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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Videome Project: 인간수준의 비디오 학습 기술

서울대학교 장병탁*

1. 서1)론

1950년에 Alan Turing은 Mind지에 발표한 논문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에서 생각하는 

기계(Thinking Machines)를 개발하는 원대한 꿈을 제

시한다[1]. 그러나 인공지능 연구는 그 동안 본질적인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문제

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했다. 최근 들어,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해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인간수준의 

인공지능(Human-Level Artificial Intelligence) 실현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2-5].
하지만 인간수준의 인공지능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인간수준의 기계학습(Human-Level Machine Learning) 
기술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학습능력이 결여된 지능

시스템은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점

에 착안하여 서울대 바이오지능기술 연구센터(CBIT)
에서는 사람의 뇌인지 모델에 기반한 인지기계학습 기

술을 연구해 오고 있다[6]. 이 프로젝트는 세상에 존재

하는 모든 비디오 데이터 즉 Videome을 분석하는 것

을 학습의 목표로 한다. 비디오는 이미지, 소리, 동작, 
텍스트 등의 다양한 모달리티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단면과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

지고 있다. 비디오를 모델링하는 것은 인간의 시각, 언
어, 사고, 행동을 분석하고 모사하는 것으로 이는 현

재 기계학습 기술에 대한 상당한 도전 과제이다[7,8]. 
한편, 비디오 데이터는 디지털 매체로서 그 특성과 내

용을 기술 수준에 따라서 알맞게 조절할 수 있어서 연

구용 학습데이터로서 아주 적합한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인간수준의 기계학습 실현을 위해 기계

학습 연구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고, 이 점에

서 Videome 프로젝트가 기여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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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자 한다. 먼저 2절에서는 현재의 기계학습 기술

을 간략히 살펴보고, 3절에서는 인간수준의 인공지능

을 실현하기 위한 기계학습의 도전과제들을 논의한다. 
4절에서는 SNU Videome Project를 개괄하고, 5절과 6
절에서는 현재까지의 실험 결과들을 소개한다. 7절에

서는 Videome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는 인지기계학

습 기술과 그 활용분야에 대해서 논한다.

2. 기계학습 현재수준

본 절에서는 학습 시스템을 정의하고, 최근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기계학습의 개념과 활용성을 논한다. 다
양한 학습 구조와 알고리즘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연구의 역사와 최근 연구 동향을 기술한다.

2.1 정의 및 활용 예

기계학습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으로부

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시

스템을 연구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다. 컴퓨터공학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D로부터 프로그램 또는 모델 

M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일종의 자동프로그래밍 기술

로 볼 수 있다. 즉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다양한 입출

력 관계에 대한 데이터 집합

D = {(xi, yi) | i = 1,...,N}

을 이용하여 입력벡터 xi가 주어지면 대응되는 출력

yi = fM (xi ; W)

를 산출하는 함수 fM (⋅;W )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여
기서 W는 모델 M의 파라메터 집합으로 학습에 의해

서 최적화된다.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하여 무인자동차를 개발하는 

예를 생각해 보자. 이를 위해서 자동차 운전석에 전방 

카메라를 설치한 후 사람이 운전하는 동작을 센서로 

측정하여 학습데이터 D = {(xi, yi) | i = 1,...,N}를 구축한

특집원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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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계학습 성공 사례. 스탠포드 대학교 인공지능 연구

소에서 개발한 무인자동차가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하

여 DARPA Grand Challenge에서 우승함[9]

다. 여기서 입력벡터 xi는 카메라 입력에 대한 영상데

이터를 나타내고, 츨력벡터 yi는 핸들 방향, 가속도 페

달,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는 변수 값들을 표시한다. 
이제 학습데이터 D를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 제어기 

모델 fM (⋅;W )를 학습시켜서 입력 xi에 대한 원하는 

출력 yi = fM (xi;W)가 생성되도록 학습시키면 된다. 학
습 모델로 신경망을 사용할 경우 W는 신경망의 연결

강도를 나타내는 파라메터 벡터이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에 CMU에서는 다층신경망을 사용하여 무인자동

차 ALVINN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속도로 주행에 성

공한 바 있다. 이러한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2005년에

는 DARPA에서 Grand Challenge를 개최하여, 사막에

서 무인주행하는 자동차 경주대회를 열었으며, Stanford 
대학의 Sebastian Thrun 교수팀이 175 마일을 10 시간 

이내로 주파함으로써 우승하였다[9]. 이 자동차는 현

재 Smithsonian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그림 1).

2.2 모델 구조

기계학습 모델의 클래스 M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

며 각 모델마다 조정이 가능한 특유의 파라메터집합 

W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Java 프로그램도 그 입출력 

데이터에 대한 모델로 볼 수 있으며, Java로 짜여진 

프로그램은 입력 x를 주면 그것에 대한 출력 y를 산

출하는 함수

fM (x ; W(Java))

로 볼 수 있다. Java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

계학습 알고리즘은 데이터 D가 주어지면 fM (x ; W 
(Java))를 수행하는 출력 모델 M을 산출물로 준다. 물
론 Java 언어와 같이 범용의 프로그램 구조를 자동으

로 학습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기계학습에

서는 이보다 제한적인 표현 능력을 갖는 프로그램 구

조를 모델의 구조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유전자 프로그래밍(Genetic Programm-

ing, GP) 기법에서는 제한적인 Lisp 구조를 모델의 표

현 구조로 하여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시

킴으로써 Mini Lisp 형태의 프로그램 구조 M을 생성

하여 입출력 함수 fM (x ; W(Lisp))를 구현한다. Induc-
tive Logic Programming(ILP) 방식은 1차 술어논리 형

태의 Prolog 프로그램 구조를 사용하여 모델 fM (x ;
W(Prolog))을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한다. 다른 

