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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영화QA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비디오 질의응답 실험을 한 내용을 다룬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멀티모달 시퀀스 메모리 네트워크(MuSM)은 비디오 질의응답 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스토리 

기억과 멀티모달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MuSM은 비디오-텍스트를 위한 시퀀스-시퀀스 프레임워크

를 사용하여 시각 스토리를 텍스트 형태로 변환한다. 그리고 시각 스토리와 자막의 언어 스토리를 연결

한다. 연결된 스토리들은 RAM과 같은 장기기억 메모리에 저장된다. 질의가 주어지면, 주의 집중 기반 

LSTM이 장기기억 메모리를 사용하여 특정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 스토리를 요약한다. 요약된 스

토리는 정답을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140개 영화와 6,462개 질의응답 쌍을 포함하는 영

화QA 데이터에 MuSM을 테스트해본다. 실험 결과, MuSM이 다른 기본 모델들보다 더 우수한 성능이 나

옴을 입증하였다. 

 

1. 서  론 

 

멀티모달 컨텐츠에 대한 스토리 질의응답은 

흥미로우면서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최근, 딥러닝의 

발전이 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질의응답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1,2]. 또한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 문제에 

대해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이 보고 되고 있다 [3,4,5, 

6]. 하지만, 비디오 질의응답이 이미지 질의응답보다 

보다 어렵고 도전적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멀티모달과 시계열 특징으로 비디오의 

스토리는 시각과 언어라는 두 가지 전달자에 의해 

장시간에 걸쳐 표현된다. 따라서 질의응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델은 비디오 전체에 걸친 스토리라인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미지 질의응답에 주로 사용되는 

멀티모달 융합 방법인 요소별 곱 (elementwise 

multiplication)은 비디오 질의응답에 적합하지 않다. 

시계열의 여러 이미지를 단일한 표현 (single 

representation)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비디오의 시각과 언어는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모호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동일한 스토리가 불필요하게 여러 비디오 

프레임에 걸쳐 나타나거나 다양한 자막에 분산되어 

표현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질의응답 모델은 사람과 

같이 비디오 전체 스토리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스토리를 요약할 수 있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스토리 학습 모델인 멀티모달 

시퀀스 메모리 네트워크 (MuSM)을 제안한다. MuSM은 

시퀀스-시퀀스 프레임워크와 메모리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시계열에 걸친 멀티모달 융합과 스토리의 

기억 문제를 다룬다. 먼저 모델은 비디오의 화면-대화 

쌍의 멀티모달 시퀀스를 생성한 뒤, 시퀀스-시퀀스 

함수를 사용하여 화면을 글의 형태로 바꾼다. 그리고 글 

형태의 시각 스토리와 대화의 언어 스토리를 연결하여 

주기억장치에 저장한다. 질의가 주어지면, 주의집중 

기반 Long Short-Term Memory (LSTM)이 주기억장치의 

스토리들을 평가한 뒤,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균을 내고, 

이는 다시 질의정보와 함께 정답을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이 때 또 다른 주의집중 기반 LSTM이 

사용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세 가지 모듈 (비디오 

스토리 이해, 스토리 요약, 정답 선택)에 걸쳐 진행되고, 

감독학습에 의해 학습된다. MuSM을 140개 영화와 

6,462개의 질의응답쌍을 포함하는 영화QA 데이터 

집합[4]에 테스트 했을 때, 다른 기본 모델들보다 더 

우수한 성능이 나옴을 확인하였다. 

 

2. 멀티모달 시퀀스 메모리 네트워크 

 

그림 1은 멀티모달 시퀀스 메모리 네트워크 (MuSM)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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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여준다. MuSM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2.1 스토리 이해 모듈 

이 모듈의 주 목적은 비디오 I로부터 비디오 스토리 

집합 S를 구축하는 것이다. 모듈은 처음에 비디오 I를 

입력으로 받아 자막의 시작과 끝 시간을 기준으로 

화면-대화 쌍들을 생성한다. 즉 비디오는 I={(vi,li)}1…|I|, 

으로 표기될 수 있다. vi는 화면으로 이미지 프레임 

집합이고 li 는 대화를 의미한다. 

모듈의 훈련은 다른 모듈들과 독립적으로 이뤄지며, 

모듈은 화면을 문장으로 변환하는 시퀀스-시퀀스 

함수를 학습한다. 테스트 시간 때는 모듈은 각 화면-

대화 쌍을 다음과 같이 비디오 스토리 문장으로 

변환시킨다. 

