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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Visual Question Answering(VQA)은 주어진 이미지와 질

문에 대해 알맞은 정답을 찾는 기술이다. VQA는 문자로 

구성된 질문을 이해하는 자연어처리 기술과 이미지를 이

해하는 컴퓨터비전 기술이 요구되는 어려운 응용으로, 

어린이 학습, 시각 장애인 보조 시스템, 인공지능 비서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최근 영어 데이터를 이용한 VQA 기술 연구가 국내외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딥러닝을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다. VQA 연구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이해하고, Recurrent 

Neural Network(RNN) 등의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질문

을 이해한 후 정답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1,2,3,4].  

영어 데이터를 이용한 많은 VQA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는 반면, 한국어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이는 VQA 연구가 근래에 제안되어 관련된 

한국어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어 VQA 데이터 중 

하나인 COCO-QA[2] 데이터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한국어 VQA를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기

존 기계 번역 모델의 Context-Gate[5]를 참고하여, 주어

진 이미지와 질문 문장이 정답 유추에 기여하는 비율을 

달리하였을 때의 성능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미지와 질문 문장의 비율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게 별

도의 Gate를 적용한다. 실험 결과 Gate를 적용한 모델이 

Gate를 적용하지 않은 모델보다 영어 및 한국어, 두 VQA 

데이터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2. 관련 연구 
VQA 연구는 이미지와 해당 이미지에 대한 질문을 주고 

CNN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이해하고, RNN 등의 딥러닝 모

델을 이용하여 질문을 이해한 후 정답을 도출하는 방법

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은 VQA의 시작이 되는 연구로, VQA를 여러 자연어

처리 및 컴퓨터비전 기술을 요구하는 하나의 응용으로 

정의하고, 데이터셋과 성능 측정 방법 등을 정의하였다. 

[2]는 이미지 캡션 데이터로부터 질문 문장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COCO-QA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CNN을 거친 이미지 정보를 Long Short-

Term Memory(LSTM) RNN[6]의 맨 처음 입력으로 사용하는 

VQA 모델을 소개하였다. 

[3-4]는 어텐션 메커니즘[7]을 VQA 연구에 적용한 논

문으로 CNN을 거친 이미지 벡터와 LSTM RNN을 거친 압축

된 문장 벡터 사이의 어텐션 값을 계산하여 정답을 도출

하는 VQA 모델을 제안하였다. [3]의 모델은 어텐션 메커

니즘을 두 번 쌓아 올린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4]의 모

델은 이미지와 문장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어텐션을 이

용하여 질문에 대한 정답을 추론하는 모델을 설계하였다. 

[5]는 기계 번역 모델의 디코딩 타임에 소스 정보와 

타겟 정보 비율을 적절히 분배하는 Context-Gate를 적용

하여 번역 문장의 정확성 및 유창성을 조절하여 기계 번

역 성능 향상에 기여를 한 모델이다. 

[8]은 Context-Gate를 한국어 이미지 캡션 생성에 적

용한 연구로 Context-Gate가 이미지와 자연어를 동시에 

처리하는 multimodality 응용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인

다. 

영어 VQA 연구를 위한 데이터로는 VQA_v1[1], COCO-

QA[2]데이터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COCO-QA 데이

터를 이용하여 한국어 VQA 데이터 구축 및 연구를 진행

한다. COCO-QA는 이미지 캡션 자동 생성 연구에서 사용

되는 MS-COCO[9]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질문 문장을 생

성한 VQA 데이터이다. 총 123,287 개의 이미지와 78,736 

개의 학습 질문, 38,948 개의 평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4 가지 유형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의 유

형은 어떤 물체인지, 물체의 색깔은 무엇인지, 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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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있는지, 물체의 개수는 몇 개 인지 등으로 이루

어져 있고, 정답은 모두 한 단어로 되어 있다.  

 

3.1 한국어 VQA 데이터 
COCO-QA, VQA_v1과 같이 영어 VQA 데이터는 영어 이미

지 VQA를 연구함에 있어 큰 부족함이 없는 반면, 한국어 

VQA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아직 구축되지 않아 한국어 

VQA 연구에 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VQA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COCO-QA 데이터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한국어 번역을 위해 Google 

Translator[10]를 이용하여 COCO-QA 데이터의 질문 문장

과 정답을 모두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질문 문장에는 번

역기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수정 없이 사용하였

다. [그림 1]은 COCO-QA를 한국어로 번역한 결과의 일부

이다. 