예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신경망(Neural Network, 
NN) 학습에서는 단순한 뉴런 프로세서들이 망형태로 

프로그램을 표현한다. 즉 단순한 프로세서에 해당하

는 뉴런들을 다층의 망 형태로 결합하고 그들의 연결

가중치 매트릭스 W를 학습함으로써 입력 x에 대한 

출력 y를 산출하는 함수

fM (x ; W(NN))

를 구현한다. 또 다른 예로는, 의사결정 트리(Decision 
Tree, DT)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되는 모델의 구

조는 트리 구조이다. 즉 데이터로부터 트리구조의 모

델 M를 생성함으로써 후에 입력 데이터 x가 주어지

면 출력 y를 생성하는 fM (x ; W(DT))를 구현한다. 베
이지안망(Bayesian Network, BN) 학습 기법은 DAG 
(Directed Acyclic Graph) 구조의 그래프를 모델 구조

로 사용하여 데이터 집합의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모

델 fM (x ; W(BN))를 생성한다.

2.3 학습 방법

기계학습은 학습데이터의 제공 방식에 따라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감독학습: 입력 x와 그에 대한 목표 출력 y를 제

시하는 학습 방식

⋅무감독학습: 입력 x만 주어지고 그에 대한 목표 

출력 y가 제시되지 않는 학습 방식

⋅강화학습: 입력 x와 그에 대한 목표 출력 y 대신 

출력의 평가치 c만 알려주는 방식

서양장기를 예로 들면, 감독학습은 학습자가 장기 한 

수를 둘 때 마다 올바른 수를 이야기해 주는 방식이

고, 무감독학습은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는 방식이

며, 강화학습은 학습자가 둔 수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

했는지의 방향성만 제시해 주는 방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감독학습은 학습 데이터 집합이

D = {(xi, yi) | i = 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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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어지고, 무감독학습의 경우는

D = {(xi) | i = 1,...,N}

로 주어진다. 강화학습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며 시간 t
까지의 학습 데이터 집합은

Dt = {(xi, ai, ri) | i = 1,..., t}

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ai는 입력 xi에 대한 학습자의 

실제 출력(행동)이며 ri는 이 출력에 대한 보상치이다. 
보상치 ri는 목표 출력값 yi와는 달리 출력의 방향성만

을 알려주는 값이다.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학습 구조와 학습 알고리

즘이 개발되어 있다. 감독학습의 예로는 앞의 절에서 

언급한 신경망, 의사결정트리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 k- 
최근점학습(k-NN), 지지벡터기계(SVM) 등이 있다. 무
감독 학습의 예로는 앞에서 언급한 베이지안 망이 있

으며 그 외에 데이터의 군집화에 사용되는 자기조직 

신경망(SOM), K-Means, 계층적 클러스터링, 주성분 분

석(PCA), 독립성분 분석(ICA), 은닉 마코프 모델(HMM), 
마코프 랜덤 필드(MRF),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등이 있다. 강화학습은 대표적인 예로는 Actor- 
Critique 모델, Q-Learning 등이 있다. 이는 또한 마코

프의사결정과정(MDP)과 관련이 있으며 동적 프로그래

밍에 기반한 최적화나 계획수립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기계학습 기법과 관련 주제는 [10-12]에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4 역사 및 연구 동향

기계학습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호적 표현 기반

의 귀납적 규칙 학습 기법들이 주로 연구되었다[13]. 
이러한 기법들은 전문가 시스템이나 의사결정 지원시

스템에 일부 응용되었다. 기계학습이 보다 본격적인 

기술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신경

망기술이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라고 볼 수 있다[14]. 
1986년에 개발된 오류역전파 기반 다층신경망 학습 알

고리즘 개발을 시작으로 그 후 RBF, SVM 등의 커널 

머신(kernel machines)으로 진화하면서 학습 속도와 분

류 정확도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초기에 대학 연구실 수준에서 주로 연구되던 기계

학습은 인터넷과 웹이 등장하면서 점차 산업화되기 시

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 포탈과 쇼핑

몰이 등장하면서 정보검색, 데이터마이닝, 전자상거래

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1990년에 시작된 인

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성된 대량의 유전체 

데이터 분석에도 기계학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기계학습은 1990년을 전후해서 

계산이론과 통계학과 접목되면서 계산학습이론(com-
putational learning theory)과 통계학습이론(statistical 
learning theory)의 새로운 분야가 형성되었다. 또한 이

미 1980년대 초반부터 홉필드망, 볼쯔만 머신과 같은 

에너지기반 모델의 학습 알고리즘으로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유전자 알고리즘,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 몬
테칼로 시뮬레이션(MCMC) 등이 연구되면서 기계학

습은 통계물리학과 일찍부터 관련을 맺으며 발전하였

다[15,16].
2000년을 전후하여 베이지안망, 부스팅 알고리즘, 

ICA, 커널 머신, 가우시안 프로세스 등의 새로운 학

습 모델들이 활발히 연구되었다. 특히 베이지안 통계

학, 확률이론, 그래프이론, 정보이론에 기반한 새로운 

학습 이론과 모델들이 활발히 시도되었다[10,17-19]. 
이들은 크게 감독학습 중심의 변별적 모델과 무감독 

학습 중심의 생성적 모델로 구별할 수 있으며 전자는 

커널 머신으로 대표되고 후자는 확률그래프모델로 대

표된다. 전자는 분류 성능 면에서 우수하고 후자는 데

이터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유용하다.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변별적 학습 모델은 재

인기억과 관련되며, 생성적 학습 모델은 회상기억과 

관련된다. 회상기억이 연상작용, 창발성, 상상력의 기

반이 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히 회상 능력을 모방

하는 생성적 기계학습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인지기반 

인공지능 관점에서 중요해 보인다. 특히 볼쯔만머신, 
베이지안망, 마코프랜덤필드, 은닉마코프모델 등으로 

대표되는 확률그래프모델들은 이론적으로 흥미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전통적인 기호적 인공지

