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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계 학습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 지능과 인간-로봇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딥
러닝 기법을 활용한 이미지 내 물체 인식, 이미지 기반 설명문 생성 등의 일부 연구는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결과
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불확실하며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매우 많은 실세계 환경에서 동적으로 작용하는 로봇 지능
을 구현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개념의 변화에 유연하며 강건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린이와 로봇(‘뽀로로봇’)이 질의응답하며 교감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비디오
데이터로부터 질의응답을 추론하는 아키텍쳐을 제안한다. 제안된 아키텍쳐는 컨볼루션 신경망과 순환 신경망으로부
터 각각 비디오의 이미지, 문장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층 개념구조모델을 구축한다. 아키텍쳐 평가를
위한 초기 실험으로 모델은 183개 에피소드 분량의 ‘뽀로로’ 만화비디오와 1200개 질의응답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모델이 생성한 질문들을 평가한 결과, 비디오 질의응답 시스템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비디오 질의응답 로봇
비디오 질의응답 게임 로봇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린
이의 교육을 돕는다. 첫째, 어린이와 로봇은 질의응답을
통해 영상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 또는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 둘째, 어린이와 로봇은 함께 영상을 보고 상호
작용하며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고, 이는 어린이의 사회
성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킨다.
본 연구에서 주어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와
로봇(‘뽀로로봇’)은 함께 교육용 만화 비디오를 시청한
다. 로봇은 시청한 비디오를 학습하여 어린이에게 질문
한다. 어린이가 질문에 대답하였을 때, 어린이의 대답이
올바르다면 로봇은 대답에 동의한다. 어린이의 대답이
올바르지 않다면, 로봇은 어린이에게 정답을 알려준다.
로봇은 어린이의 응답의 정답 여부를 판별하여, 올바른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제안된 비디오 질의응답 로봇 시
나리오의 실험환경은 그림 1과 같다[7].

1. 서 론
최근 개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습 보조 및
가정 교사 로봇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간로봇 상호작용(HRI)은 이러한 로봇의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기계학습 기술의 발전은 로봇 지능과
인간-로봇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였고, 최근
로봇의 시각 장면 이해를 통한 설명문 생성 및
질의응답 생성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 그러나 불확실하고 고려해야할 변수가 매우
많은 실제 환경에 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로봇
상호작용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문제로 여겨진다[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실제 환경에 반응하여 동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비디오 학습을 통한
질의응답 아키텍쳐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나리오에서
어린이와
로봇(‘뽀로로봇’)은
실제
환경에서 비디오를 학습한 후 질의응답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3,4]과 순환 신경망[5]을
통해 추출한 특징을 기반으로 심층 개념구조모델[6]을
구성하여 영상을 학습하고, 학습된 모델에서 질의응답을
추론한다. 로봇 플랫폼으로는 나오 에볼루션 V5를
사용하였고, 해당 로봇 플랫폼에 제안된 아키텍쳐를
적용한
질의
생성을
통해
시스템의
유효함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비디오
질의응답 로봇을 소개하고, 3절에서는 비디오 질의응답
아키텍쳐를 소개한다. 4절에서는 교육용 만화 비디오
데이터를 적용한 실험을 설계하고 실제 도출된 중간
결과를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그림 1 비디오 질의응답 로봇의 실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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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된 질의응답 로봇 시스템의 흐름도

3. 비디오 질의응답 시스템
비디오 질의응답 시스템의 흐름도는 그림 2와 같으며,
4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는 (1) 전처리 : 컨볼루션 신
경망과 순환 신경망을 통해 영상에서 시각, 언어적 특징
을 추출하는 단계 (2) 비디오의 개념 학습: 추출된 특징
을 기반으로 시각-언어적 개념을 포함하는 심층 개념구
조모델을 구성하는 단계 (3) 질문 생성 : 영상-질의응답
데이터를 학습한 심층 개념구조모델을 구성 및 주어진
이미지를 대상으로 질문을 생성하는 단계 (4) 답변 생
성 : 순환 신경망을 통해 학습 모델의 마이크로 코드를
추출하여 질문에 대한 응답을 생성하는 단계이며, 자세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1 전처리
시각, 언어적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해당 영상에서 자
막이 나타날 때마다 장면과 자막의 쌍을 수집한다. 수집
된 장면은 컨볼루션 신경망[3,4]을 통해 이미지 패치로
변환되고, 수집된 자막은 순환 신경망을 통해 실제값의
벡터로 변환된다. 자막 변환시, word2vec을 적용하여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내포하게 표현한다[5].