그림 1. COCO-QA 및 번역 결과 

 

3.2 한국어 VQA 모델 
대부분의 VQA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한국

어 VQA를 위해 CNN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이해하고, Gated 

Recurrent Unit(GRU) RNN[11] 모델을 이용하여 질문을 이

해한 후 정답을 도출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NN은 이미지 인식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VGGNet[11]의 마지막 히든 레이어 값을 이용하였다. 

Context-Gate는 기계 번역에서 번역 문장의 정확성 및 

유창성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기계 번역 모델의 디코

딩 타임에 소스(입력 언어) 정보와 타겟 정보(번역 언어) 

비율을 적절히 분배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Context-Gate와 유사하게 정답을 추론하기 위해 입력되

는 이미지 정보(iv) 및 질문 문장 정보(qv)를 Gate를 두

어 조절한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한국어 VQA 모델과 

예제이다. 먼저 “우산을 중심 주제로 사용하는 것은 무

엇입니까?”의 질문 문장은 하나의 벡터인 qv로 압축이 

되고, 입력 이미지 또한 하나의 벡터인 iv로 압축된다.  

그 후 Gate(sigmoid)를 거쳐 이미지 정보 및 질문 정보

의 비율을 결정한 후 Softmax를 거쳐 정답인 “조각”을 

유추하게 된다. 

 
그림 2. 한국어 VQA 모델(GRU_concat_gate) 

  

4.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동일한 

모델을 영어 및 한국어 데이터 모두에 적용하였다. 또한 

[그림 2]의 모델 외에 Gate를 추가하지 않은 GRU_concat 

모델, 그리고 하나의 히든레이어를 추가한 

GRU_concat_DO, [2]의 연구와 유사하게 GRU RNN의 처음 

입력을 이미지 정보로 사용하는 VIS_GRU, VIS_GRU_concat 

모델을 이용하여 비교 실험하였다. 또한 이미지 정보와 

질문 문장 정보의 비율을 임의로 달리하여 VQA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표 1. VQA 실험 결과 

*(n:m), n:입력 문장의 비율, m:입력 이미지의 비율 

COCO-QA Accuracy(dev) Accuracy(test) 

GRU_concat(base) 

GRU_concat (2:8) 

GRU_concat (8:2) 

GRU_concat_DO 

GRU_concat_gate 

VIS_GRU 

VIS_GRU_concat 

51.34 

43.33 

55.82 

51.62 

54.76 

52.44 

51.17 

50.74 

43.62 

56.46 

51.30 

55.81 

52.82 

50.75 

   

COCO-QA (Korean) Accuracy(dev) Accuracy(test) 

GRU_concat(base) 

GRU_concat (2:8) 

GRU_concat (8:2) 

GRU_concat_DO 

GRU_concat_gate 

VIS_GRU 

VIS_GRU_concat 

44.91 

43.90 

51.73 

45.64 

50.14 

50.43 

49.78 

44.09 

43.28 

52.06 

44.89 

50.14 

50.02 

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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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영어 및 한국어 데이터에 대한 VQA 모델의 

실험 결과이다. [표 1]에 나오는 모든 모델은 Theano[12]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학습에 사용된 CNN 모델의 

가중치는 고정하여 실험하였다. 단어 임베딩은 

word2vec[13]를 이용하여 구한 50, 100 차원의 단어 임

베딩을 사용하였으며, GRU의 히든레이어 유닛은 300 개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GRU_concat_gate 모델

이 GRU_concat 모델에 비해 영어 데이터에서 5.07, 한국

어 데이터에서 6.09 만큼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GRU_concat(2:8)모델과 GRU_concat(8:2) 모델의 비교를 

통해 VQA 시스템이 정답을 찾는데 있어 이미지의 정보 

보다 입력 문장의 정보가 중요 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GRU_concat 모델에 히든레이어를 한 층 더 

추가한 모델인 GRU_concat_DO 모델은 성능향상이 미비 

했다. 마지막으로 VIS_GRU 모델의 실험 결과를 통해 GRU

의 처음 입력을 이미지로 초기화 할 때 성능 향상에 도

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VQA 실험 결과 예제이다. 테니스를 치는 

남성에 대한 예제는 일부 번역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나 

정확한 답을 찾아 냈고, 마지막 이미지에서는 파란색과 

초록색을 혼동하여 시스템이 잘못된 답을 내놓았다. 

 

 
그림 3. VQA 실험 결과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COCO-QA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어 VQA

데이터를 새로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한 VQA 데이터를 

여러 모델에 적용하였고, 이미지 정보와 질문 정보를 조

절할 수 있는 GRU_concat_gate 모델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Gate를 적용한 모델이 Gate를 적용하지 않은 모델

보다 영어 및 한국어, 두 VQA 데이터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한국어 VQA

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고,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한국어 VQA에 적용하여 성능 향상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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