능 시스템의 표현력과 연결론적 인공지능 기술의 적

응력을 결합하려는 실제적인 모델이다[20]. 확률적인 

베이지안 학습 모델들 중에서도 기존의 모델은 대부분 
특정 확률 분포를 가정하는 파라메터 모델들이었으

나, 최근 들어 마코프로직네트워크, 하이퍼네트워크, 
계층적 Dirichlet 프로세스[21] 등과 같은 비파라메터 

베이지안 모델(nonparametric Bayesian models)들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인공지능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기계학습은 대부

분 수동적이고 정적인 학습 시스템이다. 즉 학습자는 

주어지는 학습 데이터를 수동적으로 관측하면서 정적

인 목표함수에 대한 통계적인 추정을 수행한다고 본

다. 이는 학습 시작 전에 이미 모든 학습데이터가 알

려져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실세계 문

제에서 학습은 동적이며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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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가 순차적으로 관측된다. Markov Decision Process 
(MDP)로 대표되는 이러한 학습 상황은 전통적으로 

은닉마코프모델, 강화학습, 동적베이지안망, Particle 
Filtering, Sequential Monte Carlo 등을 통해 연구되었

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동적 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22].

3. 인간수준의 기계학습

먼저 인간 지능의 특성과 그 근간이 되는 뇌의 정보

처리 구조와 기능적 특성을 살펴본다. 이어서 인간수

준의 인공지능 실현에 필요한 기계학습 기술의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간략히 토론한다.

3.1 인간 지능과 뇌의 특성

인간은 여러 측면에서 컴퓨터와는 특성이 다르다. 
인간의 지능은 흔히 창의성, 적응성, 다재다능성, 사
회성, 감성, 비논리성 등으로 기술된다[6,23]. 사람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범용기계인데 반해서 

현재의 컴퓨터는 특수 목적의 기계이다. 인간은 정확

한 계산을 잘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불확실성

하에서도 아주 빠르게 안정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그림 2). 컴퓨터는 계산은 정확하고 빠르지만 불

확실성을 잘 다룰 줄 모른다. 인간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창발성을 지니는데 

반해서 컴퓨터는 보통 한 가지 관점에서 최적화된 하

나의 답만을 찾아준다.

그림 2 인간수준 인공지능 실현과 지능의 특성

이러한 인간 지능의 특성은 뇌의 구조와 정보처리 

원리에 기인한다[24-26]. 최근 신경과학과 뇌영상 기

술의 발전에 힘입어 인지뇌과학의 발전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점차 뇌 구조의 특성과 기능적인 정보처

리 원리가 밝혀지고 있다[27-30]. 예를 들어, 뇌신경망

그림 3 뇌신경망의 구조적 및 기능적 연결의 특성. 뇌의 연

결망은 랜덤 구조와 정규 구조의 장점을 결합하여 효

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한 Scale-Free 

특성을 지님

은 웹과 같이 빈익빈 부익부 특성을 보이는 Scale-F 
ree 구조를 가지며[31] 이는 랜덤 네트워크와 정규적

인 네트워크 구조의 장점을 결합한 효율적이고 안정

적인 정보전달 구조이다(그림 3).
기능적으로 볼 때 뇌는 디지털 컴퓨터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32].

⋅뇌는 정확하고 빠른 계산을 수행하기보다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유리하도록 진화됨

⋅프로세서 중심이기 보다는 메모리 중심의 정보처

리를 수행하는 계산 모델임

⋅물리적으로 제한된 용량에 연상작용을 이용하여 

실제로 무제한의 메모리 능력을 보유함

⋅다수의 가소성 소자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분

산정보코딩과 병렬정보처리를 수행

⋅고체 소자와는 다른 액체 유기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활용한 정보처리 방식

위의 특성을 보면 뇌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래

밍 방식에 의해 작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기억을 통해

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수행 성능을 점차적으

로 향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뇌

와 같이 유연한 모델 구조를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학습과 진화를 지향하는 문제해결 방식이 궁극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준다[33]. 최근에 뇌과학

과 인지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Bayesian Brain이나 Bayesian Mind 모델들은 이

러한 연구 방향을 대변하는 예로 볼 수 있다[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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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지기계학습 도전과제

인간수준의 인공지능 실현을 위해서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모사한 인지적 기계학습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를 포함할 것이다(그림 4).

- 점진적 학습

- 온라인 학습

- 전이 학습

- 대규모기억 학습

- 주의집중 학습

- 생성적 학습

- 능동 학습

- 다중센서 학습

- 구성적 학습

- 크로스모달 학습

- 동적 학습

점진적 학습. 인간의 기억은 주어지는 학습 아이텀

의 순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osition 
effect). 학습 아이텀의 최신성이나 서로간의 간섭에 

의한 방해 현상으로 기억이 영향을 받으며 이는 학습 

효과에 영향을 준다[37]. 즉 현재의 학습은 과거의 학

습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교육학에서도 점점 더 난이

도를 높임으로 학습 효율을 높이는 Scaffold 학습 방식

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기계학습은 전

체 학습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일괄 처리 방식

을 취하였으며 순차적으로 과거 결과에 기반하여 현

재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온라인 학습. 인간은 다양한 감각 센서를 통해서 감

지되는 온라인 스트림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있다[38]. 실제 기계학습이 적용되는 기술적인 

환경에서도 센서 네트워크나 모바일 로그 데이터와 

같이 스트림 형태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저장해 둘 경

우 대규모의 디스크나 메모리 용량을 필요로 하며, 실
시간에 변화되는 트렌드를 놓칠 우려가 있다. 감지되

는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학습하고 버리는 온라인 학

습 기술은 인간수준의 지능 실현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특성이다.
전이 학습. 한 가지 도메인에서의 학습은 다른 도

