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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질의응답 (Q&A)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텍스트 기반 시스템을 넘어서 멀티모달 Q&A도 활발히 다

루고 있다. 비디오 Q&A 시스템은 비디오 이야기의 동적인 변화를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비디오의 

짧은 맥락과 긴 맥락의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시간 해상도의 정보

를 담고 있는 질문에 답하는 비디오 Q&A 시스템을 제시한다. 시스템은 두 개의 심층 개념 구조 (DCH)

에 기반한다. 그 중 하나는 고정된 구조와 작은 메모리 공간을 이용하여 짧은 맥락의 정보를 학습하며 

다른 하나는 보다 유연한 구조와 큰 메모리 공간을 바탕으로 긴 맥락의 정보를 학습한다. 비디오 이야기

가 전개될수록 각 모델은 독립적으로 확률적 그래프 구축 방법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학습한다. 총 1232

분량의 ‘뽀로로’ 만화 비디오를 사용한 실험을 통해 각 메모리의 서로 다른 진화 양상을 확인했고 모델이 

제시한 Q&A 쌍을 평가하기 위해 열 두명의 사람 평가자가 튜링 테스트를 했다.  

 

1. 서론 

질의응답 (Q&A) 시스템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요한 

테마로 여겨져 왔고 지난 수 십년 동안 이를 풀기 위해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었다. 그 중 고전적인 

방법[1,2]들은 지식 표현 기법들을 응용하거나 자연어 

처리 기법에 기반한 추론을 사용했고, 최근 연구들은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기계학습의 

발전을 토대로 이미지 기반 Q&A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3,4]. 최근 연구된 모델들은 문장으로 주석 

처리된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와 딥러닝 모델들을 

사용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남아있다. 특히, 인간수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델은 평생 학습을 기반으로 

동적이고, 불확실한 성격을 갖는 실세계 환경을 

다루어야 한다.  

 비디오 데이터는 동적이고, 멀티모달하고, 지속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실세계 환경의 테스트 

베드로써 적합하다. 하지만 비디오 Q&A를 다루기 

위해서는 비디오의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비디오 내 

개념이 동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 변화 때문에, 단일 시각 맥락을 통해 지식을 

일반화시키고 학습한 모델은 비디오 Q&A에 적합하지 

않다. 모델은 일반화된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의 단기 

기억처럼 짧은 맥락에서의 세밀한 지식까지 기억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심층 개념 구조 (DCH)[5]를 

사용하여 비디오 Q&A를 위한 듀얼 심층 메모리 모델을 

제시한다. 모델은 두 가지 형태의 메모리를 가진다. 그 

중 하나는 고정된 구조와 작은 기억 공간을 통해 짧은 

문맥의 정보를 학습하고, 다른 하나는 보다 유연한 

구조와 큰 기억 공간으로 긴 문맥의 정보를 학습한다. 

비디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각 메모리는 독립적으로 

확률적 그래프 탐색 기법을 사용하여 비디오의 

개념들을 학습하고 각각 다른 진화양상을 보인다.  

제안된 듀얼 심층 메모리 구조는 대략 200개 

에피소드와 총 1232분량으로 구성된 ‘뽀로로’ 만화 

비디오를 대상으로 평가되었다. 모델로부터 생성된 

질문들과 답변들은 12명의 사람 평가자를 대상으로 

튜링 테스트를 했으며, 평가 결과는 비디오 Q&A에 

대한 모델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2. 비디오 Q&A 시스템 

멀티모달 데이터가 끊임없이 스트리밍되는 비디오의 

특징을 고려할 때, 비디오 Q&A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한다. 

1) 긴 맥락의 정보뿐 아니라 짧은 맥락의 정보의 

학습 

2) 멀티모달 특징 추출을 이용한 유연하고 

일반화된 지식 표현 

3) 계속적인 지식 학습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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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ong-term and Short-term Memories 의 구조 

위의 세가지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개념에 기반한 지식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멀티모달 

변수들로 표현되는 개념들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데이터로부터 점진적인 학습을 한다. 또한 전체 지식 

베이스를 두 개의 메모리 (short-term memory, long-

term memory)로 나누어 각각 비디오의 다른 시간 

맥락을 다루도록 하였다. 따라서 비디오 Q&A 시스템은 

두 개의 학습 모델을 갖고 각 모델은 개념 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학습해나간다. 주어진 비디오로부터 

질문을 자동 생성하기 위해서 이미지와 질문 쌍의 

패턴을 멀티모달 학습한 별도의 심층 개념 구조 모델이 

존재하고 이를 위해 비디오를 보고 사람이 작성한 Q&A 

데이터 집합을 추가로 준비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두 개의 메모리로부터 후보 답 집합을 

선별하였고 평가를 통해 한 개의 답을 선택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 나타나 있다.  

