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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sual Question Answering (VQA) and image captioning are tasks that require understanding of the features
of images and linguistic features of text. Therefore, co-attention may be the key to both tasks, which can connect
image and tex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del to achieve high performance for VQA by image caption
generated using a pretrained standard transformer model based on MSCOCO dataset. Captions unrelated to the
question can rather interfere with answering, so some captions similar to the question were selected to use based
on a similarity to the question. In addition, stopwords in the caption could not affect or interfere with answering,
so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after removing stopwords.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VQA-v2 data to
compare the proposed model with the deep modular co-attention network (MCAN) model, which showed good
performance by using co-attention between images and text. As a result, the proposed model outperformed the
MC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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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시각질의응답(visual question answering; VQA)은 이미지와 질문이 주어 졌을 때 두 가지를 이용하여 답을
맞히는 것으로 이미지의 시각적 요소와 질문의 언어적 요소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Antol 등, 2015).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이종 데이터 분석으로는 이미지 텍스트 매칭, 이미
지캡셔닝,시각질의응답등이있다.다른이종데이터분석과비교해서시각질의응답은정확한답을맞히기
위해서이미지와텍스트에대한더자세한분석을요구한다.

어텐션메커니즘은단일데이터종류의분석에서뛰어난발전을가능하게했다 (Vaswani등, 2017).이미
지, 텍스트, 음성인식 등 많은 딥러닝 분야에서 활용되어 그성능을 입증하였다. 또한 이종 데이터 분석까지
발전하여공동-어텐션(co-attention)네트워크는많은이미지-텍스트분석에활용되고있다.시각적어텐션과
유사하게텍스트어텐션은텍스트에서핵심단어를학습하게만든다.시각질의응답에서도어텐션네트워크
가적용되면서답을맞히기위해서이미지에서중요한부분을찾고질문에서핵심단어를찾을수있게되어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근 시각질의응답 연구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공동어텐션이어떻게구성되고작동하는지가중요하게대두되었다.하지만시각질의응답에서공동어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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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들은 이미지의 특정 부분과 질문의 특정 단어의 상관관계를 잘 학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Lu 등,
201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층의 공동 어텐션을 사용하는 Yu 등 (2017)이 제안한 Multimodal
factorized high-order (MFH), Kim 등 (2018)이 제안한 Bilinear attention networks (BANs), Yu 등 (2019)이 제
안한 Deep Modular Co-Attention Networks (MCANs)같은여러모델들이제안되었고,이미지와텍스트간의
상관관계를나타낼수있게되어성능향상에큰영향을끼쳤다.

우리는 Herdade등 (2019)이제안한 transformer모델을이용하여이미지캡션을생성하고그것들을시각
질의응답에서답을맞히기위해추가적인정보로사용하고자한다.하지만일부캡션은답을맞히는데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과 캡션의 유사도를 계산한 후 유사한 캡션만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기존에 시각질의응답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MCAN 모델에 캡션을 생성하고 유사도를 계
산하여 생성된 캡션을 사용할지에 대해 판단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MCAN
의입력값은이미지와질문이었다면제안하는모델은입력값의이미지는동일하지만텍스트부분은질문에

일정한 유사도를 넘은 캡션을 붙인 절(paragraph)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유사도가 일정한 기준을 넘지 못한
다면 질문만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질문, 캡션 간의 공동-어텐션이 이뤄지는 효과를 바탕으로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캡션을 활용하여 답만 맞추는 것이 아닌 어떻게 답을 예측했는지 보다 더
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VQA-v2 데이터에 대하여 기존에 좋은
성능을보인 BAN, Wu등 (2019)이제안한 Generating Question Relevant Captions (GQCR), MCAN모델과그
성능을비교하고자한다.

본논문의총 5장으로구성되어있다. 2장에서는선행연구로기존의모델들에관하여설명하고, 3장에서
는제안하는모델의세부적인부분및구성을자세하게설명한다. 4장은실험에사용한데이터에관한설명과
실험에적용한파라미터처리및결과를제시한다. 5장은이논문의결론을서술한다.

