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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딥러닝 기술에 GPU를 활용한 병렬처리 기법이 접목되면서 이미지 이해, 음성인식, 

자연언어처리 등의 분야에서 놀라운 연구 성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연구자들은 기술 

접목 분야를 넓혀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 문제에 도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간 

수준의 성능을 얻지 못하고 있고 풀어야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비디오의 

멀티모달한 지식 표현 특성과 질의응답의 정량적 평가방법은 벤치마크로 사용될 대용량의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고안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어린이 만화 비디오 “뽀롱뽀롱 뽀로로”에 대한 스토리 기반 질의응답 데이터와 

베이스라인 성능을 제시한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람 제작자들이 “뽀롱뽀롱 뽀로로” 

비디오 183개 에피소드를 본 뒤 스토리에 대한 설명-질문-답 쌍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수집된 질의응답 쌍 2500여개로 베이스 라인 테스트를 한 결과 12.93%의 

정확도를 보였다. 

1. 서 론 

  최근 딥러닝 기술에 GPU를 활용한 병렬처리 

기법이 접목되면서 인공지능의 놀라운 연구 

성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미지 이해, 

음성인식, 자연언어처리 등의 분야에서 인간 수준에 

가까운 정확성을 보여주었다.[1] 최근 연구자들은 

기술 접목 분야를 넓혀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 

문제에 도전을 하고 있다. 최신 연구성과들을 보면 

아직까지 인간 수준의 성능을 얻지 못하고 있고 

풀어야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2-4] 특히 

비디오의 멀티모달하고 동적인 지식 표현 특성과 

질의응답의 정량적 평가방법은 벤치마크로 사용될 

대용량의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고안되기 어렵다. 

  만화 비디오 데이터는 동적이고 멀티모달 

하면서도 비전 처리가 상대적으로 쉽고 스토리 

내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실세계에서 인터랙션을 

하는 어린이 교육용 로봇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테스트베드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5]에서는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여 만화 

비디오로부터 질의응답을 학습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고 [6]에서는 이를 어린이 교육용 로봇에 

적용하여 만화 비디오로부터 질의응답을 추론하는 

아키텍처를 구현하였다. 상기 연구결과들은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이 질의응답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특성을 입증하였으나 

데이터가 부족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어린이 만화 비디오에 대한 

스토리 기반 질의응답 데이터의 수집 방안을 

제안하고 최근에 수집된 데이터를 베이스 라인 

테스트한 성능을 제시한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람 제작자들이 데이터 수집 사이트[7]를 통해 

“뽀롱뽀롱 뽀로로” 비디오 183개 에피소드를 본 뒤 

스토리에 대한 설명-질문-답 쌍을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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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수집된 질의응답 쌍 

2500여개로 베이스라인 테스트를 한 결과 12.93% 

의 정확도를 보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뽀로로 

질의응답 데이터의 구성을 소개하고, 3절에서는 

수집 데이터를 분석한다. 4절에서는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 데이터를 적용한 실험을 소개하고 

베이스라인 성능을 제시한다. 5절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2. 뽀로로Q&A 데이터 구성 

  뽀로로Q&A는 만화 비디오 “뽀롱뽀롱 뽀로로”의 

스토리에 대한 자유형식(Free-form) 질의응답 

데이터셋이다. 그림 1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형식을 

보여준 바와 같이 뽀로로Q&A 데이터는 일정 시간 

단위의 비디오 클립과 비디오 클립의 스토리에 

상응한 설명-질문-답(Description-Question-Answer, 

DQA)의 텍스트 쌍 형식으로 구성된다.  

2.1 뽀로로 만화 비디오  

뽀로로Q&A 데이터는 어린이 만화 비디오 

“뽀롱뽀롱 뽀로로”의 183편 에피소드, 총 1232분 

분량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비디오 데이터는 

자막이 출현하는 시점에서 앞뒤 3초를 기준으로 

비디오 클립 형식으로 저장하였고 사람 제작자들은 

각 비디오 클립의 스토리에 대해 질의응답 

데이터를 작성하였다.(그림 1) 

2.2 설명-질문-답 

데이터의 범용성을 고려하여 설명-질문-답 쌍은 

전부 영어로 작성하였다. 설명문은 스토리에 

기반하여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였고 질문은 

“What is…”, “What did…”, “Who is…”, “Where are…”와 

같은 여러가지 종류의 질문들이 포함되여 있다. 

