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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디오 스토리에 대한 질의 응답은 비디오에 포함된 순차적인 멀티 모달 정보를 학습하고, 스토리의 문맥을 고

려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론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스토리 

질의 응답에 적용할 수 있는 메모리 기반의 멀티 모달 스토리 학습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비디오를 

구성하는 자막, 이미지 스트림, 오디오 신호의 3가지 멀티 모달 정보를 결합하고, 질문 시점에 따라 순차적인 에

피소딕 메모리를 동적으로 형성하며, 이를 기반으로 주어진 질문에 대한 응답을 추론한다. 따라서, 같은 질문이 

주어져도 질문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에피소딕 메모리가 구성되며, 해당 스토리를 반영한 유연한 대답이 가능

하다. 또한, 기존의 선행 연구와 다르게 단어 단위가 아닌 문장 단위의 질의 응답 수행이 가능하다. 제안된 기법

의 검증을 위해 5개의 전래 동화 영상에 대해 각 800개의 질의 응답 쌍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데이터에 제안 

기법을 적용한 질의 응답을 수행하여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최근 신경망 모델의 적용으로 자연어 질의 응답 

문제는 비약적인 성능 향상[1,2]을 보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미지에 대한 시각적 질의 응답 연구[3]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단편적인 이미지에 대한 

시각적 질의 응답 모델은 순차적인 정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비디오 스토리에 대한 질의 응답으로 

확장되기 어렵다. 비디오 스토리에 대한 질의 응답은 

비디오에 포함된 순차적인 멀티 모달 정보를 학습하고, 

스토리의 문맥을 고려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론해야하기 때문이다. 

해당 논문에서는 비디오에 대한 질의응답 방법으로서,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1]를 확장한 멀티 모달 스토리 

학습을 제안한다. (Kumar, et al)에 의해 제안된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는 자연어로 서술된 사실 정보에 대해 

에피소딕 메모리를 생성하고, 생성된 메모리를 기반으로 

질의에 대한 응답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해당 

알고리즘은 자연어 질의 응답에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시각, 청각적 정보를 통한 주어진 상황의 

맥락 이해가 필수적인 비디오 질의 응답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 메모리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비디오의 자막, 이미지 스트림, 오디오 신호의 멀티 

모달 정보를 합성하여 에피소딕 메모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질의 응답을 수행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한하는 기법은 질의 응답의 시점에 주목하여 보다 

효율적인 에피소딕 메모리를 동적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같은 질문이 주어져도 질문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에픽소딕 메모리를 구성하며, 현 시점까지의 스토리를 

반영한 유연한 응답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동적 

메모리 구축을 적용한 멀티 모달 스토리 학습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3절에서는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2. 동적 메모리 구축을 적용한 멀티 모달 스토리 학습 

2.1 입력 모듈 

 입력 모듈에서는 비디오를 구성하는 3가지 모달인 자

막, 이미지 스트림, 오디오 신호를 합성한다. 먼저, 비디

오 자막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순차 정보를 부호화

(encoding)하기 위해, 재귀 신경망의 일종인 Gated 

Recurrent Units(GRU)를 사용한다. 𝑤𝑤 번째 재귀

(recurrent)에 대한 GRU 네트워크 기제 ℎ𝑤𝑤 =
𝐺𝐺𝐺𝐺𝐺𝐺(𝑥𝑥𝑤𝑤 , ℎ𝑤𝑤−1)는 식 (1)과 같다. 이 때, ∘는 요소 별 곱

셈(element-wise multiplication)을 의미한다. 

