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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질의응답 모델인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을 사용하여 영화 질의응답 (MovieQA) 집합 중 비디오 질

의응답 섹션의 문제를 다룬다.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은 메모리망이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에 적합하게 

변형된 형태로 은닉공간 임베딩을 이용해 주어진 비디오로부터 스토리를 재구성하고 장기 기억 메모리에 

스토리를 저장한다. 질의가 주어졌을 때, 단어단위 주의 집중 기작 모델은 메모리로부터 가장 적합한 질

의-스토리-답변 쌍을 선택한다.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을 140개 영화 스토리 관련 질의 6,462개를 포함

한 MovieQA에 테스트해본 결과, 기존 보고된 기본 모델들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했다.  

 

1. 서  론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은 언어, 시각 지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수준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비디오 스토리 학습 문제는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1]은 Monte Carlo 

Graph 탐색 방식을 사용하여 비디오 지식의 온톨로지를 

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며, [2]는 순환 

신경망(RNN)과 컨볼루션 신경망(CNN)을 사용하는 

비디오 질의응답 모델을 고안했다. [3]은 Long Short-

Term Memory(LSTM)을 활용하여 비디오 등장인물들의 

일상 생활 속 반복되는 패턴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4]는 메모리망을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에 적합하게 

변형시킨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을 사용하여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을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본 

논문에서는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을 사용하여 영화 

질의응답 (MovieQA) 집합 [5] 중 비디오 질의응답 

섹션의 문제들을 다루어본다.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은 세 개의 모듈(비디오 이해 

모듈, 스토리 선택 모듈, 정답 선택 모듈)로 이뤄져 

있다. 비디오 이해 모듈은 은닉 임베딩 공간을 사용하여 

비디오의 화면-자막 쌍으로부터 스토리를 재구성하고, 

스토리를 장기기억 메모리에 저장한다. 스토리 선택 

모듈과 정답 선택 모듈은 단어단위 LSTM 주의 집중 

기작 모델을 사용하여 질의에 가장 적합한 질의-

스토리-정답 쌍을 생성한다. 모든 학습은 지도학습 

방식으로 이뤄진다. 

영화 질의응답 (MovieQA) 데이터 집합[5]은 140개 

영화 스토리에 대해 비디오, 위키피디아 줄거리 섹션, 

자막, 스크립트, 화면 설명문과 14,000여개의 

질의응답을 제공한다. 질의응답은 문제를 풀기 위한 

비디오의 제공 여부에 따라 텍스트 질의응답 모드와 

비디오 질의응답 모드로 구성되어 있고, 비디오 

질의응답 모드는 6,462개의 질문을 포함한다.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을 사용하여 비디오 질의응답 모드의 

질의들을 다뤄본 결과, [5]에서 사용된 기존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44.7%의 정확도를 보였다. 

 

2.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은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을 

위해 고안된 모델이다[4]. 그림 1은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의 구조를 보여준다. 모델은 메모리망[6]이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에 적합하게 변형된 형태로, 

3개의 모듈(비디오 이해 모듈, 스토리 선택 모듈, 정답 

선택 모듈)로 구성되어있다.  

비디오 이해 모듈: 이 모듈은 입력으로 비디오 X의 화면 

V와 대화 L의 쌍 X={V,L}을 받는다. 모듈의 목적은 

텍스트 질의와 유사도 비교가 쉽도록 비디오 스토리를 

텍스트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훈련은 다른 모듈과 

독립적으로 이뤄지며, 화면 임베딩 행렬 M1과 대화 

임베딩 행렬 M2를 학습한다. 테스트 시간에는 모듈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각 화면-자막 쌍을 비디오 

스토리로 변환시킨다. 

I. 컨볼루션 신경망[7]과 Long Short-Term 

Memory[8]을 사용하여 입력의 화면-자막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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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l)을 벡터 쌍 (v, l)이 된다.  

II. 화면-자막 결합 벡터 c는 vTM1와 v에 해당하는 

대화 l의 합이다. 

III. 모듈은 cTM2와 화면 설명문 ê의 벡터 형태 ê의 

유사도 비교를 통해 가장 근사적인 화면 

설명문을 선택한다. 

IV. 비디오 스토리 s는 문장 ê와 l을 연결 

(concatenation)한 것이다. 

M1과 M2의 학습은 랭킹 손실 함수를 사용하여 이뤄진다.  

( , ) max(0, )tr tr u
j

loss v l    T T
1 1v M l v M ltr tr tr j     (1) 

이 때, vtr은 훈련 비디오 데이터 집합의 화면이고, vtr은 

vtr의 각 이미지 프레임으로부터 계산한 이미지 특징 

벡터의 평균 값이다. ltr은 vtr에 해당하는 대화이고, ltr은 

skip-thoughts 벡터를 의미한다. M1은 훈련 가능한 

임베딩 행렬이며, MPII-MD[9] 데이터 집합의 화면-

문장 쌍으로 미리 훈련시켜 놓았다. γu은 마진이고 훈련 

시간동안 1로 고정시켰다. M2도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시켰다. 