질의응답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답은 하나의 

단어로 작성하였고 여러 개의 단어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Hide-and-sick”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의 

단어로 결합하였다. 

3. 질의응답 데이터 분석 

3.1 질문 데이터 분석 

수집된 뽀로로Q&A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질문들을 보면 주로 “What is…”, “What did…”, “Who 

is…”, “Where are…”와 같은 유형들이 있었고 표 

1에서 이들의 출현하는 비율을 보여주었다. 

질문들은 여러 개의 단어들로 조합되였고 문장의 

단어 개수의 분포를 나타내고 그림 2과 같다. 

결과를 보면 25%이상의 질문은 4개의 단어로 

구성되였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Question Type Answer Type 

What is… 11.65% Pororo 4.30% 

What did… 11.55% Eddy 3.80% 

Who is… 7.21% Crong 3.72% 

What are… 4.37% Poby 3.48% 

Where did… 4.25% Yes 2.63% 

Where is… 3.52% Loopy 2.51% 

What was… 3.20% House 2.47% 

Who did… 2.63% harry 1.94% 

표 1 질문의 유형과 출현하는 답들의 분석 결과 

Video Stream  

Description                   Crong missing his toycar. 

Question              What are they finding? 

Answer                     Toycar. 

Video Stream  

Description       Pororo and his friends are playing hide-and-sick. 

Question         What are Pororo and his friends playing? 

Answer                   Hide-and-sick. 

그림 1 뽀로로Q&A 데이터 형식 

 

그림 2 뽀로로Q&A 데이터 질문의 단어 길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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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답 데이터 분석 

표 1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답들을 순서대로 

보여주었다. 결과를 보면 “Yes/No”문제 외에 

“House”와 같은 오브젝트가 있다. 하지만 

등장인물의 이름으로 답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Pororo”와 같은 주인공은 제일 많이 

나타났다.  

  4. 베이스 라인 성능 테스트 

베이스 라인 성능 테스트를 위해 183편의 

“뽀롱뽀롱 뽀로로”가 데이터로 사용되였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 약 2500개의 설명-질문-답 쌍을 

준비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학습/테스트 데이터를 

4:1 비율로 랜덤으로 나누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R-CNN모델을 사용하여 

이미지 조각을 벡터로 표현하고 설명-질문-답 쌍의 

문장들을 BoW(Bag of Words)와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벡터 

두가지로 표현하였다. BoW는 단순히 문장에서 

단어의 출현여부를 나타내는 벡터이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is”, “are”, “be” 와 같은 가치가 높지않은 

단어들이 많이 출현하는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TF-IDF는 단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단어들을 실수 

가중치로 표현할 수가 있다.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참고한다. 비디오 클립과 설명-질문 

쌍이 주어졌을 때 이의 특징벡터와 학습 데이터에 

있는 특징벡터들을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데이터의 

답을 출력으로 한다. 특징벡터의 비교 기준인 

Jaccard similarity 다음과 같다. 

𝑆𝑖𝑚(𝐴,𝐵) =
|𝐴 ∩ 𝐵|

|𝐴 ∪ 𝐵|
=

|𝐴 ∩ 𝐵|

|𝐴|+ |𝐵|− |𝐴 ∩ 𝐵|
 (1) 

출력된 답과 실제 테스트셋의 답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알수가 있다. 표 2는 총 30회의 실험을 

통해 얻은 베이스 라인 성능을 보여주며 

결과로부터 비디오 질의응답 태스크의 난이도를 

알수가 있다. 

 

Jaccard 

similarity 

BoW Score TF-IDF Score 

12.93%(avg) 

15.59%(max) 

10.49%(avg) 

11.94%(max) 

표 2 베이스 라인 성능 테스트 결과 

5.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에서는 어린이 만화 비디오 “뽀롱뽀롱 

뽀로로”에 대한 스토리 기반 질의응답 데이터와 

베이스라인 성능을 제시했다. 데이터의 수집 방안과 

데이터 분석결과를 통해 데이터의 구조를 

살펴보았고 베이스라인 성능 테스트의 결과로부터 

비디오 스토리 기반 질의응답 태스크의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된 뽀로로Q&A 데이터는 

비디오 스토리 기반 질의응답 시스템 학습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정량적 성능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응용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데이터에 비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함으로 보아 “Amazon”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작업을 진행해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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