].

모든 사람이 AGI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은 아니다. AGI의 목표인 사람의 지능에 대한 정확한 이

해가 부족하고, AGI를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해

야 할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BM(I

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왓슨은 영상

분류를 할 수 없고 알파 제로는 기계번역을 할 수 없으며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3은 자율 주행

에 사용될 수 없다[3]. 따라서 각각 독립된 과업에 대해 훈

련된 알고리즘을 하나의 알고리즘(Meta Algorithm)으로

통합해야 한다[4].

단번에 AGI를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다. AGI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 하며 단계별로 확

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범용(General Purpose) AI 시스템

을 구현하는 것이다. 범용 AI 시스템은 다양한 과업을 동

시에 수행할 수 있다.

오늘날 AI 분야에서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분야는 상식

과 추론이다.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쌓아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그것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식을 터득한다. 그

로 인해 특정 과업을 수행할 때 그 과업이 서로 성격이 다

르더라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안다. 그러나 AI가

상식을 체득해 서로 다른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는 의문

이다.

추론은 경험, 지식, 관측된 사실을 기반으로 가설을 세우

거나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논리적

공리(Logical Axiom) 기반의 연역법(Deduction)과 통계적

공리(Probability Axiom) 기반의 귀납법(Induction)이 있다.

추론 능력의 경우 훈련을 통해 AI로 구현하고자 하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수준은 초기 단계다.

사람의 지능 중 다른 영장류와 비교했을 때 가장 뛰어

난 능력은 상식과 추론이다. 오랫동안 상식과 추론을 딥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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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QA 모델도 완벽한 성능을 내진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GVQA 모델의 성능 개선을 위해
VCC(Visual Concept Classifier) 모델을 ViT-G(Vision Transformer-Giant)/14로 변경하고,
ACP(Answer Cluster Predictor) 모델을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3으로 변경한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성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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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려는 연구가 진행됐지만 주목할 만 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림 1) GVQA-T(Grounded Visual Question Answering with Transformer)의 개요

근래 딥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미 있는 연구 결과

들이 발표됐다. 추론 분야에서는 영상과 언어가 결합한 다

중 모드(Multi-modal) 환경에서 영상 기반의 질의응답(Vis

ual Question Answering, VQA) 과업에 대한 AI 모델이

발표됐다[5]. 얼마 지나지 않아 VQA 모델의 성능을 개선

한 GVQA(Grounded Visual Question Answering) 모델도

발표됐다[6].

하지만 아직 GVQA 모델도 완벽한 성능을 내진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GVQA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

및 하이퍼파라미터를 변경하여 실험해보고, 성능을 비교한

다.

2. 관련 연구

존슨(Johnson)은 VQA를 수행하기 위해 입력된 자연어를

처리하고, 영상을 분석했다[5]. 영상 내에 있는 다중 객체

는 추출하고, 크기, 색깔, 재질, 모양인 각 객체의 속성은

분류했다. 나아가 각 객체 간 상대적인 위치와 개수 세기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상식을 적용했다.

VQA 수행을 위한 영상 분석에는

CLEVR(Compositional Language and Elementary Visual

Reasoning) 데이터 세트를 이용했다. CLEVR는 스탠퍼드

대학교와 페이스북 AI 연구팀이 제공하는 VQA 수행을 위

한 데이터 세트다. 영상 분석이 끝나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한다. VQA 과업에서의 질문은 통상적으로 크기, 개수,

위치, 재질, 색깔, 모양과 관련 있다. 질문이 길면 모델은

답을 추론하기 힘들다. 객체 간 상대적인 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모(Mao)는 모델이 다양한 VQA 과업을 수행하도록 만

들었다[7]. 질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의 객체 속

성만 분석할 수 있으면 답할 수 있는 문제. 2) 영상 내 객

체 간에 상대적인 위치를 추론해야 하고, 객체 수를 세는

문제. 3) 더욱 복잡한 상관성을 조건으로 하는 문제. 복잡

한 상관성을 조건으로 하는 질문은 그 답에 대한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쉽고 간단한 환경에서 훈

련하다 점차 복잡한 환경으로 전이하는 과정 학습

(Curriculum Learning)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8].

허드슨(Hudson)은 영상 분석을 위해 Mask

R-CNN(Region 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기

반의 NSM(Neural State Machine) 모델을 발표했다[9-10].

NSM은 Mask R-CNN으로 객체를 추출한 후 그래프 모델

의 노드에 할당한다. 질문을 분석해 객체에 해당하는 속성

은 노드로 할당하고, 위치나 상태에 관한 정보는 그래프

에지(Edge)로 할당한다. 이를 SM(State Machine)이라 하

며 SM 기반으로 최종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했다.

3. 제안하는 방법

그림 1은 GVQA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트랜스포머

(Transformer) 기반 모델이다. 트랜스포머는 기존

Seq2seq(Sequence-to-Sequence)의 인코더-디코더 구조를

어텐션(Attention) 만으로 구현한 모델이다[11]. 트랜스포머

는 RNN(Recurrent Neural Network)과 구조가 다르며

RNN보다 성능이 뛰어나다[12]. 그림 1에서 영상 분석을

하는 VCC(Visual Concept Classifier)는 ViT-G(Vision

Transformer-Giant)/14 모델이다[13]. ‘14’는 입력 영상 패

치(Patch) 한 개의 크기다. VCC는 영상의 속성을 분석해

질문하는 것에 대응한다.

질문에 관한 자연어 처리 영역에서는 첫 번째로 Yes/No

질문인지 Yes/No 질문이 아닌지를 분류한다. Ye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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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면 POS(Part Of Speech) 태그를 추출한 후

GloVe(Global Vectors for Word Representation)라는

워드2벡(Word2vec) 알고리즘으로 질문의 특성을 변별력

있게 만든다. POS 태그는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되는 품사

분류(Word Class) 태그다.

두 번째는 VCC에서 넘겨받은 영상 속성 정보 벡터와

결합해 최종 Yes/No 답을 위한 이진 분류 FC(Fully

Connected) 신경망에 순 전파한다. 질문이 Yes/No가

아니면 GPT-3으로 구현된 ACP(Answer Cluster

Predictor)가 질문을 분류한다. 이후 VCC가 추출한 특징

벡터와 결합해 다중 분류 모델인 AP(Answer Predictor)로

전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GVQA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V

CC를 VGGNet에서 ViT-G/14로, ACP를 LSTM에서 GPT

-3으로 변경한다[14-15].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GVQA 모델의 성능 개선을 위해 VCC

모델을 ViT-G/14로 변경하고, ACP 모델을 GPT-3으로

변경한다. 데이터 세트는 SQuAD(Stanford Question

Answering Dataset), 평가는 Top-1 정확도(Accuracy)와

테스트 당혹성(Test Perplexity)을 이용한다[16]. 당혹성은

모델 스스로 성능을 수치화해 결과를 도출하는 내부 평가

지표로서 단어 수로 정규화(Normalization)된 테스트 데이

터 확률의 역수다.

ViT-G/14는 현재 이미지넷(ImageNet) 데이터 세트를

사용한 영상 분류(Image Classification) 분야에서

SOTA(State Of The Art)다[17]. GPT-3도 펜 트리뱅크

(Penn Treebank) 데이터 세트를 사용한 언어 모델링

(Language Modelling)분야에서 SOTA다[18].

이와 같은 방법들은 성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외에 학습률, 가중치 초기화 및 파

라미터 갱신 방법과 같은 다른 하이퍼파라미터 조정을 통

해 더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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