𝑧𝑧𝑤𝑤 = σ(𝑊𝑊(𝑧𝑧)𝑥𝑥𝑤𝑤 + 𝐺𝐺(𝑧𝑧)ℎ𝑤𝑤−1 + 𝑏𝑏(𝑧𝑧)) 
𝑟𝑟𝑤𝑤 = σ�𝑊𝑊(𝑟𝑟)𝑥𝑥𝑤𝑤 + 𝐺𝐺(𝑟𝑟)ℎ𝑤𝑤−1 + 𝑏𝑏(𝑟𝑟)� 

ℎ�𝑤𝑤 = tanh(W𝑥𝑥𝑤𝑤 + 𝑟𝑟𝑤𝑤 ∘ 𝐺𝐺ℎ𝑤𝑤−1 + 𝑏𝑏(ℎ)) 
ℎ𝑤𝑤 = 𝑧𝑧𝑤𝑤 ∘ 𝐺𝐺ℎ𝑤𝑤−1 + (1 − 𝑧𝑧𝑤𝑤) ∘ ℎ�𝑤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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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을 구성하는 각 단어 𝑤𝑤𝑠𝑠는 임베딩 매트릭스 𝐸𝐸를 

적용하여 GRU의 입력으로 주어지고, 식 (2)에 따라 부

호화(encoding)된다. 

자막이 발생한 시점 𝑡𝑡의 이미지 𝑖𝑖𝑖𝑖𝑡𝑡 , 𝑡𝑡  시점의 자막과 

𝑡𝑡 + 1 시점의 자막 사이의 오디오 신호를 변환한 스펙트

로그램 𝑎𝑎𝑎𝑎𝑡𝑡를 합성한 입력 𝐼𝐼𝑡𝑡는 식 (3)와 같다. 이 때, 

𝑤𝑤(𝑠𝑠)는 주어진 자막 𝑠𝑠의 단어 수 이다. 이 때, [a, b]는 

벡터 a와 b의 접합(concatenation)을 의미한다. 

2.2 질의 모듈 

 질의 모듈에서는 입력 모듈과 마찬가지로 질문 문장을 

이루는 각 단어 𝑤𝑤𝑞𝑞에 임베딩 매트릭스 𝐸𝐸를 적용하고, 

Gated Recurrent Units(GRU)의 입력으로 할당하여 식 

(4)에 따라 부호화(encoding)한다. 이 때, 해당 GRU의 

매개변수는 입력모듈의 GRU과 공유된다.  

GRU의 마지막 은닉 표현 𝑞𝑞 = 𝑞𝑞𝑤𝑤(𝑞𝑞)는 에피소딕 메모리 

모듈 𝑖𝑖𝑖𝑖의 구축에 사용되며, 𝑤𝑤(𝑞𝑞)는 주어진 질의 𝑞𝑞의 

단어 수이다. 

 

2.3 에피소딕 메모리 모듈 

에피소딕 메모리 모듈에서는 시점 𝑡𝑡에 대한 입력 𝐼𝐼𝑡𝑡 , 

질의 𝑞𝑞에 대해, 이전 메모리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 하

며 에피소딕 메모리를 구축한다. 𝑖𝑖번째 메모리 𝑖𝑖𝑖𝑖의 구

축은 식 (5)와 같다. 

이 때, 𝑖𝑖번째 에피소드 𝑒𝑒𝑖𝑖는 질의 응답에 대한 주의 기

제를 반영한다. 입력, 질의, 메모리 사이의 유사도를 측

정하기 위한 특징 벡터 𝑐𝑐(𝐼𝐼,𝑖𝑖, 𝑞𝑞)는 식 (6)와 같고, 특징 

벡터 𝑐𝑐(𝐼𝐼,𝑖𝑖, 𝑞𝑞)를 입력으로 주의 정도를 측정하는 스코

어 함수 s(𝐼𝐼,𝑖𝑖, 𝑞𝑞)는 식 (7)와 같으며, 주의 기제를 반영

한 에피소드 𝑒𝑒𝑖𝑖는 식 (8)과 같다.  