2.선행연구

2.1. Visual question answering

시각질의응답연구는컴퓨터비전과자연어처리를결합하여특정한시각적환경에대한이해를위해서제안

되었다.가장먼저시각질의응답에서사용된모델은이미지특징추출을위해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사용하고,텍스트특징추출을위해서 Long short term memory (LSTM)을사용했다.이특징들은답
변을분류하는네트워크에서요소별곱셈(element-wise)을사용하여결합되었다.이미지와질문이각각특징
으로표현된다음이종혼합모델로융합되어답을예측하게된다 (Antol등, 2015).어텐션네트워크로인해서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되었다 (Mnih 등, 2014; Vaswani 등, 2017).
그 다음으로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가 합쳐진 이종 데이터 분야에서도 어텐션 네트워크가 사용되면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 (Xu 등, 2015; Chorowski 등, 2015). 시각질의응답 분야에서도 어텐션 네트워크를
적용하여이미지의특징을더잘추출할수있게되었고질문에서도중요한부분에집중할수있게되었다 (Lu
등, 2017; Anderson등, 2018).

시각질의응답에서는단순히이미지,텍스트에대해서어텐션네트워크를적용하여성능을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미지와 질문에 대한 어텐션 네트워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다.
그래서공동-어텐션네트워크라는것을제안하여성능을향상시킬수있었고시각질의응답에서는다양한공
동-어텐션을사용하는모델들이제안되었다 (Yu등, 2017; Kim등, 2018).그중한가지가 MCAN모델이다.
MCAN 모델에서는 모듈러 공동-어텐션(Modular Co-Attention; MCA)층을 제안한다. 모듈러 공동-어텐션층
은 transformer 모델 (Vaswani 등, 2017)에서 제안한 것에 영감을 받은 자기-어텐션(Self-Attention; SA)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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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lf-Attention (SA) and Guided-Attention (GA) architecture (Yu등, 2019).

이드 어텐션(Guided attention; GA) 두 가지 유닛을 가진다. Figure 1은 자기 어텐션과 가이드 어텐션 유닛의
구조이다.각자기-어텐션의헤드는쿼리(Q),키(K),밸류(V)값을다음과같이계산한다.

Q = XWQ, K = XWk, V = XWV , (2.1)

여기서 X는 행렬에 쌓인 모든 입력벡터 x1, x2, . . . , xn을 포함하고 WQ,WK ,WV은 투영행렬을 학습한다. xn은

N 토큰 세트의 n번째 토큰을 의미한다. 시각적 특징의 어텐션 가중치와 각 헤드의 출력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ead(X) = self-attention(Q,K,V) = softmax(ΩA)V, (2.2)

ΩA =
QKT

√
dk
, (2.3)

여기서 ωA은 N ×N 어텐션가중치행렬이고행렬의요소 wmn
A 은 m번째와 n번째토큰사이의어텐션가중치이

다.기존의 transformer모델 (Vaswani등, 2017)과마찬가지로 dk = 64의상수스케일링요소를사용한다.식
(2.1)–식 (2.3)은모든헤드에대해독립적으로계산된다. 8개헤드의출력값은계산후에하나의출력벡터로
연결되고학습된투영행렬 WO로곱해진다.

MA(Q, K, V) = concat(head1, . . . , headh)WO, (2.4)

여기서 headh는번째헤드를의미하고 MA는멀티헤드어텐션을의미한다.인코더층의다음구성요소는각
어텐션층의출력값에적용되는 point-wise feed-forward네트워크(FFN)이다.

FFN(x) = max(0, xW1 + b1)W2 + b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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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A(Y)-SGA(X,Y) architecture (Yu등, 2019).

여기서 W1, b1,W2, b2은두개의 fully connected층의가중치와편향이다.그리고 skip-connection과층정규화
는자기어텐션과피드포워드층의출력값에적용된다.