메인에서의 학습으로 전이될 수 있다[39]. 예를 들어, 
탁구를 배울 때 습득한 정보가 후에 테니스를 배우는

데 전파된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인지발달 과정에서

의 학습은 서로 다른 과제를 수행하는데 시너지 효과

를 발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의 예제

로부터도 학습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기계학습 기술

그림 4 인간수준의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기계학습의 도전 

기술

은 한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많은 수의 예제가 주어질 

경우 그 통계적인 특성을 주로 습득하는 학습 기법을 

발달시켜 온 반면에 유사한 다른 과제간의 전이 방식

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대규모기억 학습.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

간의 기억 능력은 거의 무한하다. 아마도 인간의 학습

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보다도 더욱 기억장

치의 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최
근의 기계학습 연구 결과를 볼 때도 대규모의 기억 

용량을 필요로 하는 학습 알고리즘들이 점점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커널 머

신들의 학습은 원리적으로는 모든 데이터 인스턴스 간 
정보를 계산할 수 있는 대규모 기억 용량과 계산 능

력이 있으면 상당히 우수한 학습 성능을 보일 수 있다. 
또한 Deep Belief Network[25], Hypernetwork[6]의 실

험은 지금까지의 상식보다도 더 큰 메모리 용량을 활

용하는 기계학습 방법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

는 새로운 연구 결과이다. 향후 대규모 메모리 기반의 

기계학습 모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의집중 학습. 사람의 정보처리가 효율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사람은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시각정보처리를 보면 

명확한데, 인간의 눈은 자기 팔을 앞으로 쭉 폈을 때 

엄지손가락 만한 정도(각도 2도)의 영역에만 초점을 둘 
수 있으며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다. 
그러나 머리와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여러 영역을 스

캔하여 주변의 정황도 작업 기억에 저장하기 때문에 

전역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다[37]. 인간수준의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데이터에 대

해서 이를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학습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생성적 학습. 인간의 창의성과 다재다능성은 기본

적으로 인간 기억의 연상작용 및 회상작용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주어진 일부 자료를 이용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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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는 정보를 회상해 내고 이에 기반하여 다시 다른 

정보를 떠올려 냄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고 기

억을 재구성하는 생성적인 정보처리 능력은 모든 인

간 정보처리의 기저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40]. 기
계학습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이를 구별하는 변별적

인 학습 모델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에, 만들어진 모델로부터 새로운 데이

터를 생성해낼 수 있는 생성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는 연구가 부족하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무감독 학습 

기반의 확률그래프 모델 계열의 학습 기법은 이러한 

방향의 연구로서 중요하다.
능동 학습. 사람은 주어지는 데이터를 단지 수동적

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

들어 낼 수도 있다. 이러한 능동적인 학습은 특히 새

로운 영역을 탐색하여야 하는 환경이나 학습 데이터

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학습에 

있어서 문제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를 찾고 선별하

는 능력은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학습의 응용 분

야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요건이다. 기존의 기계학습

은 감독학습과 무감독학습 방식에서 모두 주로 수동

적인 학습에 의존해 왔으며 능동적인 학습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하였다. 표지된 데이터와 표지되어 있지 않

은 데이터들이 혼합된 학습데이터로부터 분류기를 학

습하는 반감독학습(semi-supervised learning)이나, 행

동에 의한 시행착오에 기반하여 탐색적으로 학습하는 

강화학습 모델은 능동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 

기술이다.
다중센서 학습. 사람은 몸을 가지고 환경에 놓여 

있는 체화된 인지 시스템이다. 몸을 가짐으로써 다양

한 센서를 통해서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감지하고 이

들을 결합하고 통합하여 기억에 저장함으로써 기억이 

안정되고 오래가도록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41]. 즉 

한 가지 정보가 감지되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나머지 센서들의 정보들을 결합함으로써 다른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

고 있다. 학습된 정보가 망각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

래갈 수 있으려면 사람의 다중센서 장치처럼 다양한 

정보를 결합하는 학습 방식이 중요해 보인다.
구성적 학습. 인간은 단위 정보들을 조합하여 보다 

복잡한 새로운 정보 단위를 만들어 내는 구성적 능력

이 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이러한 정보처리를 수행

하는지에 대한 기작은 아직 잘 밝혀 있지 않으나 다

양한 심리학적 실험결과를 보면 어린아이들도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조

합적 구성적 학습 능력은 기호에 기반한 학습에서 두

드러진다[42]. 현재까지의 기계학습은 특히 연결론적 

학습에서는 주어진 단위들의 상호작용의 강도만을 조

정하고 새로운 단위들을 생성하는 연산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성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기존의 단위 정

보들을 합성하고 재조합(blending)하여 새로운 정보 모

듈들을 생성해 내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크로스모달 학습. 인간은 정보를 저장할 때 다중센

서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모달리티로 기억하고 기억

을 회상할 때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정적으

로 정보를 인출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로 다른 모달리티 간의 전이가 가능한 학습 방

식은 이러한 점에서 아주 중요해 보인다. 특히 인공지

능이 실현하고자 하는 시각 능력과 언어 능력은 단순

히 분리된 시각과 언어 능력만으로 처리되기보다는 이

들 간의 상호 결합에 의한 크로스모달 학습을 수행함

으로써 더욱 잘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우에는 촉각이나 미각 및 

후각도 언어와 시각에 작용할 것이다[41].
동적 학습. 인간의 학습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38]. 이러한 학습 환경에서는 

실시간성, 온라인 학습, 다중센서 통합, 주의 집중, 크
로스모달리티 등의 특성 등이 모두 결합될 필요가 있

으며 이는 학습 시스템을 고정된 목표물을 추적하는 정

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움직이는 목표를 추적하는 동적

인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더욱 유용하다. 물론 동적인 

학습의 경우에도 목표 시스템이 변화하지만 정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의 학습 환경

도 처음부터 정해진 목표가 뚜렷하게 있기 보다는 시

간이 지나면서 사태가 진화함에 따라서 목표가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동적인 시스템이다.