스토리 선택 모듈: 이 모듈의 목적은 질의 q가 주어졌을 

때 q에 대한 답을 포함하고 있는 스토리 s*를 선택하는 

것이다. 모듈은 집합 S={si}1...|X|로부터 스토리 si를 

읽고 q와 비교한다.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스토리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얻어진다. 

* arg max ( , )
i

i
s

s G q s              (2) 

G는 q와 si 쌍의 점수를 매기는 함수이다. 모듈의 출력 

sa는 q와 s*를 연결한 것이다. 

정답 선택 모듈: 이 모듈의 목적은 정답 집합 

A={ar}1...5로부터 가장 적절한 답변 a*를 선택하는 

것이다. 스토리 선택 모듈과 마찬가지로, 이 모듈은 

sa와 각 정답 문장 ar의 쌍을 비교하고 점수를 부여한다. 

* arg max ( , )
r

a r
a

a H s a              (3) 

H는 sa와 ar의 쌍의 점수를 매기는 함수이다. 

점수 함수: si 또는 sa와 같이 긴 문장을 다루기 위해 

단어단위 주의 집중 모델[10]을 사용하였다. 

 

3. 영화 질의응답 

 

MovieQA는 140개 영화 스토리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문제이다[5]. 질의응답을 위한 보조 정보로 

비디오, 위키피디아 줄거리 섹션, 자막, 스크립트, 화면 

설명문을 제공하고, 질의는 총 14,000여개 존재한다. 

비디오는 모든 질의마다 제공되지 않고 그 제공 유무에 

따라 질의는 비디오 QA 모드, 텍스트 QA 모드로 

나뉘어진다. 그림 2는 MovieQA 데이터의 예시를 

 

그림 1.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의 구조 

 
Q: Do aliens leave one of their own on Earth on purpose? 

A: No, they leave it accidentally 

A: Yes, they leave it on purpose 

A: No, it falls off the spaceship 

A: Yes, they leave it as a spy 

A: They don’t leave any of their kind on Earth 

 

그림 2. 영화 질의응답 데이터의 예시. 영화 제목은 E.T 

이고, 설명을 위해 프레임 한 장만 보여준다. 질의들은 보

다 더 긴 비디오 구간과 연관되어 있고, 질의마다 해당 비

디오 구간이 표시되어 있다. 초록색 문장은 정답 문장, 빨

강색 문장은 오답 문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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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모든 질의마다 해당하는 비디오 구간이 

존재하고, 질의 마다 해당 구간이 표시되어 있다. 

질의응답은 오지선다 방식으로 다섯 개의 보기 중 가장 

적절한 정답 한 개를 선택해야한다. 표 1은 MovieQA 

비디오 질의응답 섹션의 데이터 통계를 보여준다.  

 

4. 실험 결과 

 

비교 실험을 위한 모델로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 

모델(SSCB)와 메모리망(MemN2N)을 사용했다[5]. 

메모리망은 텍스트 질의응답을 위해 고안되었지만 

[5]에 의해 비디오 질의응답에 적합하게 확장되었다. 

[5]는 비디오 화면과 자막을 이용하여 두 개의 스토리 

질의응답 모델을 만들고, 각 모델의 마지막 추론 

단계에서 질의응답 결과를 결합했다. 각 모델의 성능은 

세 가지 가능한 입력 조합에 대해 측정되었다 

(질의+자막, 질의+비디오 화면, 질의+자막+비디오 

화면). 

표 2는 MovieQA 비디오 질의응답 섹션에 대한 

모델들의 정확도를 보여준다.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이 

다른 비교 모델에 비해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SSCB와 MemN2N은 비디오의 

시각과 언어 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성능 저하를 

초래했지만 (Q+L+V),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은 두 가지 

모달리티 정보를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보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을 이용하여 영화 

질의응답 (MovieQA) 문제를 다뤄보았다.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은 비디오의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를 

결합하여 은닉 임베딩 공간에 매핑시킴으로써 비디오 

스토리를 재구성하고, 단어단위 주의집중 기작 모델을 

사용하여 정답을 고르는 방식을 사용한다. MovieQA 

실험 결과, [5]에서 다루었던 기존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 모델에 비해서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이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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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델들의 MovieQA 비디오 질의응답 섹션에 대한 정확

도(%). Q는 질의, L은 자막 (또는 대화), V는 비디오 화면을 

나타낸다. DEMN은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을 의미한다. 

 Q+L Q+V Q+L+V 

SSCB 22.3 21.6 21.9 

MemN2N 38.0 23.1 34.2 

DEMN 42.4 39.5 44.7 

 

표1. MovieQA 비디오 질의응답 섹션 데이터 통계 

# 영화 140 

# 비디오 클립 6,462 

# 질의응답 6,771 

평균 클립 길이 (초) 202.7 ±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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