가이드어텐션은두가지의입력특징 X ∈ Rm×dx , Y = [y1; · · · ; yn] ∈ Rm×dy을가진다.여기서 Y는 X에대한
어텐션 학습을 안내해준다 그리고 X, Y의 모양은 가변적이어서 다른 종류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이미지-텍스트).가이드어텐션유닛은 X와 Y의각각의쌍의샘플인 < xi, y j >을모델링한다.식 (2.4)의
멀티 헤드 어텐션은 두 가지 어텐션 유닛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입력 값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입력 특징 X를 갖는 SA 유닛의 경우 입력 값 xi ∈ X를 식 (2.4)를 이용하여 MA(xi, X, X)라는 어텐션 특징으
로 계산되고 이는 다른 X의 샘플들과 정규화된 유사도를 계산하여 xi를 재구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X와 Y를입력특징으로갖는 GA유닛의경우입력값 xi ∈ X가식 (2.4)를이용하여 MA(xi,Y,Y)로
계산되고 Y들의모든샘플들과정규화된크로스모달유사도를이용하여재구성된다.

두가지유닛의어텐션을사용하여시각질의응답에서이미지와텍스트에대한크로스모달특징을처리

하기 위해서 Figure 2와 같은 방식으로 MCA층을 구성하고 이를 SA(Y)-SGA(X,Y)라고 표기한다. SA(Y)를
통해서질문쌍 {yi, y j} ∈ Y에서세밀하게인트라모달상호작용을모델링할수있다.또한 GA(X,Y)를통해서
이미지의부분 xi ∈ X과질문의단어 y j ∈ Y의인터모달상호작용을모델링할수있다.

2.2. Image captioning

이미지캡셔닝은이미지를잘설명할수있는문장을생성하기위한작업이다.이미지캡셔닝은시각적정보와
자연어처리정보를함께처리해야하는이종데이터분석작업중하나이다.시각적정보측면에서객체탐지
연구의발전은이미지캡셔닝발전에큰기여를했다.자연어처리정보측면에서어텐션기반의순환신경망
네트워크들의발전또한이미지캡셔닝의발전에큰기여를했다 (Xu등, 2015).

먼저 이미지로부터 객체 탐지 방법인 Faster R-CNN과 ResNet-101을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해낸다 (An-
derson등, 2018). ResNet-101의중간특징지도(feture map)를입력값으로사용하여 Region Proposal Network
(RPN)은객체제안에대한바운딩박스를생성한다. Maximum suppression을사용하지않고임계값인 Inter-
section over Union (IOU) 0.7을 초과하는 겹쳐진 바운딩 박스를 제거한다. 그 후에 Region of Interest (ROI)
풀링층은나머지바운딩박스를동일한크기로변환하는데사용한다 (e.g., 14 × 14 × 2048).추가 CNN층은
각제안된박스에클래스라벨과바운딩박스를조절하는데적용된다.그리고클래스예측확률이임계값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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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tandard transformer architecture.

를넘지못한모든바운딩박스들은사용하지않는다.마지막으로공간차원에평균풀링을적용하여각객체
바운딩 박스에 대해 2048차원의 특징 벡터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특징 벡터는 transformer 모델의 입력
값으로사용된다.

Figure 3은 transformer모델의구조를보여준다. Transformer모델은인코더-디코더구조로구성되어있으
며인코더,디코더모두 6개의층을쌓아서구성된다.이미지캡셔닝의경우이미지로부터앞에서말한방법을
이용하여 특징벡터를 추출한 것을 입력 값으로 이용하여 출력 값으로 문장(이미지 캡션)을 생성 한다. 모든
이미지특징벡터는입력임베딩층을통해먼저처리되며이는 ReLU및드롭아웃층과 fully-connected층을
통과 한다. 이렇게 여러 층을 통과하게 되면 2048차원에서 512차원으로 입력 차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
후에임베딩된특징벡터는 transformer모델의첫번째인코더에대한입력토큰으로사용한다.그리고 2번째
인코더부터 6번째인코더까지는이전인코더의출력토큰을현재층에대한입력값으로사용한다.각인코더
의 층은 멀티헤드 어텐션 층과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어텐션 층은 8개의 동일한
헤드로구성되어있다.각어텐션의헤드는 2.1장에서기술한식 (2.1)–(2.5)를이용하여계산한다.

그다음디코더는인코더의마지막층으로부터생성된토큰을입력값으로사용하여캡션텍스트를생성

한다. Transformer인코더의출력토큰의차원은 Vaswani등 (2017)이제안한기존의 transformer모델을변형
없이그대로사용한다. Figure 4는 standard transformer를이용하여생성된캡션들의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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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xample of generated captions using the standard transformer model.