4. SNU Videome Project

Videome 프로젝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디오

를 학습데이터로 이용하여 기계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기계학습 연구 프로젝트이다(그림 5). 현재 기술로는 

영상 분석이나 소리 분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43]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전적인 과제이다. 이 

과제의 초점은 영상이나 소리의 인식과 이해 그 자체 

보다는[44], 어떻게 하위 수준의 개념단위들이 상위 수

준으로 매핑되면서 의미있는 개념으로 진화하는지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비디오데이터의 특성을 살

려서 시각과 언어의 두 모달리티 간의 공간적 상호작

용과 시청각 스토리의 시간적 전개를 고려함으로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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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학습 데이터로서 디지털 비디오의 특성

공지능 시스템이 실세계의 멀티센서 스트림 데이터로부

터 시공간적인 개념체계를 형성하고 발달시켜서 진화

해 나가는 효과적인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목표이다.

4.1 학습데이터로서 디지털 비디오

비디오 데이터는 실생활을 학습할 수 있는 이상적

인 데이터 중의 하나이다. 비디오는 다양한 현실 세계

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상미디어에 담은 제작물이

다. 특히 드라마는 일상적인 주변의 삶의 내용을 주제

로 한 영상물로서 대사나 영상물의 내용을 통해서 많

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다큐멘터리 등 많은 

영상물들이 교육 매체로 제작되어 사람을 교육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기계에게 지식을 부여하는데도 

유용한 학습 매체가 될 수 있다. 비디오는 장르별로 다

양하게 분류되어 있어 학습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선

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비디오의 또 다른 

특징은 음성과 자막(텍스트)이 다개국어로 제공되고 

있어 언어 학습과 기계번역 연구에도 중요한 코퍼스

로 활용가능하다[45,46]. Videome 프로젝트에서는 먼

저 TV 드라마와 아이들의 만화 비디오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TV 드라마는 주변에서 일어나는(naturalistic) 사건과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일상생활(everyday life)의 면

모를 들어다 볼 수 있는 데이터이다. 드라마는 또한 시

간적인(temporal) 패턴과 스토리(story)를 가지고 있으

며 동적으로(dynamic) 변화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등장인물(multiple characters)들이 상호작용하

여 사회적인(social) 특성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야기

와 장면은 여러 가지 문맥(context)을 가지고 구성되기 
때문에 상황 및 정황을(context-based) 모델링할 수 있

는 데이터이다. 연속적인(continuous) 행동이 강조된 비

디오나 영화 장면의 경우 행동(activity)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아이들의 만화 비디오는 특히 인지과학적인 기반을 

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만화는 드라마에 비해서 영상 분석이 상대적으로 쉬

운 장점이 있으며 대사도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 제

작되어 있으므로 특히 아이들의 언어학습이나 개념학

습을 모사하는 인지기계학습 기술 개발에 유용하다.
비디오 데이터는 체화된 기계학습을 위한 실제 센서 

데이터에 대한 대체물로서 유용한 장점이 있다.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수준의 기계학습 연구를 위

해서는 현실세계의 다양한 센서에 기반한 동적인 스

트림데이터에서의 학습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다양한 센서

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집하는 것이 한 가

지 방법이다. 이러한 예로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MSR)에서 개발한 SenseCam과 같은 장치가 있다. 하
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 최근 들어서, 모바일폰을 이용하여 사

람들의 일상생활을 기록한 라이프로그 데이터가 모아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통화기록이나 폰

을 사용한 행동은 잘 기록되는 반면에 영상과 언어 

등의 컨텐츠 측면에서의 학습에는 유용하지 않은 단점

이 있다. 비디오 데이터는 특히 시각, 청각, 언어, 행동, 
스토리를 포함하는 풍부한 멀티모달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다.

4.2 멀티모달 메모리 게임(MMG)

사람을 닮은 인지적 기계학습 기술을 개발하기 위

해서는 먼저 사람의 학습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Videome 프로젝트에서는 사람들이 비디오를 통해서 

드라마에 나온 영상과 대사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방식

과 기억의 메카니즘을 연구하기 위해서 멀티모달 인

지기억 게임(multimodal memory game) 플랫폼인 MMG
를 구축하였다[7]. 그림 6은 MMG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준다. MMG는 게임매니저와 기계학습자 및 한 명 
이상의 피험자(게임머)로 구성되어 있다[47]. 게임매

니저는 먼저 피험자에게 비디오 영상을 보여준다. 피험

자는 비디오를 본 후 게임에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게임이 있다. 한 가지는 장면(이미지)을 보

여주고 대응되는 대사(텍스트)를 알아맞히는 I2T(image 
to text) 게임이다. 다른 게임은 대사가 주어지면 대응

되는 장면을 알아맞히는 T2I(text to image) 게임이다. 
장면은 정지화면으로 주어지면 대사는 글로 주어진

다. 문제는 주관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객관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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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멀티모달 메모리 게임(MMG) 시스템의 구조

또한 여러 명의 피험자가 동시에 게임에 참여할 수

도 있다. 각각의 피험자는 독립적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험자들 간에 역할을 분담하여(즉 한 

명은 I2T, 다른 한 명은 T2I 역할) 게임을 할 수도 있

다. 또한 독립적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사람의 게임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사회적인 학습이 가

능하게 할 수 있다.
MMG 플랫폼에는 기계학습자(Machine Learner)가 하

나 존재하여 사용자들의 학습과정을 데이터로 하여 사

람의 학습을 흉내내는 학습을 할 수 있다. 사람을 학

습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기계를 학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들 간의 상호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게임의 목적과 방

