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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을 위시한 기계 학습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등과 같은 인공지능(AI)의 

핵심 기술들이 혁신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다시 고전적인 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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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테스트(Turing Test)와 같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인간에 

가까운 복합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 알아보려는 매우 도전

적인 과제들이 활발히 생겨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영상 기반 

질문-응답(Visual Question Answering, VQA)[1]은 시각

적 튜링 테스트(Visual Turing Test)의 한 형태로서, 영상에 

관한 자연어 질문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답변을 

자동 생성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능 작업이다. 

그동안 VQA 챌린지를 통해 수많은 우수한 모델들이 개발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 인간 수준의 추론 

능력과 답변 생성 능력에 도달하기엔 한계가 있다. 현재 

VQA의 대표적인 한계점은 대부분의 질문들이 입력 영상이

나 질문에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만을 다루고, 소위 

상식 추론(commonsense reasoning)을 요구하는 질문들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보편적인 인간은 한 영상을 보면, 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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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영상 기반 질문-응답(VQA) 문제들과는 달리, 새로운 영상 기반  상식 추론(VCR) 문제들은 영상에 포함된 사물들 간의 관계 파악과 

답변 근거 제시 등과 같이 추가적인 심층 상식 추론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기반 상식 추론 문제들을 위한 새로운 심층 신경망 모델인 

KG_VCR을 제안한다. KG_VCR 모델은 입력 데이터(영상, 자연어 질문, 응답 리스트 등)에서 추출하는 사물들 간의 관계와 맥락 정보들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외부 지식 베이스인 ConceptNet으로부터 구해내는 상식 임베딩을 함께 활용한다. 특히 제안 모델은 ConceptNet으로부터 검색해낸 

연관 지식 그래프를 효과적으로 임베딩하기 위해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GCN) 모듈을 채용한다. VCR 벤치마크 데이터 집합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들

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제안 모델인 KG_VCR이 기존의 VQA 최고 모델과 R2C VCR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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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담겨 있는 사물(object)들을 식별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나아가 그들 간의 개념적 관계(conceptual relationship), 

사건들 간의 인과 관계(causal relationship)를 토대로 영상

에 포착된 장면 이전의 또는 이후의 장면들도 상상해낼 수 있는 

등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VQA의 한계성에 대응하

여, 최근 새롭게 영상 기반 상식 추론(Visual Commonsense 

Reasoning, VCR)[2] 문제들이 제시되었다. 영상 기반 상식 

추론(VCR) 문제는 Fig. 1의 예와 같이, 하나의 영상(image)과 

자연어 질문(question), 응답 리스트(response list)가 주어

지면,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변(answer)과 근거(rationale)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영상 기반 상식 추론(VCR) 문제는 표면

적으로 영상 기반 질문-응답(VQA)과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숨겨져 있는 사물들 간의 관계 파악과 답변 근거 제시 등 별

도의 상식 추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영상 기반 상식 추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R2C[2]와 같이 신경망 모델이 학습을 통해 입력 영상과 자연

어 질문, 응답 리스트에 포함된 사물들 간의 관계와 맥락 정보

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법도 있으나, 본 논문

에서는 입력 데이터 안에서만 답변 선택에 필요한 상식을 얻

으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R2C와 같이 입력 데이터(영상, 자연어 질문, 응답 리스트)

에서 사물들 간의 관계와 맥락 정보를 추출해내는 모듈들 외

에, 별도로 ConceptNet과 같은 외부의 공개된 대규모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로부터 관련 상식(commonsense 

knowledge)들을 직접 가져다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

듈들을 포함한 새로운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모델 KG_VCR을 제안한다. 기존 VQA 문제들에 대해서도 

FVQA[3], KVQA[4] 등과 같이 외부 지식 베이스를 활용하는 

선행 연구들이 있었으나, 이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상식 

추론을 위해 그래프 합성 곱 신경망(Grap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GCN) 기반의 지식 그래프 임베딩을 수행

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한다. 심볼(symbol) 형태의 구조

화된 지식 그래프와 벡터(vector) 형태의 영상 및 질문 특징

(feature)들을 하나의 심층 신경망 모델에서 함께 처리하기 

위해, 제안 모델 KG_VCR에서는 그래프 합성 곱 신경망

(GCN) 모듈을 적용해 지식 그래프를 벡터 형태로 임베딩한 

후, 답변 결정에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 모델인 KG_ 

VCR의 세부 설계사항들을 소개한 뒤, VCR 벤치마크 데이

터 집합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제안 모델의 성능을 

입증한다.

