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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디오 스토리에 대한 질의 응답 문제는 실세계의 시각과 언어를 모두 다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수준 인

공지능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대용량의 만화 비디오를 학습한 뒤 비디오 스토리 

질의 응답을 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시하는 에이전트는 딥러닝을 활용한 스토

리 학습 모델인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을 사용한다.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은 비디오의 화면-대화 스트림

을 은닉 임베딩 공간에 매핑시킴으로써 스토리를 이해한다. 매핑된 스토리 인스턴스들은 장기 기억 메모

리에 저장이 되고, 질의가 주어졌을 때, LSTM 기반 주의 집중 기작 모델이 장기 기억 메모리를 활용하여 

가장 적합한 질문-스토리 인스턴스-답변 쌍을 찾는다. 실험을 위해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을 뽀로로 질의

응답 데이터셋에 적용시켰다. 데이터셋은 20.5시간 분량의 만화 비디오 ‘뽀로로’의 16,066 화면-자막 

쌍, 27,328개의 화면 설명 문장과 8,913개의 스토리 관련 질의 응답 쌍을 포함한다. 실험 결과 심층 임

베딩 메모리망은 화면과 자막을 결합하여 스토리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질의 응답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

을 나타냈다.  

 

1. 서론 

질의 응답 문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이고, 지난 수 십년 동안 많은 계산 모델들이 

제안되어왔다. 대부분의 고전 모델들은 수작업 처리된 

특징들을 사용한 자연어 처리에 기반한 지식 표현과 

추론에 집중했다. 최근에는 딥러닝 방식 (예> 컨볼루션 

신경망, 순환 신경망, 주의 집중 기작 모델)이 고전 

모델들의 성능을 능가했다[1,2,3]. 딥러닝 모델은 

어떠한 수작업 특징 엔지니어링도 사용하지 않고 

대용량의 훈련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전 

모델들과 다르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이미지 질의 응답 

분야로 꾸준하게 이어졌지만[4], 비디오 분야에서는 

이미지나 텍스트 분야에 비해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아직도 비디오 스토리 질의 응답 문제를 다루는 문제나 

데이터 집합은 극히 드물다. 그동안 제안된 모델들은 

비디오의 화면과 대화로부터 따로 학습한 두 개의 

스토리 모델을 만듦으로써 비디오 스토리를 이해했다. 

[5]. 스토리 모델들은 마지막 모듈에서 정답의 예측 

점수를 평균냄으로써, 화면과 대화의 스토리 지식을 

연결했다. 이러한 지식 연결 방식은 비디오 스토리 

이해는 화면과 자막 정보를 동식에 필요한다는 점에서 

때로 성능 저하를 야기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스토리 질의 응답 문제를 다루는 

모델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을 제안한다. 심층 임베딩 

모델은 화면과 대화의 스트림을 압축된 스토리 은닉 

공간에 임베딩하고 화면과 대화의 스토리를 

결합함으로써 스토리를 이해한다. 이해된 스토리는 

메모리망[6]이나 심층 개념망[7]과 같이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된다. 질의가 주어지면, 단어 기반 주의 집중 

기작 LSTM (Long-Short Term Memory)이 장기 

메모리를 활용하여 가장 적합한 질의-스토리-답 쌍을 

찾는다. 이러한 과정은 세 개의 모듈(통합 스토리 이해 

모듈, 스토리 선택 모듈, 답 선택 모듈)을 거치고, 

모듈들은 감독 학습 방식으로 학습된다. 

실험을 위해, 20.5 시간 분량의 만화 비디오 

‘뽀로로’로부터 제작된 8,913개의 질의 응답과 

27,328개의 화면 설명문, 16,066개의 화면-자막 쌍을 

포함하는 뽀로로 질의 응답 데이터 집합을 사용했다. 

실험 결과는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이 주의 집중 기작을 

사용하여, 화면과 자막의 스토리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스토리 이해 모델보다 우월한 성능을 보였다.  

