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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시각 및 자연어 처리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이 두가지 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비디오 처리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Visual Question Answering (VQA) 분야에서 비디오 질의응답 데이터셋은 이러한 비디오 처리 연구를 검증하기
위한하나의방법으로다루어지고있다. 본논문은비디오질의응답문제를해결하기위해등장인물의표정을통해감정을인
식하고이를통해문맥을이해하는모델을제안하고,이모델을검증하기위한데이터셋의필요성에대해논한다. 제안하는모
델은 1)주어진동영상을등장인물의대사가있는부분을기준으로 Shot으로나누고 2)나뉘어진 Shot에서비디오프레임들과
등장인물의표정에대한 Feature,소리의 Feature,자막의 Feature를추출하고 3)추출된 Feature들을이용하여주어진질문에
대한 5가지의선택지중가장알맞은정답을골라낸다.

1 서론

최근 시각 및 자연어 처리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이 두

가지 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비디오 처리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Visual Question Answering (VQA)분야에서 비디오 질의응

답 데이터셋은 이러한 비디오 처리 연구를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1]. 비디오 기반 질의응답 데이터셋 중

LSMDC-QA (Maharaj et al. 2017)은 기존에 있었던 Movie De-

scription 데이터셋에 빈칸을 채우는 방식의 질의응답이며, TGIF-

QA 데이터셋[2]은 GIF 포맷 영상의 시각정보를 기반으로 질의응

답 데이터셋을 생성하였다. 비디오의 줄거리 기반 질의응답 데이

터셋 중 MovieQA 데이터셋[3]은 영화의 plot synopses를 이용하

여 질의응답을 생성하였고, PororoQA 데이터셋[4]에서는 아동 만

화의짧은장면에대한질의응답을생성하였다.

하지만 인간수준의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

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데이터셋은 그러한 점에

서 한계를 가진다. MovieQA, PororoQA 데이터셋은 사실 기반의

Story에 대한 질문을 주로 다루었고, PororoQA 데이터셋은 발화

한 문장의 짧은 동영상에서의 질문을 다루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Story에서 나타나는 문맥에 대한 모델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

다. TGIF-QA 데이터셋 또한 수 초 정도의 짧은 GIF영상의 Tem-

poral한 성격의 시각 정보 위주의 질문을 다루었기 때문에 video

plot을 다루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수준의 인공지능 연구

를 위하여 우리는 비디오 줄거리 속 등장인물의 감정 이해에 대하

여질의응답가능한모델이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감정인식의 범위를 비디오로 확장하여 인공지능

이 비디오의 맥락 속에서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질의

응답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일상 속 비디오에 대한 감정 이해

는 최근 Emotion Recognition in the Wild (EmotiW)1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5, 6, 7]. 그러나 감정 이해의 문제를 질의응답으로

확장할 때, 적절한 답변을 고르기 위해서는 몇 초 단위의 짧은 동

영상에서사람의감정을인식할수있어야할뿐만아니라수십초

단위의줄거리속에서맥락을이해해야한다. 따라서본논문에서

는비디오의줄거리를이해하고이를토대로등장인물들의감정을

이해할수있는모델을제안한다.

2 선행연구

2.1 비디오기반질의응답모델

Deep Embedded Memory Netowrk (DEMN)을 제안한 [4]에

서는 Deep residual networks (Kaiming et al., 2016)와 encoder-

decoder deep model (Kiros et al., 2015b)을사용하여하나의 Scene

과 Dialogue에해당하는 feature pair (vi, li)를추출한다. 이를 lin-

ear embedding 과정을 통하여 video description 수준의 feature로

임베딩한다. 이렇게 하여 생성된 êi와 Dialogue feature li를 이어

붙여 Story feature si를생성한뒤에,다음의식을이용하여정답을

결정한다.

s∗ = argmax
si

G(q, si)

a∗ = argmax
a

H(s∗, a)

이때, s∗는질문 q와가장유사도가높은 Story feature이며, a∗는 5

개의선택지 a중에서 s∗와가장유사도가높은선택지이다. G와H

는 word level attention-based model (Tan et al., 2016)에서사용된

scoring function으로두 feature간의유사도를나타내는함수이다.

1) https://sites.google.com/site/emotiw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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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ed Memory Network (LMN)을제안한 [8]에서는 Vocabu-

lary에대한 embedding vector로이루어져있는 Static Word Mem-

ory We를 정의한다. Static Word Memory는 Frame 단위의 fea-

ture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쓰이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CNN으로 Regional feature를 계산하고, 2) 이 feature를 Static 모

든 Word Memory의 Vocabulary와 dot product similarity를 구한

뒤에 3)이를이용하여모든Word에대하여 weighted sum하여 Re-

gional feature를 업데이트하고 4) Regional feature를 모두 더하여

Frame-level representation을 구한다. 이후 Clip-level representa-

tion을 구하기 위해서 Subtitle의 집합인 Dynamic Subtitle Mem-

ory {s1, s2, · · · , sn}를정의하고,이 subtitle에대한 weighted sum

을 이용하여 Frame-level representation을 업데이트한다. 질문에

대한정답은다음의식에의하여계산된다.

a = softmax((v + u)T g)

이때, v는 clip-level representation, u는 question vector, g는 an-

swer vector를의미한다.