법이 존재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가장 단순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게임매니저와 사람 1명간의 게임과 게임

매니저와 기계학습자의 학습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림 7은 주어진 대사에 대해서 대응되는 장면이 4

개 주어지고 피험자가 이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하

나 선택해야 하는 4지선다형 T2I 게임의 한 장면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8은 T2I 실험으로부터 얻은 사람의 

학습 곡선이다. 이 실험은 20분짜리 TV Drama에 대

한 두 사람의 실험 결과로서 매 세션마다 30번의 게

임을 수행하고 세션이 반복됨에 따라서 주어진 대사에 
대한 장면을 알아맞히는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장면이 하나 주어질 때 이에 

대응되는 대사를 알아맞히는 I2T 게임의 학습 곡선이

다. 앞의 실험과 유사한 모양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T2I 과제 때 보다는 

조금 더 빨리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대사에서 장면을 추론하기 보다는 반대로 장

면에서 대사를 추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7 MMG에서 대사로부터 영상 기억하기 (T2I) 게임의 

사용자 화면

그림 8 대사로부터 영상 기억하기(T2I) 게임의 사람 실험 결과

그림 9 영상으로부터 대사 기억하기(I2T) 게임의 사람 실험 결과

5. TV Drama 비디오 학습 실험

영화를 보고 난 후 사람은 화면을 보여주지 않고 대

사만을 들려주면 그에 해당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

올릴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장면을 보여주면 그 장면

에서 이야기된 대사를(비록 정확하게는 아닐지라도) 
기억해 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난 후 

주요 장면들을 떠올리며 전체의 줄거리가 생각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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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시각과 언어 메모리간의 상호 연상작용에 

의한 회상기억에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멀티모달 교

차 연상 능력은 인간수준의 지능 정보처리에 대한 핵

심이 되는 능력으로 판단된다[40]. 이 절에서는 시각-언
어 간의 교차 연상작용을 모사하는 실험 결과를 살펴

본다.

5.1 장면-대사 상호번역 실험

실험을 위하여 TV 시트콤인 Friends의 에피소드를 

모아서 1,000개의 대사와 대응되는 1,000개의 장면을 

학습데이터 집합으로 준비하였다. 학습 방법으로는 하

이퍼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였다(그림 10).
하이퍼네트워크는 학습 데이터 벡터를 무작위적으

로 작은 조각으로 분리한 후 이를 하이퍼에지로 표현

하여 저장한 후 진화연산에 기반한 학습 방법을 이용

하여 이 데이터를 재구성하는데 유용한 조각들은 복

제하고 재구성에 실패하는 조각들은 제거하는 방식으

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한다[6,48]. 이렇게 구성

된 하이퍼에지들의 모임은 하이퍼네트워크를 구성하

며 이는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연상메모리 모델로 볼 수 
있다.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은 데이터의 확률분포를 

그래프 구조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확률그래프모델의 

일종이다. 그러나 기존의 확률그래프모델들과는 달리 

여러 변수들 간의 고차 상호작용을 하이퍼에지에 직

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메모리 기반의 학습에 의한 연

상작용을 보다 잘 모사할 수 있는 인지적 학습 모델

이다.
그림 11은 장면이 영상 이미지로 주어질 때 대사가 

글로 생성되는 I2T 과제에 대한 기계학습 실험 결과

이다. 하이퍼네트워크 학습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그림 10 시각-언어 멀티모달 기억을 모사하는 하이퍼네트

워크 학습 모델

그림 11 I2T에 대한 기계의 학습 성능 향상 곡선

림 8과 9에 보인 사람의 학습 곡선과 비교해 볼 때 수

행성능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I2T 변환은 그림으로부터 글로의 번역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변환을 학습하기 위해서 하이퍼네트

워크 구성시에 장면과 대사의 쌍으로 된 학습 예제들

을 학습한다. 전처리를 통해서 장면은 시각단어로 정

의된 표현으로 변환되며 대사도 표준형의 단어들로 

변환된다. 이 예제로부터 무작위적으로 시각단어와 

언어단어를 각각 k개씩 선택하여 하나의 하이퍼에지

를 구성한다. 즉 하나의 하이퍼에지는 시각단어 일부

와 텍스트단어 일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중에서 일부

의 정보가 외부의 질의정보와 일치하면 이로부터 연

상작용에 의해 나머지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그림 

12는 T2I 과제 즉 텍스트가 주어질 때 대응되는 장면

의 이미지를 생성한 결과이다. 제일 오른 칸의 그림

은 생성된 이미지를 질의어로 사용하여 장면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가장 유사한 이미

지를 인출해 낸 결과이다. 그림 13은 I2T 과제 즉 이

미지가 주어질 때 대응되는 장면의 텍스트를 생성한 

결과이다.

그림 12 기계의 대사로부터 영상 기억하기 게임(T2I)에 대한 

질의-응답의 예



26 특집원고 I SNU Videome Project: 인간수준의 비디오 학습 기술

그림 13 기계의 영상으로부터 대사 기억하기 게임(I2T)에 대

한 질의-응답의 예

5.2 시각 스토리텔링

앞의 실험에서는 장면과 대사간의 연관 관계를 학

습할 때 드라마의 순차적 진행에 따른 장면들의 순서

를 고려하지 않았다. 즉 학습데이터로 주어진 장면과 

대사의 쌍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드

라마나 영화는 줄거리를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장면

과 대사가 전개된다. 이러한 시간적인 관계를 학습하

는 것은 인간수준의 인공지능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부분이다.
약 20분짜리 Friends의 에피소드 하나를 선정하여 