2. 관련 연구

2.1 영상 기반 질문-응답

영상 기반 질문-응답(Visual Question Ansering, VQA) 

[1]은 영상(image)과 함께 이 영상에 관한 자연어 질문(natural 

language question)이 주어지면,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자

동 생성하는 작업이다. 영상 기반 질문-응답(VQA)은 [1]에서 

처음 제안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영상 기반 

질문-응답 문제를 위한 기본적인 심층 신경망 모델도 제시하

였다. 영상 기반 질문-응답(VQA)은 자연어로 표현된 질문과 

2차원 컬러 영상과 같이 서로 다른 형태의 입력 데이터들로

부터 답변을 출력으로 얻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

되었다. 영상 기반 질문-응답(VQA)의 초기 모델[1]은 자연어 

질문을 인코딩하는 LSTM(Long Short Term Memory)와 영

상을 인코딩하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합친 단순한 모델이었다. 이후 연구[6-10]에서는 더 나아가 

다양한 주의 집중(attention) 메커니즘들이 개발되어 모델에 

추가적으로 사용되었다. 영상 기반 질문-응답(VQA)에 사용

된 초기의 주의 집중 메커니즘들은 질문에서 언급된 개체

(entity)와 연관된 시각 영역(visual region)을 입력 영상 내

에서 찾아보려는 단방향성 주의 집중 메커니즘들을 사용한

[6, 7]이 있다. 이후 질문과 입력 영상 상호간에 주의 집중을 

적용하는 양방향성 주의 집중 메커니즘들을 사용한[8-10]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질문에서 언급한 개체가 응답 리스트에

서 어떤 개체를 가리키는지, 응답 리스트에서 언급한 개체가 

영상의 어느 시각 영역을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8-10]과 같은 양방향성 주의집중 메커니즘을 사용하였다.

2.2 외부 지식을 이용한 영상 기반 질문-응답

영상에 관한 질문들 중에는 영상 외적인 정보나 지식까지 

활용해야 답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예컨대, 영상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직장 동료 관계인지를 묻는 질문에 명확

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의 소속 기관에 관한 별도의 

정보나 지식을 활용해야만 가능하다. 많은 공개 지식 베이스

(open knowledge base)들은 대부분 (Subject, Predicate, 

Object)와 같은 트리플(triple) 구조의 지식들을 포함하고 있

다. Subject와 Object는 각각의 개념을 나타내며, Predicate

는 두 개념 간의 특정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트리플의 모음

은 하나의 큰 그래프를 형성한다. 영상 기반 질문-응답에 활

Fig. 1. Example of Visual Commonsense Reasoning(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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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개 지식 베이스로는 Wikipedia에

서 추출한 다양한 범용 지식들을 저장하고 있는 DBpedia 

[11]와 FreeBase[12], 기초 상식과 개념 지식들을 포함하고 

있는 ConceptNet[13] 등이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영상 기반 질문-응답(VQA)에서 더 나

아가 외부 지식을 활용하는 영상 기반 질문-응답에 관한 연

구가 활발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시 활용 지식의 유형에 

따라, 상식을 이용한 영상 기반 질문-응답(Commonsense 

Knowledge-enabled VQA, CK-VQA), 세부 지식을 이용

한 영상 기반 질문-응답(World Knowledge-aware VQA, 

WK-VQA)으로 나뉠 수 있다. 상식을 이용한 영상 기반 질문

-응답(CK-VQA)은 Q: “이 영상 안에 있는 것 중 소리를 증

폭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마이크”와 같이, 사람들

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물의 유형(class)이나 개념

(concept)들에 관한 기초 지식들을 다룬다. 반면에, 세부 지

식을 이용한 영상 기반 질문-응답(WK-VQA)의 경우는 Q: 