 

2. 비디오 질의 응답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X (예> 만화 비디오의 에피소드 

하나)를 화면 집합 V와 자막 집합 L을 구성하는 복합 

데이터로 정의한다. 또한, 비디오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질의 응답 문제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 

집합 E가 있다고 가정한다. 외부 정보 소스를 위해, 본 

논문은 비디오 화면 속 인물의 행동이나 배경을 

설명하는 문장들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실세계의 

비디오들이 자세한 주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질의 응답 모델이 훈련 과정에서 화면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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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문의 관계를 학습하도록 했고, 테스트 과정에서는 

주어진 화면에 적합한 설명문을 찾도록 했다.  

그리고, 본 논문은 비디오 질의 응답 문제를 객관식 

질의 응답 문제로 세팅했다. 각 비디오 X는 스토리 

관련 질문들과, 질문에 해당하는 정답 집합을 포함한다. 

Q가 비디오 X의 스토리에 관련한 질문이라고 하고, A가 

q의 후보 정답 문장 집합이라고 하자. A는 k개의 후보 

정답 문장을 포함하고, 이 논문은 k로 5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질의 응답 모델은 질의 q가 주어졌을 때, 

k개의 가능한 정답 문장에서 정확한 문장을 선택해야 

한다. 다른 표현으로, 점수 함수 F(X,q,ar)가 주어졌을 

때, 모델의 목표는 F를 최대화 하는 정답 문장 a*를 

선택해야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함수 F를 찾는 

방식은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3.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 

메모리망[8]은 텍스트 질의 응답을 위해 처음으로 

고안되었고, 명시적인 메모리 모듈을 사용하여, 질의, 

스토리, 답의 관계를 모델링한다. 비디오 스토리 질의 

응답문제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는 화면과 대화의 통합 

스트림으로부터 스토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정확한 정답을 추론하기 위해 화면-

자막의 통합된 스토리의 특정 일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야한다. 그림 1은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의 구조를 

보여준다. 모델은 비디오 X를 입력으로 받고 세 개의 

모듈을 거쳐 질의 응답을 한다. 

 

3.1 통합 스토리 이해 모듈 

이 모듈의 주 목적은 화면-자막 통합 스토리의 압축된 

표현을 학습하고, 입력 비디오 X를 자막과 화면 

설명문으로 구성된 스토리 문장들로 변형하는 것이다. 

훈련 과정에서 모듈은 화면 임베딩 행렬 M1과 스토리 

임베딩 행령 M2를 학습한다. 훈련 과정은 다른 

모듈들과 독립적으로 학습한다. 테스트 과정에서 모듈은 

각 화면-자막 쌍을 다음의 방식들을 거쳐 스토리 

문장으로 변형한다. 

I. 딥 잔차망과 인코더-디코더 딥 모델이 입력 

화면-자막 쌍 (vi, li)에 해당하는 특징 쌍 (vi, 

li)을 구한다. 

II. 통합 화면-자막 벡터 ci는 임베딩된 화면 벡터 

Tvi M1과 해당 자막 벡터 li의 합이다.  

III. 모듈은 임베딩된 화면-자막 벡터 Tci M2 와 

설명문 ei의 특징 ei의 내적 비교를 사용해 

가장 가까운 설명문 ei를 찾는다. 

IV. 스토리 si는 ei와 li의 연결이다. 

출력 S는 입력 비디오 X에 해당하는 스토리들의 

집합이다 즉, S = {si}1…|X| = {ei || li}1…|X|) 이고, ||는 연결을 

의미한다. 각 스토리 si는 장기 메모리에 저장된다. 

 

3.2 스토리 선택 모듈 

이 모듈은 질의 응답 처리의 중간 과정으로, 주요 

기능은 질의 q의 정답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s*를 찾는 것이다. 모듈은 스토리 집합 S를 

장기 메모리로부터 읽고 각 스토리 si를 질의 q와 

비교하며 점수를 매긴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스토리는 다음과 같이 선택된다. 

* arg max ( , )
i

i
s

s G q s            (2) 

이 때, G는 q와 si의 쌍을 비교하고 점수를 매기는 

함수이다. 출력 sa는 q||s*이다.  

