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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2 
요   약 

최근 인공지능 질의응답시스템 왓슨과 감성로봇 페퍼 등의 등장은 영화 속에서 가능했던 인간수준의 인

공지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며 성능을 향상시키는 
인간수준의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습모델이 외부 환경에서 주어지는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자

동으로 구축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학습된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심층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여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구축

하고 이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추론한다. 심층 하이퍼네트워크는 멀티모달 센서로부터 MCMC기반의 학습

기법을 통해 심층 개념망을 구성하여 지식을 저장하고 저장된 지식들 사이 의미적 유사성 기반 연상작용

을 통한 추론에 의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하이퍼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만화영화 ‘뽀로로’ 183편으로부터 지식을 학습하는 심층 개념구조를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된 개념구조로

부터 장면 이미지-자막 상호 교차생성 실험 및 비디오 전체 스토리의 학습 및 추론을 통한 새로운 스토

리 생성을 위한 기초실험을 수행하였다. 더 나아가 인간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구현을 위하여 제안하는 
방법이 개인의 일상생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1. 서론 
최근 인공지능 질의응답시스템 왓슨과 감성로봇 페퍼 
등의 등장은 요원한 것으로만 인식되던 인간수준의 
인공지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처럼 
학습하며 학습된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컴퓨팅 능력이 필요하다. 상상력은 그 동안 
학습했던 지식들을 바탕으로 외부 자극 없이 모델 
자체에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감각기관에서 감지하지 못한 정보를 자유롭게 
생성하여 심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상력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고차 
사고작용의 근본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창의성의 기반이기도 하다. 상상력의 기반은 관련되는 
기억들을 서로 연관시키는 연상기억 능력에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빵을 보았다면 그 빵이 우유를 
연상시키고, 우유가 다시 젖소를 연상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음악을 들으면 심상이 떠오르거나 영화를 
보면 관련 장면들이 머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뇌의 연상기억 능력이 상상력의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심층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여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구축하고 이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추론한다. 심층 하이퍼네트워크는 멀티모달 
센서로부터 MCMC기반의 학습기법을 통해 심층 
개념망을 구성하여 지식을 저장하고 저장된 지식들 
사이 의미적 유사성 기반 연상작용을 통한 추론에 의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모델이다[1]. 그 결과 처음에 
입력된 정보와 관련있으나 직접적으로 닮지 않은 
지식들이 활성화되는 상상력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하이퍼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만화영화 
‘뽀로로’ 183편으로부터 지식을 학습하는 심층 
개념구조를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된 개념구조로부터 
장면 이미지-자막 상호 교차생성 실험 및 비디오 전체 
스토리의 학습 및 추론을 통한 새로운 스토리 생성을 
위한 기초실험을 수행하였다. 더 나아가 인간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구현을 위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개인의 
일상생활 문제에의 적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2. 심층 하이퍼네트워크 

2.1 하이퍼네트워크 
하이퍼네트워크[2]는 DNA 컴퓨팅을 위해 최초로 
고안되었으며 질병 진단, 패턴 인식, 비디오 마이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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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3,4,5,6,7]. 
하이퍼네트워크가 비디오 마이닝에 사용될 경우 각각의  

하에퍼에지들은 비디오의 시각, 언어 개념들을 저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 시각, 언어 정보의 총량 중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모델은 성긴 표현(sparse 
representation)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하이퍼에지들은 예전에 경험했던 감각 정보들의 작은 
부분을 담고 있는 부분 메모리로 여겨질 수 있다[8]. 
하이퍼네트워크를 연결주의 모델로 표현할 경우, 각각의 
하이퍼에지는 은닉변수로 여겨질 수 있고 입력된 시각, 
언어 데이터에 비해 보다 추상화된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2.2 심층 하이퍼네트워크 
심층 하이퍼네트워크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표현하기 
위해 명시적인 개념층을 가지고 있다. 층 사이 연결들은 
성기고 각 은닉층 노드들의 수와 연결이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특징은 
심층신경망 모델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그러므로 심층 
하이퍼네트워크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지식을 

동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성긴 연결성과 계층적 
구조는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며 심층 하이퍼네트워크가 
인간의 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기며 계층적인 
모듈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은 심층 
하이퍼네트워크에 시간정보가 추가될 때 모델 구조를 
보여준다. 시간 t에서 생긴 하이퍼에지와 t+1에서 
생성된 하이퍼에지를 완전 연결함으로써 모델이 시간적 
정보를 표현 가능하게 한다.  
  
3. 실 험 결 과 
3.1 데이터 전처리 
본 논문에서는 1232분량의 만화영화 “뽀로로’ 183편을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만화비디오는 이미지와 단어, 
그리고 스토리라인이 단순하기 때문에 테스트베드로써 
적합하였다. 전체 비디오는 16000여개의 이미지-자막 
쌍으로 변환되었고 각 이미지는 다시 R-CNN(Regions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eatures)[9]를 사용하여 
이미지 오브젝트들의 집합으로 변환되었다. 각 이미지 
오브젝트들은 두 개의 벡터로 표현이 되었는데 하나는 
1000차원의 컬러히스토그램 벡터로 나타내었고 다른 

  
(a) 심층 하이퍼네트워크 구조   (b) 시간에 따른 H층 

내부 연결 

그림 1.  시간 정보를 가진 심층 하이퍼네트워크의 모습 

 

그림 3.  심층 하이퍼네트워크로부터 생성된 스토리 

 

그림 2 자막-이미지 상호 교차 생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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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4096차원의 CNN 특징벡터로 나타내었다. 자막은 
단어들의 집합으로 변환되었고 각 단어는 
word2vec[10]을 사용하여 200차원의 실수 벡터로 
표현되었다. 
 
3.2 번역 결과 
그림 2는 “Tongtong, please change this book using magic. 
Kurikuri, Kurikuri-tongtong!”과 “I like cookies, It looks 
delicious, Thank you loopy“이라는 대사가 주어졌을 때, 
모델이 생성하는 장면들이다. 개념신경망이 시즌 1개 
분량의 비디오를 학습했을 때 생성하는 장면에서는 
Tongtong (갈색 용)이 보이지 않고 관련이 없는 
이미지들이 주로 나타나지만 학습이 점점 진행될수록 
연상작용을 통한 추론의 정확도가 높아져 Tongtong과 
관련한 장면들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스토리 학습 
그림 3은 심층 하이퍼네트워크로부터 생성된 스토리를 
나타낸다.  표의 첫 번째 행은 실제 비디오에 존재하는 
이미지-자막 순서 쌍이고 두 번째 행은 모델로부터 
생성된 이미지-자막 순서 쌍을 나타낸다. 각 열은 
프레임 하나에 해당한다. 생성을 위해 훈련 데이터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이미지-자막 쌍을 선택(첫 번째 
열)했고 시드 데이터로부터 다음 시간의 이미지-자막 
쌍을 생성하였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심층 하이퍼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만화영화 ‘뽀로로’ 183 편을 학습한 뒤 연상작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장면을 생성했다. 향후 이 모델을 
이용하여 센서와 모터를 갖춘 체화된 인지 로봇의 
지능으로 구현함으로써 아이들과 함께 뽀로로를 보면서 
놀아주고 영어도 가르치는 튜터 로봇을 만들 계획이다. 
그림 4 는 응용의 한 가지 예로서 심층 
하이퍼네트워크를 이용한 어린이–로봇 상호 개념 학습 

시스템을 보여준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로는 
184 번째의 ‘뽀로로’ 에피소드의 스토리를 생성해 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동적인 스토리에 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모델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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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어린이 – 로봇 상호 개념 학습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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