시간적인 순차성을 반영한 동적인 학습을 실험하였

다. 이 실험에서는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두 개의 장면

-대사 쌍에 대해서 상호관계를 하이퍼네트워크로 학습

을 한 후 시간 t-1에서의 대사가 주어지면 시간 t에서

의 대사를 생성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렇게 학습된 하

이퍼네트워크를 가지고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하이퍼에

지들로 구성된 장면들을 모아서 시간에 따라서 정렬

하였다. 그 결과는 해당 드라마 에피소드에 대한 일종

그림 14 비디오 스토리의 시각적 요약. TV 드라마 에피소드

를 연상메모리에 학습 후 가중치가 높은 장면과 대

사를 확률적으로 추출함

의 시각적 스토리 요약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4는 위

의 방식으로 요약한 장면들의 예를 보여준다. 현재의 

모델은 마코프 가정하에 두 개의 연속된 대사간의 관

계만을 학습하여 국부적인 스토리를 연결하기 때문에 

긴 줄거리를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전체 스토

리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6. KidsVideo 학습 실험

아이들은 인지 발달 과정에서 개념을 학습한다. 체
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입장에서 보면 이 개념

은 언어적인 요소 외에도 다양한 센서 정보를 포함하

고 있으며 특히 비디오를 보고 체득한 시각적인 정보

는 이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49,50]. 인지 발달과정

에서의 어린아이들의 체화된 개념학습과 언어발달 과

정을 모사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비디오 특히 만화 비

디오를 다수 수집하였다. 이렇게 모아진 KidsVideo 코
퍼스를 이용하여 두 가지의 실험을 수행하였다[51]. 
첫 번째 실험은 언어 습득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 실

험은 시각정보가 추가된 개념 학습에 관한 것이다.

6.1 언어 학습 실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영어 만화 비디오 10
편을 수집하였다. 추천 연령 및 사용 언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쉬운 것으로부터 어려운 순으로 10편의 비

디오를 순서대로 정렬하였다. 이 비디오 코퍼스에는 

32,700여 문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약 6,200개의 

어휘를 포함하며 단어 토큰의 수로는 252,900여개 단

어를 포함한다. 각각의 비디오를 난이도에 따라서 순

차적으로 점진적 학습을 수행하면서 언어 생성 능력

을 평가하였다. 하이퍼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학습 하

였으며, 생성시에는 질의어 단어를 제시할 때(예를 들

어, beautiful) 이로부터 연결할 수 있는 단어들을 하이

퍼에지의 가중치 값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생성하도록 

하였다. 문장에서 단어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는 방향성이 있는 하이퍼에지를 사용하는 하

이퍼네트워크로 학습하였다.
그림 15는 학습의 초기에 생성된 문장의 예와 후기

에 생성된 문장의 예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문장들은 모두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주어

질 때 하이퍼네트워크로부터 연상되는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생성함으로써 만들어진 문장들이

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상태에는 생성되는 문

장의 길이가 짧고 단순한데 반해서 후기 상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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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길이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이들이 더욱 많은 비디오 만화 영화를 시청함에 따라

서 어휘력과 문장 구사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인지적 

발달 과정을 모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6은 학습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도중에 학

습된 하이퍼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추출한 개념도이다. 
즉 beautiful 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연상되어 생성될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연결하여 개념간의 상호 인접

관계를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여기서 원의 크기

는 그 단어(개념)가 생성될 확률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림에서 두 개의 개념지도를 비교해 볼 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학습자의 beautiful에 대한 개념도가 

점차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개념지도는 그

림 15에서 보여준 문장들을 생성한 언어 메모리에 해

당하는 것이며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개념도가 사람

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 비디오코퍼스 데이터

로부터 무감독 기계학습 방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

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

그림 15 KidsVideo 코퍼스 학습시 초기와 말기에 생성된 문

장의 복잡도 비교

그림 16 학습이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른 개념 지도의 변화

(KidsVideo 코퍼스)

히 비디오 대신에 만약 실제 어린아이들이 사용한 언

어를 수집하여 이 실험을 하였다고 한다면 실제로 나

이별로 발달되는 특정 아이들의 언어 습득 과정을 모

델링하는데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언어 학습 실험에서 만화 영화에 나온 대사만을 수

집해서 무감독학습에 의해서 학습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떤 문법적인 정보도 주지 않았음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그런데 생성되는 문장을 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문법적인 문장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실제로 학습된 하이퍼네트워크 언어

메모리가 문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서 추가로 분석을 하였다. 9가지의 간단한 문법 
규칙을 설정한 후 이들이 학습된 하이퍼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출현하는지를 학습 세션별로 분석하였다.
그림 17은 문법 규칙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학습이 진행되는 시간이며 

세로축은 각각의 문법 규칙이 나타나는 빈도수를 표

시한 것이다. 대상으로 한 9개의 문법 규칙들이 시간

이 감에 따라 늘거나 줄면서 전반적으로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이들의 머릿

속에서 문법규칙이 형성되는 진화과정을 간접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비디오를 다른 

순서로 학습시켰다면 이 구체적인 모양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순서로 비디오를 학습하

여 가장 좋은 순서의 비디오 학습 순열을 찾아낸다면 

이는 교육 효과를 최대화하는 학습 전략을 설계하는 

것과 유사하여 이는 교육공학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6.2 시각개념 생성 실험

앞 절에서의 KidsVideo 언어 실험에서는 대사에 해

당하는 텍스트만을 사용하여 언어 발달 과정을 시뮬

레이션 하였다. 여기서는 텍스트에 추가로 장면 시각

그림 17 학습 진행에 따른 문법규칙의 진화(KidsVideo 코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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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추가하여 학습을 수행하는 실험을 살펴본다. 
이 실험의 가정은 사람이 개념을 학습할 때 언어 뿐 

만 아니라 시각 정보도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개념을 학습할 때 다양한 종류의 자

동차를 관찰하고 타보고 하면서 자동차의 개념이 점

점 일반화 및 구체화 되는 과정을 거쳐 갈 것이다.