 

3.3 답 선택 모듈 

이 모듈은 정답 집합 A로부터 가장 적절한 정답 문장 

a*를 선택한다. 스토리 선택 모듈과 비슷하게, sa와 각 

후보 정답 문장 ar을 비교하여 점수를 매긴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정답 문장은 다음과 같이 선택된다. 
* arg max ( , )

r

a r
a

a H s a              (3) 

이 때, H는 sa와 ar을 비교한 뒤 점수를 매기는 

함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G와 H로 단어 단위 주의 집중 

딥러닝 모델인 QA-LSTM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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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실험을 위해 전체 비디오의 에피소드 171개 중 60%를 

훈련, 20%를 검증, 20%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각 데이터 집합마다 질의의 개수는 5521, 1955, 

1437개였다. 본 논문에서는 뽀로로 질의 응답에 대한 

1) 사람 성능, 2) 기존 스토리 질의 응답 모델의 성능, 

3) 제안하는 모델과 다른 스토리 질의 응답 모델의 

비교를 측정하고자 한다. 보다 정교한 측정을 위해, 

실험을 네 가지로 나누고, 각 실험마다 비디오 정보를 

다르게 접근하여 질의 응답을 했다: 비디오 없이 (Q), 

화면 없이 (Q+L), 자막 없이 (Q+V+E), 비디오 그대로 

사용 (Q+L+V+E). 사람 실험과, 두 개의 비교 모델, 

제안하는 모델의 세팅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사람 실험: 네 가지 실험을 위해, 각 실험마다 서로 

다른 20에서 30대의 사람 평가자 6명이 테스트 집합의 

질의를 모두 풀었다. 테스트 과정 중에 상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 수도 있었다. 

메모리망 앙상블: 메모리망은 텍스트 스토리 질의 

응답을 위해 고안되었다. 비디오 스토리 질의 응답 

문제를 위해, 화면(Q+V+E)과 자막(Q+L)으로부터 따로 

스토리 모델을 만들었고, 질의 응답 결과를 모델들의 

마지막 단계, 즉, 정답 예측 점수를 평균 냄으로써 

합쳤다. 화면으로부터 스토리를 학습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모델의 통합 스토리 이해 모듈로부터 계산된 

설명문을 사용하였다. 

엔드 투 엔드 메모리망 앙상블: 엔드 투 엔드 

메모리망은 메모리 망을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학습시키기 위해 변형 되었고, [5]에서 비디오 스토리 

질의 응답에 알맞게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여 다시 

변형되었다.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 주의 집중 기작 모델이 질의 

응답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드(주의 집중 기작 모델의 유/무)로 성능을 

측정하였다. 함수 G와 H의 다른 모델로써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했다. 

뽀로로 질의 응답에 대한 성능을 표 1이 보여준다. 

사람 평가를 통해서 비디오(화면+자막) 정보가 질의 

응답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다. 사람 성능은 

화면이나 자막이 주어졌을 때, 성능이 향상되었다가, 

비디오 정보를 사용할 때, 96.96%를 얻었다.  

표의 남은 행들은 질의 응답 모델의 정확도를 보여준다.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의 성능 

(65.1%)은 다른 두 개의 앙상블 모델 (55.3%, 

53.7%)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주의 집중 기작이 

질의 응답 문제에 도움이 됨을 확인했다.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의 성능은 주의 집중 기작을 사용함으로써 

3.2%의 성능 향상을 얻었다. 그림 2는 뽀로로 질의 

응답에 대한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의 정성적 평가를 

보여준다. 화면과 자막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상호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함을 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스토리 질의 응답 문제를 위한 

심층 임베딩 메모리망을 제안했고, 제안하는 모델의 

성능이 뽀로로 질의 응답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기존 

비디오 스토리 질의 응답 모델들보다 뛰어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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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뽀로로 질의 응답에 대한 정성적 평가 

표 1. 뽀로로 질의 응답에 대한 모델들의 정확도. Q, 

L, V, E는 각각 질의, 자막, 화면, 설명문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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