“이 영상에서 Barack Obama의 왼쪽에 있는 인물은 누구인

가?”, A: “Richard Cordray”와 같이, 개체 명(named entity)을 

포함한 실제 세계의 구체적인 사실(fact)이나 전문 지식

(domain-specific knowledge)들을 주로 다룬다. 대표적인 

상식을 이용한 영상 기반 질문-응답(CK-VQA) 연구로는 

KB-VQA[14], FVQA[3] 등이 있고, 세부 지식을 이용한 영상 기

반 질문-응답(WK-VQA) 연구로는 KVQA[4], OK- VQA[15] 등

이 있다. KB-VQA[14]와 FVQA[3]에서는 답변에 필요한 상식들

을 주로 DBpedia[11], ConceptNet [13]에서 추출하여 사용하

였다. 반면에, KVQA[4]와 OK-VQA[15]에서는 답변에 필요한 

세부 지식들을 주로 FreeBase[12]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영상 기반 상식 추론(VCR) 문제는 질

문에 대한 답변 외에 근거(rationale)를 추가적으로 묻는 등 

질문 모드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질문들이 세부 지식

보다는 기초 상식들을 필요로 하는 질문들이어서 크게 보면 

상식을 이용한 영상 기반 질문-응답(CK-VQA)과 유사하다. 

2.3 영상 기반 상식 추론

상식은 사람에게는 당연시 여겨지는 지식이지만, 인공지능

에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 풀고

자 하는 문제인 영상 기반 상식 추론(Visual Commonsense 

Reasoning, VCR)[2]은 영상(image), 자연어 질문(question), 

응답 리스트(response list)가 주어지면,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변(answer)와 근거(rationale)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영상 

기반 상식 추론(VCR)의 질문은 영상 기반 질문-응답(VQA)

와 다르게 개념적 관계(conceptual relationship), 사건들 

간의 인과 관계(causal relationship) 등을 포함한 총 7가지 

종류의 상식을 필요로 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질

문에 대한 응답 뿐 아니라, 근거를 선택함으로써 더 깊은 상

식의 추론을 요구한다. 

초기 영상 기반 상식 추론(VCR)의 모델에서는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만 상식을 추출하고 맥락적인 정보만을 

이용하여 응답을 예측하였다. 때문에 광범위한 상식을 습득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성

을 극복하고자 외부 상식 베이스인 ConceptNet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상식을 습득하였다.

영상 기반 상식 추론(VCR)은 110K개의 영화 장면에서 파

생된 290K개의 객관식 질문-응답(question answering)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적 개념(visual concept)

를 제공하기 위해 37K개의 질문-응답(question answering)

쌍에 장소(scene), 행동(activity)정보를 추가하였다. 또한 시

각적 개념, 질문, 응답 리스트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여 트리

플 구조의 외부 지식을 검색하여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2.4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

그래프 신경망(Graph Neural Network)[16]은 그래프 

구조에서 사용하는 인공 신경망이다. 그래프 신경망은 합성

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17], 순환 신

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18]과는 다르게 입력

(input)이 하나의 벡터(vector)가 아닌 그래프(graph)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프 신경망은 노드(node)와 관계(edge)를 입

력 받고 이웃한 노드의 정보와 자신의 정보를 받아 임베딩한다. 

모델의 계층(layer)를 늘릴수록 더 먼 곳에 있는 노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때 노드와 관계에 대한 파라미터는 각각 사용

한다.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Grap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19]는 그래프 신경망(GNN)의 하위 개념으로, 합

성곱 계층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은 최근 들어 장면 그래프를 생성하

는 Graph R-CNN[20], 질문-응답을 추론하는 BAG[21] 등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과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분야에 공통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ConceptNet에서 검색된 트리플 구조의 

지식을 다루기 위해 [21]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GCN)을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그래프 합성곱 신경

망(GCN)을 이용한 지식 그래프 임베딩이 영상 기반 상식 추

론(VCR)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인다.

3. 영상 기반 상식 추론 모델

3.1 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영상 기반 상식 추론(VCR) 문제를 위한 새

로운 심층 신경망 모델을 제안한다. 영상 기반 상식 추론

(VCR) 문제는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3 가지 양식으로 제시

된다.