2.4 응답 모듈 

 응답 모듈에서는 응답 문장을 이루는 각 단어 𝑤𝑤𝑎𝑎에 임

베딩 매트릭스 𝐸𝐸를 적용하고, Gated Recurrent Units(GRU)

의 입력으로 할당하여, N개의 후보 응답에 대한 은닉 

표현 𝐴𝐴 = �𝑎𝑎𝑤𝑤�𝑎𝑎1�; 𝑎𝑎𝑤𝑤�𝑎𝑎2�;  … ; 𝑎𝑎𝑤𝑤�𝑎𝑎𝑁𝑁��를 생성한다.  

𝑖𝑖𝑖𝑖 = 𝐺𝐺𝐺𝐺𝐺𝐺(𝑒𝑒𝑖𝑖 ,𝑖𝑖𝑖𝑖−1) 
𝑖𝑖0 = 𝑞𝑞 

(5) 

 

𝐼𝐼𝑡𝑡 = 𝜎𝜎(𝑊𝑊(𝑐𝑐)[𝑖𝑖𝑖𝑖𝑡𝑡 , 𝑠𝑠(𝑡𝑡,𝑤𝑤(𝑠𝑠)), 𝑎𝑎𝑎𝑎𝑡𝑡] + 𝑏𝑏(𝑐𝑐)) (3) 

 

 
[그림 1] 동적 메모리 생성을 적용한 멀티 모달 스토리 학습의 구조 

𝑐𝑐(𝐼𝐼,𝑖𝑖, 𝑞𝑞) = [𝐼𝐼,𝑖𝑖, 𝑞𝑞, 𝐼𝐼 ∘ 𝑖𝑖, 𝐼𝐼 ∘ 𝑞𝑞, |𝐼𝐼 − 𝑞𝑞|, 

|𝐼𝐼 − 𝑖𝑖|, 𝐼𝐼𝑇𝑇𝑊𝑊(𝑏𝑏)𝑞𝑞, 𝐼𝐼𝑡𝑡𝑊𝑊(𝑏𝑏)𝑖𝑖] 
(6) 

s(𝐼𝐼,𝑖𝑖, 𝑞𝑞) = 𝜎𝜎(𝑊𝑊(2)tanh (𝑊𝑊(1)𝑐𝑐(𝐼𝐼,𝑖𝑖, 𝑞𝑞) + 𝑏𝑏(1)) + 𝑏𝑏(2)) 

s𝑡𝑡𝑖𝑖 = 𝑠𝑠(𝐼𝐼𝑡𝑡 ,𝑖𝑖𝑖𝑖−1, 𝑞𝑞) 
(7) 

ℎ𝑡𝑡𝑖𝑖 = 𝑠𝑠𝑡𝑡𝑖𝑖𝐺𝐺𝐺𝐺𝐺𝐺�𝐼𝐼𝑡𝑡, ℎ𝑡𝑡−1𝑖𝑖 � + �1 − 𝑠𝑠𝑡𝑡𝑖𝑖�ℎ𝑡𝑡−1𝑖𝑖  

𝑒𝑒𝑡𝑡𝑖𝑖 = ℎ𝑡𝑡𝑖𝑖  
(8) 

 

𝑠𝑠(𝑡𝑡,𝑤𝑤) = 𝐺𝐺𝐺𝐺𝐺𝐺( 𝐸𝐸[𝑤𝑤𝑤𝑤𝑠𝑠 ], 𝑠𝑠𝑤𝑤−1) (2) 

 

𝑞𝑞𝑤𝑤 = 𝐺𝐺𝐺𝐺𝐺𝐺(𝐸𝐸�𝑤𝑤𝑤𝑤
𝑞𝑞�, 𝑞𝑞𝑤𝑤−1) (4) 

 

𝑎𝑎w = 𝐺𝐺𝐺𝐺𝐺𝐺(𝐸𝐸[𝑤𝑤𝑤𝑤𝑎𝑎], 𝑎𝑎𝑤𝑤−1) (9) 

 

595

2016년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이 때, w(𝑎𝑎𝑖𝑖)는 𝑖𝑖번째 응답의 단어 수이다. 주어진 입력 

𝐼𝐼와 질의 𝑞𝑞에 대해 구성된 최종 메모리 𝑖𝑖𝑇𝑇(𝑚𝑚)을 기반으

로, 모델이 추론한 답변 𝐴𝐴𝑎𝑎𝑎𝑎𝑠𝑠𝑤𝑤𝑎𝑎𝑟𝑟는 식 (10)과 같다. 