3.모델제안

3.1. Representation

본 장에서는 2장에서 기술한 transformer와 MCAN 모델들을 바탕으로 하여 제안하는 새로운 모델인 Deep
Modular Co-Attention Networks with similar caption (MCAN-Cap)모델에대하여기술한다. Figure 5는MCAN-
Cap모델의구조이다.입력이미지는 bottom-up방식으로지역적시각특징들의집합으로표현된다 (Anderson
둥, 2018). 이 특징들은 Krishna 등 (2016)이 제공한 Visual Genome 데이터 셋에 대하여 사전 훈련된 Faster
R-CNN과 ResNet-101을통해추출된중간단계의특징들이다.우리는탐지된객체의확률에대한신뢰임계
값을설정하고동적객체 m ∈ [10, 100]를얻는다. i번째객체의경우탐지된영역에서컨볼루션특징을평균
풀링하여특징 xi ∈ Rdx로표현된다.이미지는특징행렬 X ∈ Rm×dx로표현된다.

입력텍스트를 먼저 단어로 토큰화하고 최대 18단어까지 표시한다 (Teney 등, 2017). 기존 시각질의응답
연구들은최대 14단어까지표시했지만우리는질문과캡션을같이사용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최대 18단어
까지사용한다.질문과캡션의각단어들은대규모말뭉치에서사전훈련된 300차원의 GloVe단어임베딩을
사용하여 벡터로 변환된다 (Pennington 등, 2014) 그 다음으로 생성된 캡션과 질문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추가적으로답변과의유사도도같이계산한다.유사도는다음과같이구한다 (Li등, 2018).

s(wi,w j) =
1
2

(
1 +

wT
i w j

||wi|| · ||w j||

)
, (3.1)

S (Q,C) =
1
Tq

∑
wi∈Wq

max
w j∈WC

s(wi,w j), (3.2)

S (A,C) =
1
Ta

∑
wi∈Wa

max
w j∈WC

s(wi,w j), (3.3)

S (< Q, A >,C) =
1
2

(S (Q,C) + S (A,C)), (3.4)

여기서 wi,w j은 i, j번째 단어, 캡션은 C, 질문은 Q, 답변은 A이다. 캡션과 질문, 답변을 토큰화한 것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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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CAN-Cap model architecture.

Figure 6: Question and caption similarity distribution and question and answer with caption similarity distribu-
tion.

Wc = {w1, . . . ,wTc }, Wq = {w1, . . . ,wTq }, Wa = {w1, . . . ,wTa }로표시하고,여기서 Tc,Tq,Ta들은각각캡션,질문,
답변의 단어 수이다. 이렇게 계산한 질문과 캡션의 유사도 분포와 질문과 답 그리고 캡션의 유사도 분포는
Figure 6과같다.

생성된캡션과질문과의유사도를계산한후특정임계값을설정하고유사도가임계값이상인경우에는

질문 뒤에 캡션을 붙인 절을 텍스트 입력 값으로 사용한다. 임계값 미만의 경우에는 캡션은 사용하지 않고
질문만텍스트입력값으로사용한다.

텍스트 입력 값은 n × 300, n ∈ [1, 18] 크기의 단어 시퀀스로 임베딩 된다. 그 후에 단어 임베딩은 1층의



198 Joonseo Kang, Changwon Lim

Figure 7: Encoder-decoder architecture of SA(Y)-SGA(X,Y) (Yu et al., 2019).

LSTM네트워크를통과한다.그렇게해서마지막단어의출력특징만사용하는다른모델들보다비교적모든
단어들의특징을잘추출한텍스트특징행렬 Y ∈ Rn×dy을출력한다.

가변적인객체들의수 m과텍스트의길이 n을처리하기위해서제로패딩을사용하여 X와 Y을최대크기
로 채운다 (m = 100, n = 18). 훈련 중에 언더플로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소프트맥스 층보다 먼저
확률을 −∞부터 0까지의패딩로짓으로채운다.