∙ Q → A: 하나의 질문 q에 대해, 정답 a를 선택하는 문제

∙ QA → R: 하나의 질문 q와 정답 a에 대해, 올바른 근거 

r을 선택하는 문제

∙ Q → AR: 하나의 질문 q에 대해, 정답 a와 올바른 근거 

r을 함께 선택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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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상 기반 상식 추론(VCR) 문제의 입력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 영상(image) 

∙ 물체 탐지(object detection) 결과물 

∙ 자연어와 포인팅이 혼합된 질의(query) 

∙ 자연어와 포인팅이 혼합된 응답(response)  들

Fig. 1의 예에서 보듯이, 영상 기반 상식 추론(VCR) 문

제는 입력 영상 이외에도, 이 영상에서 탐지 가능한 각 물

체 영역 들이 물체 타입과 함께 제공된다. 또한, 질문 q와 

답변 a, 그리고 근거 r들도 자연어(natural language)뿐만 

아니라 영상에 등장하는 물체 영역 들을 가리키는 포인팅 

식별자(pointing tag) – 예컨대 [person3] - 들도 포함하고 있

다. 하나의 질문에 대해 제시되는 응답 리스트의 개수는 N=4이

며, 이 중 정답은 단 하나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모델의 정

확도(accuracy)는 문제 양식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 즉 Q → A 

혹은 QA → R 문제에 관한 기준 정확도는 1/N인 반면, Q → AR 

문제에 관한 기준 정확도는 1/N2이 된다.

3.2 제안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식 그래프를 이용한 영상 기반 상

식 추론 모델의 전체 구조는 Fig. 2와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입력 영상(image) I, 질문(question) q, 응답 리스트

(response)  등이 제안 모델의 입력으로 주어지고, 하나의 

답변 a를 출력으로 결정한다. 영상 기반 상식 추론을 위한 심

층 신경망 모델 KG_VCR의 전체 구조는 크게 (1) 지식 그래

프 추론(Knowledge Graph Reasoning) 모듈, (2) 시각적 

맥락 추론(Visual Context Reasoning) 모듈, (3) 답변 결정

(Answer Determination) 모듈들로 구성된다. 지식 그래프 

추론 모듈은 다시 지식 검색(Knowledge Retrieval), 지식 

임베딩(Knowledge Embedding) 등의 하위 서브 모듈들로 

구성되며, 입력 영상 I 와 질문 q, 그리고 응답 리스트  와 연

관된 상식(commonsense knowledge)들을 외부 지식 베이스

인 ConceptNet으로부터 검색해내고, 검색된 지식 그래프에 대

표적인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 모듈인 GCN을 적용함으로써 

하나의 지식 벡터 로 임베딩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에, 시각적 맥락 추론 모듈은 다시 시각적 접지(Visual 

Grounding), 시각적 맥락화(Visual Contextualization), 맥

락 임베딩(Context Embedding) 등의 하위 서브 모듈들로 

구성되며, 서로 다른 입력 데이터인 입력 영상 I 와 자연어 질

문 q, 그리고 응답 리스트  에 포함된 사물(object)들을 서

로 연관지어 그들 간의 관계와 맥락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멀

티 모달 맥락 벡터 를 생성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끝으로 

답변 결정 모듈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두 모듈들의 결과물인 

지식 벡터 와 멀티 모달 맥락 벡터 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제시된 응답 리스트에서 최적의 답변 a를 결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후속 절들에서는 각 모듈의 설계에 

관해 자세히 설명한다. 

3.3 지식 그래프 추론

외부 지식 베이스로부터 시각적 상식 추론(VCR) 문제에 

도움이 될 상식을 추출하여, 답변 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1) 관련 상식의 검색과 (2) 추출된 지식 그래프

의 임베딩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의 제안 모델인 KG_ 

VCR에서는 ConceptNet 지식 베이스로부터 관련 상식을 

검색해내기 위해, 영상에서 인식해낸 시각적 개념들(visual 

concepts)뿐만 아니라, 자연어 질문(question)과 응답 리스

트(response list)에서 추출한 키워드들(key words)을 함께 

이용한다. 또한, <subject, relationship, object> 형태로 구

조화된 트리플(triple) 집합으로 구성된 상식 그래프를 그래

프 고유의 관계성(relationship)을 효과적으로 고려하여 하

나의 벡터로 임베딩하기 위해, 대표적인 그래프 합성 곱 신경

망 모듈인 GCN을 이용한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KG_VCR 모델의 지식 그래프 추