 

3. 듀얼 심층메모리 

비디오 Q&A를 위한 듀얼 심층메모리 시스템의 처리 

과정이 그림 1에 나타나있다. 전체 시스템은 (i) 입력된 

비디오의 이미지와 단어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전처리 

부분, (ii) 비디오의 긴 문맥으로부터 비전-언어의 

개념들을 학습하고 네트워크 구조에 저장하는 심층 

개념 구조 (iii) 비디오의 짧은 문맥으로부터 개념들을 

학습하는 심층 개념 구조 (iv) 이미지-질문 변환 부분 

(v) 후보 답 집합 선별과 평가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처리 부분은 전체 비디오를 이미지-문장 쌍으로 

변환하고 각 이미지는 Regions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CNN)[6]을 사용하여 이미지 

조각으로 나뉘어진다. 각 이미지 조각은 CNN을 

사용하여 4096차원의 벡터로 나타내어진다. 문장은 

word2vec[7]을 이용하여 분산된 실수 벡터로 나타냈다. 

전처리된 데이터는 심층 개념 구조[5]의 입력으로 

들어가며 이 모델의 목적은 비디오의 긴 문맥에서 

비전-언어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다. 심층 개념 구조의 

층들은 수많은 마이크로코드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있다. 마이크로코드는 비디오의 단어와 이미지 

조각들의 정보를 일부 담고있다[8]. 심층 개념구조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른 딥러닝 모델과 마찬가지로 계층 

구조를 이용하여 주어진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학습한다. 

1

1 1
h

(x) (x | h ) (h )P P P                        (1) 

1 2

1 1 2 2
h h

(x | h ) (h | h ) (h )P P P              (2) 

1 2

1 1 2 2
h h

(x | h ) (h | h ) (h )P P P            (3) 

n 1

1 2 1 1
h h

(h | h ) (h | h ) (h | x) (x)n nP P P P       (4) 

x는 데이터, hn은 n번째 층을 나타낸다. 심층 개념 

구조는 비디오 이야기가 전개할수록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식들을 학습해나간다. 

 

전처리된 데이터는 또한 다른 심층 개념 구조의 

입력으로 들어가며 이 모델의 목적은 비디오의 짧은 

문맥에서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단락에서 언급된 심층 개념 구조와 다른 점은 각 

층마다 적은 개수의 노드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개수는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 h층이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받았지만 더 

 

그림 1: 듀얼 심층 메모리를 이용한 질의 응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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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저장 공간이 없다면, 가장 오래된 마이크로코드를 

버리고 입력 받은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한다. 이러한 

성질이 모델이 새로운 지식도 빨리 학습할 수 있게 

만들고 사람의 단기 기억과 같이 동작하게 한다. 그림 

2는 두 개 메모리들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미지-질문 변환 부분은 기존 연구된 심층 개념 

구조로부터 이미지-문장 생성 방법과 유사하며 질문을 

생성하기 위해 비디오로부터 질문-답 쌍을 준비하였다. 

후보 답 집합 선별부분은 질문 Q를 입력으로 받고 두 

개의 메모리로부터 마이크로코드 집합 m을 추출한다. 

        argmax ( , )m i
i

m s Q E                (5) 

Ei는 심층 개념 구조의 i번째 마이크로코드이며 sm은 

유사도 측정 함수이다. m은 다시 답변 평가 함수 sa의 

입력이 된다. 

1arg max ( ,[ ... ], )a k Aa s Q E E M                 (6) 

k는 선별된 마이크로코드의 총 개수이고 MA는 질문-답 

쌍을 학습한 심층 개념 구조의 마이크로코드 집합이다. 

본 논문에서는 sm으로 코사인 함수, sa로 유클리디안 

거리 함수를 사용하였다. 

 

4. 실험 결과 

실험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써 1232분 길이의 만화영화 

‘뽀로로’가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또한 질문-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비디오의 매 5분마다 5개의 

질문들과 답들을 만듦으로써 대략 1200개의 질문-답 

쌍을 준비하였다. 그림 3은 학습된 듀얼 심층 메모리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그림의 가운데 빨간색 에지들과 

노드들은 짧은 문맥을 학습하는 심층 메모리로부터 

학습된 네트워크이다. 

 제안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모델이 80개의 질문-

답 쌍을 생성하도록 했으며, 열 두 명의 사람 평가자가 

그것들이 사람이 만든 것인지 기계가 만든 것인지 

판단하는 튜링 테스트를 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정보는 이미지 7장과 그것으로부터 생성된 질문과 

답이었다. 표 1은 튜링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며 

32.60%가 사람으로부터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Q&A를 위한 듀얼 심층 메모리 

모델을 제안했다. 모델은 두 개의 심층 개념 구조를 

사용하여 비디오의 긴 문맥과 짧은 문맥으로부터 개념 

지식을 학습할 수 있으며 추가로 작성된 질문들과 

이미지들의 패턴을 학습하여 질문과 답을 생성할 수 

있었다. 제안된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열 두명의 사람 

평가자가 튜링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 결과는 

비디오 Q&A에 대한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로 모델을 목적과 의도를 갖는 에이전트로 

확장하는 것이다.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 무엇을 

집중하여 학습할 것인지와 어떤 질문을 생성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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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델로부터 제시된 질문-답 쌍의 튜링 테스트 결과 

 

그림 3: 학습된 듀얼 심층 메모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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