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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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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심층 하이퍼네트워크 구조

(b) 시간에 따른 H층
내부 연결
그림 1. 시간 정보를 가진 심층 하이퍼네트워크의 모습
그림 2 자막-이미지 상호 교차 생성 결과

활용분야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3,4,5,6,7].
하이퍼네트워크가 비디오 마이닝에 사용될 경우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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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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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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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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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심층 하이퍼네트워크로부터 생성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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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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