론 모듈은 다시 지식 검색, 지식 임베딩 등의 하위 서브 모듈

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지식 검색 모듈의 기능과 구조는 

(Fig. 3)과 같다. ConceptNet 지식 베이스로부터 입력 영상

과 연관된 상식을 추출하기 위해, 미리 정해 놓은 범주에 따

Fig. 2. Architecture of KG_VCR Model



KG_VCR: 지식 그래프를 이용하는 영상 기반 상식 추론 모델  95

라 영상 I 에 포함된 사물(object), 장면(scene), 활동

(activity)들을 각각 인식해내고, 이러한 시각적 개념 단어들

을 지식 베이스의 검색어로 사용한다. 또한, 자연어로 된 질

문과 응답 리스트와도 연관된 상식들을 지식 베이스로부터 

검색해내기 위해서, 질문 q와 응답 리스트  에 등장하는 키

워드들도 지식 베이스의 검색어로 사용한다. 그리고 지식 베이

스로부터 키워드당 약 100개의 트리플들로 구성된 지식들을 

검색해낸다. 

Fig. 3. Knowledge Retrieval Module

이렇게 검색된 트리플 구조의 지식들은 문장화(Textualization) 

과정을 거쳐 “brother related to sister”와 같이 하나의 문

장으로 생성된다. 이와 같이 문장화된 지식은 BERT[22] 임베

딩을 거친 뒤, 질문 q와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계

산을 거쳐 이들 중 상위 50개의 지식들만을 추출해낸다. 검

색된 지식은 각각 <subject, relationship, object> 트리플 

형태를 취하며, subject와 object들은 영상 속에 포함된 시

각적 개념들(사물, 장면, 활동)이나 질문과 응답 리스트에 등

장하는 단어들이 되며, relationship들은 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RelatedTo, SimilarTo, LocationAt, IsA 등 총 

31개의 관계들 중 하나이다.

Fig. 4. Knowledge Embedding Module

 

지식 임베딩 모듈은 지식 베이스에서 검색된 관련 상식들

을 토대로, 답변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 벡터 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식 임베딩의 한 방법으로 단순

한 다층 퍼셉트론(MLP)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본 제안 모

델에서는 개념 및 단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잘 표현하

고 있는 지식 그래프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래프 합성 곱 신경

망인 GCN을 채용한다. GCN은 개념 노드(concept node)

들이 관계 간선(relation arc)들로 연결된 지식 그래프의 구

조적 특성을 잘 반영하여, 지식 그래프를 효과적으로 벡터로 

임베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Fig. 4와 같이, GCN의 입력으로 제공될 그래프의 각 노드

들은 지식 베이스에서 검색된 상식들에 포함된 지식 개체

(knowledge entity)들과 영상에서 인식해낸 시각적 개념

(visual concept)들이 된다. 여기서 지식 개체란 <subject, 

relationship, object> 트리플 형태의 각 상식을 구성하는 

subject나 object들을 의미한다. 그래프의 각 개념 노드에는 

이들 지식 개체 혹은 시각적 개념 단어 외에도, 주어진 질문

과의 연관성을 담아내기 위해 자연어 질문 자체도 포함시킨

다. 구체적으로는 Fig. 4와 같이, BERT 임베딩된 지식 개체 


  ∈ , ≤ 시각적 개념 

 ∈∙   (N은 시

각적 개념의 개수), 자연어 질문 
 ∈∙  (M은 질문의 

길이)를 Equation (1)과 같이 하나의 벡터 로 이어붙인 뒤, 

최대 풀링(Max Pooling) 연산을 거쳐 각각 1024 크기의 노

드 개를 생성한다.

  
  

 
              (1)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관계(relationship)를 통해 트리플로 

묶여있는 개념 노드들끼리는 그래프의 간선을 연결함으로써, 

GCN을 위한 초기 입력 그래프가 완성된다. 이후 GCN 계층

(layer)들을 통과할 때마다, Equation (2)와 같이 간선을 통

해 인접 노드의 정보가 유입되어 각 개념 노드의 정보가 새롭

게 갱신된다. 