3.2. Deep co-attention learning

3.1절에서 구한 이미지 특징 X와 텍스트 특징 Y을 입력 값으로 사용하여 우리는 입력 특징을 깊게 연결된 L
개의 MCA 층(MCA(1),MCA(2), . . . ,MCA(L))을 통과시켜 깊은 공동-어텐션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MCA(l)

의 입력 특징은 X(l−1)와 Y (l−1)로, 출력 특징은 X(l)와 Y (l)로 표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MCA(l+1)의 입력 값은

MCA(l)의출력값이고재귀적인방식으로층을쌓는다.이를표현하면다음과같다.[
X(l),Y (l)

]
= MCA(l)

([
X(l−1),Y (l−1)

])
, (3.5)

여기서MCA(1)의경우입력특징은 X(0) = X, Y (0) = Y이다.

2장에서설명한 SA(Y)-SGA(X,Y)구조를이용하여 transformer모델에서영감을받은 Figure 7과같은인
코더 디코더 구조의 깊은 공동-어텐션 모델을 구성한다. 각 MCA(l)에서 GA 유닛의 입력 특징 Y (l)을 마지막

MCA층의텍스트특징 Y (L)로대체한다.인코더디코더구조는 L개의 SA유닛을거쳐학습된텍스트특징 Y (L)

와 SA유닛을거쳐학습된각층의이미지특징 X(L)을 GA유닛의입력값으로사용하여층을쌓아학습하는
SGA유닛을가진디코더구조로이해할수있다.

3.3. Multimodal fusion and output classifier

깊은공동-어텐션학습단계이후출력이미지 X(L) = [x(L)
1 ; · · · ; x(L)

m ] ∈ Rm×d와텍스트특징 Y (L) = [y(L)
1 ; · · · ; y(L)

n ] ∈
Rn×d는이미절(텍스트)에있는단어와이미지영역에대한어텐션가중치로인해충분한정보를가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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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각각의출력값 X(L)과 Y (L)을 2층의Multi-Layer Perceptron (MLP)로구성된어텐션감소모델을통과
시켜서(FC(d)-ReLU-Dropout(0.1)-FC(1)) x̃, ỹ를얻는다.예를들어, X(L)의경우어텐션가중치를얻은특징은

다음과같이구한다.

α = softmax
(
MLP

(
X(L)

))
, (3.6)

x̃ =

m∑
i=1

αi x
(L)
i , (3.7)

여기서 α = [α1, α2, . . . , αm]은학습된어텐션가중치이고같은방식으로을구할수있다.계산된 x̃, ỹ을이용
하여선형다종혼합(linear multimodal fusion)함수를다음과같이계산한다.

z = LayerNorm
(
WT

x x̃ + WT
y ỹ

)
, (3.8)

여기서 Wx,Wy ∈Rd×dz은두개의선형투영(linear projection)행렬이고 dz은혼합된특징의공통차원이다. Ba
등 (2016)이 제안한 LayerNorm은 훈련을 안정시키기 위한 층 정규화함수이다. 혼합된 특징 z은 시그모이드
함수에 따라서 벡터 s ∈ RN에 투영된다. 여기서 N은 훈련 세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의 수다. 그 후
다음과같은이종크로스엔트로피(Binary cross entropy; BCE)손실함수를사용하여혼합된특징을이용한 N
가지방식의분류기를훈련시킨다.

BCE(z) = −
1
N

i=1∑
N

yi log((h(zi; θ)) + (1 − yi) log(1 − h(zi; θ)), (3.9)

여기서, N은답의전체개수이고 yi ∈ {0, 1}는 i번째정답, h는시그모이드함수이다.

4.실험

우리는 VQA-v2데이터셋에대하여실험을진행하였다.캡션을이용하였을때좋은성능을보이는지확인을
위하여모든캡션을사용하여실험을진행하였고,질문과캡션과의유사도를이용해서선별한캡션을사용한
실험을진행하였다.추가적으로캡션에서불용어를제거하고실험을진행하였다.

4.1.데이터설명

VQA-v2 : 본 논문에서는 이전 버전과 비교하여 시각적 이해를 강조하고 답변의 편향됨을 개선한 VQA-v2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제안하는 모델을 평가한다. 이러한 개선점은 모델이 질문 및 이미지의 보다 효과적인
공동-어텐션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는 우리의 모델에서 공동-어텐션을 활용하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있다.데이터셋은훈련데이터 (약 8만개의이미지, 44만개의질문과답),모델평가에사용되는데이터 (약
4만개의 이미지, 21만개의 질문과 답)로 구성된다. 실험 결과는 3가지 종류의 질문(Yes/No, Number, Other)
에대한정확도와전체정확도로평가한다. Figure 8은시각질의응답데이터셋의예시이다.하나의이미지와
평균 5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고 답변을 기준으로 3가지 범주의 질문과 답변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있다.