𝐴𝐴𝑎𝑎𝑎𝑎𝑠𝑠𝑤𝑤𝑎𝑎𝑟𝑟 = 𝑎𝑎𝑟𝑟𝑎𝑎𝑖𝑖𝑖𝑖𝑎𝑎
𝑎𝑎𝑤𝑤(𝑎𝑎𝑖𝑖)

�𝑖𝑖𝑇𝑇(𝑚𝑚) − 𝑎𝑎𝑤𝑤�𝑎𝑎𝑖𝑖��
2
 (10) 

2.5 모델 학습 

 제안하는 모델은 식 (11)과 같이, 추론 답변 𝐴𝐴𝑎𝑎𝑎𝑎𝑠𝑠𝑤𝑤𝑎𝑎𝑟𝑟와 

최종 메모리 𝑖𝑖𝑇𝑇(𝑚𝑚)의 제곱근 오차를 줄이도록 학습한다.  

𝑖𝑖𝑖𝑖𝑎𝑎 �𝑖𝑖𝑇𝑇(𝑚𝑚) − 𝑎𝑎𝑤𝑤�𝑎𝑎𝑖𝑖��
2
 (11) 

해당 모델을 구성하는 각 모듈의 입출력은 미분이 가능

한 벡터로 표현되므로, 오류 역전파와 기울기 하강법을 

적용하여 종단간 학습이 가능하다.  

 

3. 실험 결과 및 논의 

3.1 데이터 

스토리 학습 기법의 검증을 위해 스마트 스터디[4]의 

5개의 교육용 전래동화 비디오(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헨젤과 그레텔, 인어 공주, 늑대와 일곱 양, 아기 돼지 

삼형제)를 사용하였다. Amazon Mechanical Turk를 통해 

각 영상에 대한 800개의 질의 응답 쌍을 수집하였으며, 

질문 시점에 따라 에피소딕 메모리를 동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각 질의 응답에 관련된 해당 컨텐츠의 

타임스탬프를 함께 수집하였다. 수집된 질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영상의 스토리를 묻는 유형(예를 들어, 

백설 공주는 왜 쓰러졌는가?), 영상의 이미지 정보를 

묻는 유형(예를 들어, 독 사과는 무슨 색 인가?), 

영상의 감정적 정보를 묻는 유형(여왕은 어떤 기분을 

느꼈나?)으로 이루어진다. 

 

3.2 실험 환경 

영상의 자막과 수집된 질의 응답의 각 단어는 단어간의 

유사도를 미리 학습한 Glove 단어 임베딩을 사용하여, 

50차원의 실수 벡터로 표현하였다. 수집된 질의 응답 

쌍의 절반은 학습 데이터, 절반은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

하였고, 학습에서는 오류역전파와 고급 경사 하강법 

Adadelta, L2 정규화를 적용하였다.  

 

3.3 실험 결과 

 제안한 스토리 학습 기법을 적용한 질의 응답의 결과

는 그림 2와 같다. 주어진 질의에 대한 응답을 도출할 

때, 과적합하지 않으며, 유연하고 올바른 응답을 수행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해당 논문에서는 비디오 스토리 질의 응답을 위한 

메모리 기반의 스토리 학습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제안한 기법의 유의미함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추후 멀티 모달리티의 의미 있는 결합을 통해, 스토리 

질의 응답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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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한 스토리 학습 기법을 적용한 질의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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