   

                (2)

여기서 는 그래프의 인접 행렬, 
는  계층 각 노드들

의 특징 벡터 값, 는  계층의 가중치 값, 는  계층의 

바이어스 값을 각각 나타낸다. 이와 같이 GCN 계층들을 통

한 그래프 노드들의 갱신이 이루어진 후, 각 노드의 벡터 값

들에 다시 최대 풀링 연산이 적용되어 최종적인 지식 벡터 

를 생성한다.

3.4 시각적 맥락 추론과 답변 결정

제안 모델의 시각적 맥락 추론 모듈은 서로 다른 입력 데

이터인 입력 영상 I와 자연어 질문 q, 그리고 응답 리스트 

 에 포함된 사물들을 서로 연관지어 맥락 정보를 추출함으

로써, 멀티 모달 맥락 벡터 를 생성해내는 역할을 수행한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각적 맥락 추론 모듈은 다시 시

각적 접지, 시각적 맥락화, 맥락 정보 임베딩 등의 하위 서브 

모듈들로 구성된다.

서로 다른 입력 데이터로부터 멀티 모달 맥락 벡터 를 

생성해내기 위한 첫 단계는 질문 q와 응답 리스트 에 등

장하는 [person1], [person5]와 같은 각 포인팅(pointing)

들을 입력 영상 안의 적절한 사물 영역들과 대응시키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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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지(Visual Grounding)이다. Fig. 5는 시각적 접지 모

듈을 통해, 질문에 포함된 각 포인팅들을 영상 안의 인물 영

역들로 매칭시킨 결과를 얻는 예를 보여준다. 시각적 접지 모

듈은 Fig. 5와 같이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의 하나인 BLSTM (Bidirectional LSTM)을 이용하여, 질문 

시퀀스에 포함된 각 포인팅을 입력 영상 내 특정 사물 영역에 

대응시킨다. 

Fig. 6. Visual Contextualization Module

시각적 맥락화 모듈에서는 영상에 포함된 각 사물 영역

(visual object)  , 접지된 질문(grounded question)  , 

접지된 응답(grounded response) 


들을 토대로, 이들을 

서로 연관지어 맥락 정보를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Fig. 6과 같이 하나의 접지된 응답(grounded response) 


을 

토대로 질문과 영상의 각 사물 영역에 주의 집중(attention) 

메커니즘을 적용함으로써, 집중된 질문(attended question) 

벡터 와 집중된 사물(attended object) 벡터 를 각각 생

성한다. Equation (3)은 응답 


을 토대로 질문 에 대한 주

의 집중을 계산하는 식을 나타낸다.

 




 





         (3)

맥락 정보 임베딩 모듈은 Fig. 7과 같이, 앞서 생성된 서로 

다른 맥락 정보들인 , 
,  등을 역시 순환 신경망의 한 

종류인 BLSTM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최종적인 

멀티 모달 맥락 벡터 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답변 결정 모듈에서는 Fig. 8과 같이 지식 그

래프 추론의 결과인 지식 벡터 와 시각적 맥락 추론결과인 

멀티 모달 맥락 벡터 를 결합한 뒤, 2개의 완전 연결(FC) 계층

과 소프트맥스(softmax) 계층을 거쳐 최종적으로 응답 리

스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답변   
  을 결정한다. 

Fig. 7. Context Embedding Module

Fig. 8. Answer Determination Module

4. 구현 및 실험

4.1 데이터 집합과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상 기반 상식 추론 모델인 KG_ 

VCR의 성능 분석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VCR 벤치마크 데

이터 집합[2]을 이용하였다. VCR 데이터 집합은 110K개의 

영화 장면에서 파생된 290K개의 질문-응답 문제로 구성된

다. 본 논문에서는 VCR 데이터 집합에 시각적 개념인 장소, 

행동을 추가하였다. 모델 학습에 사용된 영상-질문-응답은 

총 32,615쌍이고, 모델 평가를 위한 영상-질문-응답은 총 

4,255쌍이다. 제안 모델인 KG_VCR은 Geforce GTX 

1080ti GPU가 탑재된 하드웨어와 Ubuntu 16.04 LTS에서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PyTorch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모