그림 18 KidsVideo 실험에서 Engine의 시각 개념이 학습에 

따라 변화해 나가는 과정

그림 18은 영어 만화 비디오 Thomas and Friends에 

대해서 ‘engine’이라는 단어에 대한 시각적인 개념이 

변해가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학습하면서 비교하여 보

여주고 있다[52] 시각-언어의 멀티모달 하이퍼네트워

크로 이 비디오 데이터를 학습하였으며 학습된 결과

에 대해서 engine이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이로부터 연

상되는 시각단어들을 조합하여 장면을 재구성해 내는 

과정을 통하여 영상을 생성한 것이다. 이 실험을 위해

서는 시각 단어를 만들 때 장면을 그리드 기반의 패

치형태로 분리하여(패치 사이즈는 35 픽셀) 영상 이미

지를 재구성할 때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림에서 제일 윗줄에 나열된 그림들이 재구성된 

이미지들이다. 이는 심리학에서의 심상(mental imagery)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53] 얼핏 눈으로 보기에

는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로 학습이 진행됨

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차이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 이 생성된 심상 이미지를 이용하

여 비디오 장면을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장 

잘 매치가 되는 5개의 만화 장면을 검색해서 그 다음 

줄에 보여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Top 5 이미

지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의 제일 아랫줄

에는 실제로 단어 engine과 연결되어 있는 정답 화면

들을 보여준다.
그림 19는 T2I 과제 즉 텍스트 단어가 질의어로 줄 

때 이미지를 생성하는 실험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빈

그림 19 KidsVideo 실험에서 주어진 단어에 대한 이미지 생

성의 Top N 정확도

도수가 10 이상인 단어를 질의어로 주어질 때 정답 화

면이 Top 5에 나타날 확률은 91.4%이고 정답 화면이 

Top 8에 나타날 확률은 97.6%로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만약 빈도수가 5 이상인 단어들을 질의어로 사용한다

면 Top 5와 Top 10에 정답 화면이 들어 있을 확률은 

각각 75.3%와 90.3%가 된다. Top 10에 정답이 나타나

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빈도수가 5 이상이 단어를 질

의어로 줄 경우 90.3%로 정답을 맞출 수 있다. 이 실험

은 하나의 만화 비디오 시리즈에 국한된 실험이나 만

약 더욱 더 큰 비디오 코퍼스에 대해서 실험을 한다

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코퍼스의 크기가 커

짐에 따라서 학습의 성능이 어떻게 향상되거나 저하될 
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울 것이다. 최근 인지

과학 분야에서 교차상황적 단어 학습(cross-situational 
word learning)에 관한 연구들이 아주 활발하다[49,50]. 
사람과 같이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점진적으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 특성 곡선을 보이는 인지

적 기계학습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인간수준의 인공지

능 실현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7. Videome 학습과 바이오인지지능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이론에 의하면 진

정한 지능은 몸과 센서를 필요로 한다. 고전적인 기호

적 AI는 환경과 몸체와 센서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실세계 문제를 다루는데 소홀하였다. 기계학습 관점에

서 보면 체화된 학습(embodied learning)을 필요로 하

는 것이다. Videome 프로젝트는 체화된 기계학습 연

구로 볼 수 있다. 언어학습 관점에서 볼 때, 텍스트만

을 이용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비디오를 이용함

으로써 시각, 청각, 움직임 등의 상황기반 언어학습 

과정을 모사할 수 있다.
Videome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사람의 인지기반 

지능과 기억 및 학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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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보다 인간적인 바이오인지지능을 실현하고자 

한다. 한 가지 비전은 상상력 기계(imagination machine)
를 만드는 것이다. 11년 동안의 TV 드라마 Friends의 

전집으로 기계를 학습시켰다고 하자. 이 학습기계에

게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인 Rachel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어떤 인물로 이야기하고 영상화할 것인

가? 만약에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어떤 스토리를 들려주거나 보여줄 것인가? 만약

에 이 학습기계가 TV 드라마 Big Bang Theory를 본 

후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라고 하면 어떤 

줄거리나 장면들이 연출될 것인가?
만약 이 학습기계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디

오를 학습시킨다면 과연 무슨 지식을 학습할 것이며 

어떤 상상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 상상력 학습기계를 

로봇의 브레인에 이식하여 로봇 몸체와 연결한다고 

하자. 그리고 이제 MMG 실험을 다음과 같이 확장한

다. TV 모니터에는 무선 Eye Tracker를 장착하여, 비
디오를 시청하고 있는 피험자를 모니터링한다. 피험

자의 머리에는 EEG를 장치하여 실험을 하는 동안 뇌

의 활동이 모니터링된다. 로봇은 카메라를 장착하고 

사람의 표정과 제스쳐를 인식하며 또한 마이크와 스

피커를 통해서 사람과 대화한다. 이와 같이 비디오와 

시청자의 전체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한 로봇

에게 이제 비디오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하자. 로봇은 과연 사용자가 보고 싶은 영화를 내용기

반으로 순간검색하여 추천하거나 상상력을 발휘해서 

애니메이션 형태의 비디오를 합성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사용자의 의도까지 파악하여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적합한 비디오나 영화를 추천하거나 즉흥 연출

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인간수준의 인지적인 지능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과학 뿐만 아니라 

인지과학, 뇌과학, 인문학 및 예술 분야와의 융합 연

구가 필요하다.
Videome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보하게 될 뇌인지적 

지능 모델 기반의 기계학습 기술은 인간의 다중센서

기반 멀티모달 기억과 학습 및 지각과 행동에 대한 이

해를 증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긍극적으로 시각능력

과 언어능력 및 상상력을 갖춘 인간수준의 학습 지능

을 실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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