4.2.실험준비

Antol 등 (2015)이 제공한 MSCOCO 데이터 셋에 대해서 사전 훈련된 transformer모델을 이용하여 훈련, 검
증 데이터 셋의 약 12만개의 이미지에 대한 캡션을 생성한다. 그 후에 3.1절에서 소개된 유사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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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xample of VQA data (https://visualqa.org/).

생성된캡션과질문과의유사도를계산한다. Figure 6에서두분포간의차이가있기때문에유사도임계값을
설정할 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불용어를 제거하고 단어별로 품사를 붙이는 tag 작업은
Loper과 Bird (2002)가 제안한 NLTK패키지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유사도는 최솟값부터 0.01단위로 변경
하며실험을진행하였다.실험에사용될초매개변수인 input image feature의차원 dx, input question features의
차원 dy, fused multi-modal features의차원 dz는각각 2,048, 512, 1,024이다.멀티헤드어텐션의잠재적인차원
d은 512이고 헤드 수는 8로 설정하고 각 헤드마다 잠재적인 차원은 512/8 = 64이다. 우리 실험에서는 MCA
층은중에서선택하였으며답변은개의집합에서선택한다. MCAN모델훈련을위해서 B1 = 0.9, B2 = 0.98
의 Adam을사용한다.처음의학습률은 t가 1부터시작하는현재에폭이고 (2.5te−5, 1e−4)중에서선택한다. 10
번의 에폭 이후에 학습률은 2번의 에폭마다 1/5씩 감소한다. 모든 모델은 14번의 에폭까지 같은 배치사이즈
인 64로학습을진행하였다.검증데이터셋의실험결과를위해서는오직훈련데이터셋만사용하여훈련을
진행하였다.

4.3.결과

유사한캡션을사용했을때의성능을비교하기위해우리는 BAN과GQRC두모델과비교실험을진행하였다.
VQA-v2훈련,검증데이터셋을이용하여실험을진행하였다.실험결과는 Yes/no, Num, Other그리고전체
정확도(All)를이용하여평가한다. Tables 1–4는실험의결과이다.

Table 1은우리모델을다른시각질의응답모델들과성능비교한결과표, Table 2는다양한 tag를이용하
여성능을비교한결과표, Table 3은질문과캡션과의유사도를이용한성능과답변과질문캡션의유사도를
이용한 성능을 비교하는 결과표이다. Table 4는 두 가지도 유사도에서 0.1 단위 구간별로 가장 성능이 좋게
나타난것을표시한결과표다. Table 1을보면비교모델인 BAN과 GQRC, MCAN에비해불용어를제거하고
질문과유사한캡션만활용한우리모델이 yes/no범주를제외한 Number, Other그리고전체성능이가장좋은
것을확인할수있었다.이때임계값은 0.68로유사도가임계값이상인캡션들만선별하여활용하였다.범주
별 비율은 yes/no(38.37%), number(12.31%), other(49.32%)이다. 가장 비율이 높은 other 범주에서 성능이 향
상되었으며 모든 모델에서 정답률이 낮은 number 범주에서 1.5% 이상의 성능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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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QA-v2 data result
Model yes/no Num Other All
BAN 82.63 47.04 57.76 66.08

GQRC 82.60 43.90 56.40 65.80
MCAN 84.83 48.52 58.69 67.20

Ours(stopword) 84.71 50.04 58.85 67.41

Table 2: Results by tag
Model yes/no Num Other All

N 84.51 49.70 58.82 67.28
N+J 84.45 49.60 58.73 67.21
N+V 84.56 49.30 58.80 67.24
J+V 84.35 49.20 58.38 66.93

All caption 84.49 49.97 58.81 67.30

Table 3: Two type similarity results
Model yes/no Num Other All
MCAN 84.83 48.52 58.69 67.20