델 학습을 위해 일괄 처리량(batch size)은 32, 반복 횟수

(epoch)는 20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4.2 실험

첫 번째 실험은 제안 모델 KG_VCR의 지식 검색 모듈에

서 채택한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방법이 본 모

델에 적합한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실험이다. Table 1에

서 Random은 BERT 임베딩을 거친 모든 트리플 형태의 지

식을 임의로 50개 선택하여 사용한 모델이다. 내적(Dot 

Product)와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는 매우 비슷

해 보이지만, 내적(Dot Product)은 각도와 크기를 고려하는 

방법이고,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는 각도만을 고

려하는 방법이다. Table 1의 실험에서는 두 개의 GCN 계층

(layer)을 가지는 KG_VCR모델을 사용하였다.

Fig. 5. Visual Ground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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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Q→A QA→R Q→AR

Random 0.506 0.615 0.310

Dot Product 0.500 0.609 0.307

Cosine Similarity 0.521 0.646 0.334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with Different Similarity Methods

Table 1의 실험 결과들에서, 본 논문에서 채택한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성능이 

뚜렷하게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트리플 

구조의 지식을 무작위로 뽑는 것 보다 유사도가 높은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BERT 임베딩으로 모든 트리플 구조의 지식 

크기를 맞추기 때문에 각도와 크기를 모두 비교하는 내적

(Dot Product)보다는 각도만을 비교하는 코사인 유사도

(Cosine Similarity)가 성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

들을 통해 KG_VCR에서는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은 제안 모델 KG_VCR에서 채용한 그래프 

합성 곱 신경망(GCN) 기반의 질문 및 상식 그래프 임베딩 효

과를 입증하기 위한 실험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두 번째 

실험은 (1) 상식 그래프(KG) 임베딩 방식으로 과연 GCN이 

우수한가? (2) 상식과 더불어 질문(Q)을 함께 임베딩하는 것

이 효과적인가? (3) GCN 계층(layer)은 몇 층을 두어야 적절

한가? 등의 질문에 관한 답을 얻기 위한 실험이다. 이 실험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Table 2와 같이 임베딩 방식과 대상이 다

른 총 5 가지 모델들을 VCR 벤치마크 데이터 집합에 적용해

보고, 각각의 모델 정확도(accuracy)를 비교하였다. 1, 2, 3번 

모델들은 모두 그래프 합성 곱 신경망(GCN) 대신 다층 퍼셉

트론 신경망(MLP) 모듈로 질문과 지식을 임베딩 하였다. 다

만, 1번 모델의 경우 개체(knowledge entity, E)만을, 2번 모

델의 경우 개체와 시각적 개념들(visual concepts, VC)만을, 

3번 모델의 경우 개체, 시각적 개념들, 질문(question, Q)을 

함께 임베딩 하였다. 반면에 4, 5, 6, 7, 8번 모델들은 본 논

문의 제안 모델인 KG_VCR과 같이 모두 그래프 합성곱 네트

워크(GCN)로 임베딩 하였다. 다만 이들은 시각적 개념들

(VC)와 질문(Q)의 임베딩 여부와 그래프 합성 곱의 계층

(GCN layer) 수에 차이가 있다.

Table 2의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임베딩 방법으로 

다층 퍼셉트론(MLP)을 채택한 1, 2, 3번 모델의 성능에 비해 

제안 모델 KG_VCR과 같이 그래프 합성 곱(GCN)을 채용한 

4, 5, 6, 7번 모델의 성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1, 

2, 3번 모델들 간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 시각적 개념(visual 

concept), 질문(question)을 추가할수록 비교적 성능이 떨

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4, 5, 6번 모델들은 시각

적 개념(visual concept), 질문(question)의 정보를 추가할

수록 성능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정보를 

추가할수록 비교적 단순한 방법인 다층 퍼셉트론(MLP)보다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GCN)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 E VC Q MLP
GCN