2.2 얼굴/감정인식모델

Group Emotion Recognition을제안한 [9]에서는이미지에서얼

굴들의 위치를 찾기 위해 MTCNN [10]을 이용한다. CNN 기반

의 이 방법은 세 걔의 cascaded CNN을 이용하여 얼굴들의 위치

를찾아낸다. 이후,얼굴들을기반으로 CNN을사용하여총 3가지

(positive, negative, neutral)감정에대한점수를구한다.

2.3 음성인식모델

사람이말하는도중웃음소리를감지하는모델을제안한 [11]에

서는 음성 Feature로 MFCCs를 사용하였다. MFCCs는 음성신호

와 Spectral envelope를압축하는 feature이다[12].

3 복합비디오스토리모델링기법

복합 비디오 스토리 모델링 기법은 비디오의 이미지 프레임, 자

막, 소리를 이용하여 비디오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문맥을 이해한

다. 이 기법은 이미지 프레임, 자막, 소리를 각각의 정보에 대한

High-dimension representation을 학습하고 이를 이용하여 질의응

답을수행한다. 비디오입력을자막이있는부분과없는부분의연

속으로 shot으로나누어 X = {(fi,ai, si)}i=1,...,|X|라고하자. 입

력 비디오에 대해서 자막이 있는 shot을 S, 자막이 없는 shot을 N

이라고하면 X = S ∪ U이다.

3.1 Shot Feature추출

Visual feature. 하나의 shot에 대해서 비디오의 프레임을 40개

로 균등하고 샘플링하고, 만약 40프레임보다 부족하면 프레임을

copy한다. 매 프레임 fij ∈ fi는 ImageNet (Deng et al., 2009)

으로 미리 학습된 ResNet-152[13]를 적용한 feature와 Sport1M으

로 학습된 C3D를 적용한 feature를 이어 붙여 만든다. ResNet-

152 feature에서는 pool5 layer의 feature (∈ R2,048)를사용하고,

C3D feature에서는 fc6 layer의 feature (∈ R1,024)를 사용한다.

3,072 차원의 Frame에 대한 feature를 길이가 40인 LSTM의 입력

으로넣어 300차원의벡터로임베딩한다. 여기에등장인물들의표

정을 인식하기 위하여 각각의 프레임 fij마다 [9]에서 제안한 기

법의 FC1 bn layer의 feature (∈ R512)를 한층의 Fully connected

layer를이용하여 300차원의벡터로 embedding하고,이를앞서구

한 LSTM의 임베딩 벡터에 더하여 하나의 Shot에 대한 시각 정보

와 등장인물의 얼굴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Visual feature Vi를

완성한다.

Sound feature. 하나의 shot에 대한 소리 ai를 100개의 구간으

로 균등하게 나눈 뒤에 각 구간별로 40ms 길이에 해당하는 소리

의MFCCs를추출한다. 추출된MFCCs feature aij ∈ R12×100 는

600차원의 hidden layer를가친 2층Multi-layer Perceptron (MLP)

를통해서 300차원의 feature로임베딩한다. 따라서하나의 shot에

대해생성된 300차원의 Sound feature Si는자막이없는경우에는

웃음소리 또는 다른 여러가지 소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있고, 자막

이있는경우에는발화자에대한정보를담고있다고볼수있다.

Text feature. 자막이 있는 shot에 대한 자막 feature와 질문과

선택지들의 Text는 GloVe를 사용하여 300차원의 feature로 각각

의 단어를 임베딩한 뒤에 이 Word 단위의 feature에 대해서 bi-

directional LSTM (Hochreiter et al., 1997; Schuster et al., 1997)

을적용하여 300차원의 output layer를평균내어구한다. Text fea-

ture Ti는자막에대한정보를담고있다.

그림 1: Shot Feature 추출 방법. 세 가지의 다른 모달리티(Visual
feature, Sound feature, Text feature)에대한 representation을각각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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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질의응답모델

하나의 Shot에 대해여 구한 세가지 Feature를 각각

{Vi, Si, Ti}i=1,...,|X| 이라고 하고, 질문에 대한 feature를 Q,

선택지에대한 feature를 {Ai}라고하자. 먼저 Q에대한 Vi, Si, Ti

각각의 dot-product similarity를 구한 score 값을 Attention으로

활용하여 세가지 Feature에 대한 Weight sum을 V, S, T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의 식으로 정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선택지를

고른다.

A∗ = argmax
Ai

(g(V,Ai) + g(S,Ai) + g(T,Ai))

이때, g(X,Y ) = XTY로 X와 Y의 normalized representation에

대한 dot-product similarity를나타낸것이다.

4 논의

제안하는모델은비디오에존재하는이미지프레임과자막이외

에드라마에서등장인물들의감정을이해하고문맥을모델링하기

위하여표정과,웃음소리에대한정보도추가하여질의응답을수행

한다. 이를검증하기위하여드라마상의 Story에관련된다수의질

의응답 데이터셋을 현재 수집중이며, 수집된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검증할것이다. 추후연구로는모델이시간에따른정보를반영하

게하는것,등장인물들의관계를학습할수있게하는것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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