All caption 84.49 49.97 58.81 67.30
Total similarity 86.28 49.64 59.35 68.19

Question similarity 84.44 50.00 58.84 67.32

Table 4: Results by similarity
Question Total

Question Similarity All Total Similarity All
0.67 67.26 0.66 67.34
0.74 67.32 0.76 68.19
0.86 67.15 0.86 67.56

통해캡션을선별해서활용했을때비교적어려운문제를더잘맞히게된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또한, Table 2를보면 tag별결과알수있는데, N은명사, J는형용사, V는동사이다.기초모델인 MCAN
에 비해서 형용사, 동사만 사용한 조합을 제외하고 모두 성능향상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캡션을 사용했을
때보다일부 tag만활용했을때성능향상이없다.

Table 3의 두 가지 유사도에 대한 결과를 보면, 비교 모델인 MCAN에 비하여 답변과 질문과의 유사도를
이용한 모델은 약 1%의 성능향상이 있었다. 하지만 답변을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 질문
과의유사도를이용한모델은 MCAN모델을이용했을때보다는성능향상이있었지만모든캡션을사용했을
때보다큰성능향상을확인할수없었다.마지막으로 Table 4를보면답변까지이용했을경우가질문만이용
했을때보다모두성능이좋지만이는답변을이용했기때문에당연한결과라할수있다.두가지유사도모두
평균근처에서가장성능이좋았는데이는모든캡션을활용했을때보다는유사도를이용해서선별된캡션을

이용했을때성능향상을할수있음을알수있게해준다.

5.결론

본논문에서는이미지를통해생성된캡션을질문과의유사도를이용하여선별하여사용하는모델을제안하

였다. 선별된 캡션을 사용하였을 때 기존 시각질의응답 모델들에 비해서 어떻게 답변을 추출했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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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더잘보여줄수있다.

캡션을활용하는것은이미지를보고사람이하는사고과정을좀더비슷하게모델이따라할수있게해주

는것을기대하게한다.이미지에있는잠재적인정보들을보다더잘활용할수있게되어시각질의응답에서
더좋은성능을보일것을기대한다.모든캡션을사용했을때보다질문과유사한캡션을선별해서활용했을
때답변에더큰영향을미칠것이라기대한다.

시각질의응답연구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VQA-v2 데이터 셋에 대하여 정확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비교모델로 BAN과 GQRC, MCAN을사용하여제안된선별된캡션을활용하는모델이비교모
델보다좋은성능을보이는것을확인하였다.또한다양한태그를이용한실험을통해일부태그만활용하는
것보다모든캡션을그대로활용하는것이더좋은성능을보이는것을확인하였다.

우리는시각질의응답에서캡션을선별하여활용함으로써성능을높일수있고,이미지에서더많은정보
를 가질수록 성능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교모델로 최근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Visual
Bert기반의모델을활용하지못한점이아쉬우며,더다양한유사도를이용한실험을진행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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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기반이미지캡션을이용한시각질의응답연구

강준서a,임창원1,a

a중앙대학교응용통통계학과

요 약

시각질의응답과이미지캡셔닝은이미지의특징과문장의언어적인특징을이해하는것을요구하는작업

이다.따라서두가지작업모두이미지와텍스트를연결해줄수있는공동어텐션이핵심이라고할수있다.
본 논문에서는 MSCOCO 데이터 셋에 대하여 사전 훈련된 transformer 모델을 이용 하여 캡션을 생성한 후
이를 활용해 시각질의응답의 성능을 높이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질 문과 관계없는 캡션은 오히려
시각질의응답에서 답을 맞히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과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질문과 유사한 일

부의캡션을활용하도록하였다.또한캡션에서불용어는답을맞히는데영향을주지못하거나방해가될수
있기 때문에 제거한 후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존 시 각질의응답에서 이미지와 텍스트간의 공동 어텐션을
활용하여 좋은 성능을 보였던 deep modular co-attention network (MCAN)과 유사도 기반의 선별된 캡션을
사용하여 VQA–v2데이터에대하여실험을진행하였다.그결과기존의MCAN모델과비교하여유사도기반
으로선별된캡션을활용했을때성능향상을확인하였다.

주요용어:시각질의응답,이종데이터,공동어텐션,이미지캡셔닝,텍스트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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