Layers
Q→A QA→R Q→AR

1 √ - - √  - 0.495 0.588 0.297

2 √ √ - √  - 0.491 0.584 0.293

3 √ √ √ √  - 0.487 0.580 0.286

4 √ - - -  2 0.498 0.608 0.311

5 √ √ - -  2 0.501 0.630 0.316

6 √ √ √ -  2 0.521 0.646 0.334

7 √ √ √ -  3 0.521 0.640 0.332

8 √ √ √ -  4 0.504 0.625 0.319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with Different Embedding Methods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 범위(2 ~ 4 계

층)에서는 그래프 합성곱(GCN)의 계층 수가 2개인 6번 모델

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 상식 그래

프(KG)와 더불어 질문(Q)도 함께 그래프 합성 곱 신경망

(GCN) 모듈로 임베딩하는 제안 모델 KG_VCR의 우수성과 

성능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실험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KG_VCR 모델과 기

존 연구에서 제안된 다른 모델들과의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

이다.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Table 3에서 Chance는 주어진 

응답 리스트에서 임의로 하나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임의 선

택 모델을 의미한다. 반면에, VQA[1]는 기존의 영상 기반 질

문-응답(VQA) 문제를 위한 베이스라인 모델로서, 별도로 상

식 추론 기능을 채용하고 있지는 않다. R2C[2]는 별도의 외부 

상식을 활용하지 않는 대신, 답변 결정을 위해 시각적 맥락 추

론 기능만을 포함한 심층 신경망 모델이다. KG_VCR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영상 기반 상식 추론 모델을 나타낸다. 

Model Q→A QA→R Q→AR

Chance 0.250 0.250 0.062

VQA[1] 0.286 0.320 0.088

R2C[2] 0.483 0.571 0.272

KG_VCR[Ours] 0.521 0.646 0.334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with the State-of-art Models

Table 3의 실험 결과들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KG_ 

VCR 모델이 비교 대상인 VQA, R2C모델에 비해 Q→A, QA

→R, Q→AR 등 모든 질문 양식들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시각적 상식 추론(VCR) 문

제 해결에 제안 모델 KG_VCR과 같이 이미 잘 정의되어 있

는 외부 지식 베이스의 상식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성능 개선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험 결과들을 바

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심층 신경망 모델인 

KG_VCR의 우수성과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정량적 실험들 외에, KG_ 

VCR 모델의 정성적 성능 분석을 위해 KG_VCR 모델이 수

행한 실제 작업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Fig. 9는 KG_VCR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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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ome VCR Results Produced by the KG_VC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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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한 작업들이다. ‘right answer and rationale’의 경우 올

바른 답변과 근거, ‘right answer, wrong rationale’은 올바른 

답변과 올바르지 않은 근거, ‘wrong answer and rationale’

은 올바르지 않은 답변과 근거를 선택한 결과이다. 먼저 두 개

의 ‘right answer and rationale’ 경우 영상에 담겨 있는 사물

(object)의 개념적 관계(conceptual relationship)를 주로 필

요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높은 예측률을 보였다. 하지만 

‘right answer, wrong rationale’, ‘wrong answer and 

rationale’의 경우와 같이 사람의 감정을 추론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right answer and rationale’에 비해 낮은 예측

률을 보였다. 이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

로 본다. 하지만 벤치마크 데이터 집합인 VCR에 포함된 다

수의 질의-응답에서 본 논문이 제안한 KG_VCR 모델은 기

존 모델들에 비해 매우 우수한 작업 성능을 보여주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 기반 상식 추론(VCR) 문제를 위한 새

로운 심층 신경망 모델 KG_VCR을 제시하였다. 제안 모델에

서는 입력 데이터에서 사물들 간의 관계와 맥락 정보를 추출

해내는 모듈들 외에, 별도로 ConceptNet과 같은 외부의 공

개된 대규모 지식 베이스로부터 관련 상식들을 직접 가져다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듈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안 모델에서는 그래프 합성 곱 신경망(GCN) 모듈을 적용

해 지식 그래프를 벡터 형태로 임베딩한 후, 답변 생성에 이

용한다. VCR 벤치마크 데이터 집합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들

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KG_VCR 모델의 높은 성능

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KG_VCR의 모

델은 사람의 감정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기존의 KG_VCR모델의 안정화와 더불어 이러한 문

제점들을 보완하여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시도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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