그림 3 심층 개념구조모델의 구조
구성된 모델의 매개변수가 θ 이고, 쿼리로 주어지는
영상에서 추출된 이미지 패치가 𝒓 이며, 생성된 최적의
질문이 𝑞 ∗ 일때, 이미지-질의 변환의 공식은 식 (1)과
같고, 질의 생성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9]과 같다.
𝑞 ∗ = argmax 𝑃(𝒒|𝒓, 𝜃) = argmax 𝑃(𝒓|𝒒, 𝜃) 𝑃(𝒒, 𝜃)
𝑞

𝑞

(1)

3.4 답변 생성
3.3에서 추출된 질의 𝑞 ∗ 에 word2vec을 적용하여 3.2
의 심층 개념구조모델과 같은 의미 벡터 공간에 사상하
고, 마이크로코드 [𝐸1, , … , 𝐸𝑖 ] 의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
는 함수 𝑆𝑚 을 통해, 후보 마이크로코드 m을 추출한다.

3.2 비디오의 개념 학습
3.1에서 추출된 시각, 언어적 특징을 기반으로 심층
개념구조모델 𝐷1 을 구성한다. 구성된 개념구조모델은
그림 3과 같다. 심층 개념구조모델은 이미지 패치 𝑟 과
텍스트 벡터 𝑤의 SPC(Sparse Population Coding)[8]로
인코딩된 마이크로 코드 ℎ를 포함한다. 첫 번째 개념층
(𝐶1 )은 마이크로코드의 집합을 의미하고 두 번째 개념층
(𝐶2 )은 영상에서 관찰된 각각의 등장인물을 의미한다.

m = argmax 𝑆𝑚 (𝑞 ∗ , 𝐸𝑖 )
𝑖

(2)

선택된 마이크로코드 m에 순환 신경망을 적용해 응답
을 생성한다. 3.3에서 생성된 질문의 마이크로코드가 𝑀𝑞
이고, 응답을 생성하기 위한 유클리드 유사도 비교 함수
가 𝑆𝑎 일 때, 응답을 생성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𝑎 = argmax 𝑆𝑎 (𝑞 ∗ , [m1, m2 , … , m𝑖 ], 𝑀𝑞 )

3.3 질문 생성
영상에 대한 질의응답 데이터를 이용하여 질의응답
패턴을 학습한 심층 개념구조 모델 𝐷2 를 구성한다.

(3)

답변 생성을 위해 사용된 알고리즘은 최근 이미지 질의
응답 문제에 적용된 m-RNN 기술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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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설계
4.1 로봇 플랫폼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적외선 등의 센서를 갖추어 주
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으며, 25개의 관절로 구
성되어 전신 동작 제어가 가능한 알데바란 로보틱스사
의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 에볼루션 V5를 사용하였다.
4.2 실험 데이터 명세
본 실험에서는 183개의 에피소드, 1232분 분량의 교
육용 만화 비디오 뽀로로를 실험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만화 비디오는 어린이가 학습할 수 있는 쉬운 줄거리로
구성되며, 간단한 언어 패턴을 보이고 이미지 처리 또한
실세계 영상에 비해 수월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영상에
대한 질의응답 생성을 위한 학습데이터로 만화 비디오
를 보고 사용자가 생성한 1200개의 질의응답쌍을 사용
하였다. 질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영상의 이미지
정보를 묻는 유형(예를 들어, “ 뽀로로와 친구들은 무엇
을 타고있는가?”)과 영상의 내용 정보를 묻는 유형(예를
들어, “왜 뽀로로는 요리를 하는가?”) 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 영상에 대해 생성된 질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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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질의응답 아키텍쳐를 제
안하였다. 제안된 아키텍쳐는 시각-언어적 특징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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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된 아키텍쳐는 목적이 분명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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