I. 200층의 잔차네트워크[7]가 화면 vi에 대해 

시각 특징 벡터 vi를 계산한다. 각 시각 특징 

벡터는 2,048 크기이다. 

II. 시퀀스-시퀀스 함수가 vi를 문장 ei으로 

변환시킨다. 

III. 비디오 스토리 문장 si은 ei와 li의 

이어붙임(concatenation)이다.  

모듈의 출력 S는 비디오 스토리 문장 집합이다. 즉, 

S={si}1…|I| ={ei ||li}1…|I| 이며 ||는 이어붙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si는 ‘I just want to say goodbye. 

Someone is talking to a boy.’와 같이 될 수 있다. 모든 

si는 주기억 장치와 같은 장기기억 메모리에 저장된다. 

 

2.2 스토리 요약 모듈 

이 모듈의 주요 기능은 스토리 집합 S와 질의 q를 단딜 

표현 sa로 요약하는 것이다. 요약 과정은 다음의 

과정들을 거친다. 

I. 모듈은 스토리 집합 S를 주기억장치로부터 

읽어들인다. 

II. 그림 2의 점수함수는 스토리 si와 질의 q를 

벡터 si와 q로 각각 나타낸다. 

III. 점수함수는 각각의 스토리 벡터 si와 질의벡터 

q를 비교하며 점수를 매긴다. 

IV. 모듈은 스토리 벡터의 가중치 합 벡터 z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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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된 표현 sa은 질의 벡터 q와 벡터 z의 

합이다. 

 

2.3 정답 선택 모듈 

이 모듈은 적절한 정답 a*를 정답 집합으로부터 

선택한다. 스토리 요약 모듈과 마찬가지로 점수 함수는 

sa와 각 후보 정답 문장 ak의 쌍을 평가하고 점수를 

출력한다.  

 

3. 실험 결과 

 

3.1 영화QA 데이터 집합 

영화QA 집합은 140개 영화에 대해 6,462개의 질의응답 

쌍을 제공한다 [4]. 각 질의는 다섯 개의 후보 정답 

문장과 쌍을 이루고 그 중 정답은 한 개이다. 질의응답 

모델은 주어진 질의에 대해 비디오 클립과 자막만 

사용하여 올바른 정답을 선택해야 한다. 

 

그림 1: 멀티모달 시퀀스 메모리 네트워크 (MuSM) 의 구조 

 

그림 2: 주의집중 기반 점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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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검증/테스트 집합에 해당하는 질의응답 쌍 개수는 

각각 4,318/886/1,258개이다.  

 

3.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1) 기존 스토리 질의응답 모델의 성능, 

2) 제안하는 모델과 다른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 

측정하고자 한다. 성능은 세 가지 입력들(Q: 질의, 

L:대화, V:화면)의 조합에 대해 각각 측정하였다.  

표 1은 영화QA에 대한 성능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화면과 자막을 모두 사용하였을 때 (Q+L+V), 종단 

메모리 네트워크(MemN2N)은 검증 집합에서 34.2%, 

테스트 집합에서 거의 20%에 가까운 성능을 보였다[4]. 

심층 임베딩 메모리 네트워크(DEMN)과 멀티모달 

시퀀스 메모리 네트워크(MuSM)는 단일 모달리티 (Q+L, 

Q+V)만 사용했을 때보다, 비디오의 멀티모달 정보를 

모두 사용했을 때(Q+L+V)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시퀀스-시퀀스 프레임워크와 비디오 

스토리에 대한 주의집중 기작을 사용하는 것이 

DEMN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게 만든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MuSM은 34.7%의 성능을 보였다. 

영화QA 챌린지에서는 종합 6위의 성적을 거뒀다. 그림 

3은 MuSM의 비디오 스토리 이해 모델이 생성한 

비디오 스토리의 예시를 보여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을 위한 

멀티모달 시퀀스 메모리 네트워크(MuSM)을 제안했다. 

MuSM은 시퀀스-시퀀스 프레임워크와 명시적 기억 

기법으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멀티모달 융합과 

스토리의 기억 문제를 다루었다. 주어진 비디오에 대해 

MuSM은 화면-자막 쌍의 시퀀스를 생성한다. 그리고 

시퀀스-시퀀스 함수를 사용하여 화면을 문장 형태로 

바꾼다. 이 문장들은 언어 스토리를 포함하는 대화와 

결합된 뒤 주기억장치와 같은 장기기억장치에 저장된다. 

질의가 주어지면, 주의 집중 기반 LSTM이 질의와 

비디오 스토리 문장들의 매칭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디오 스토리를 요약하게 된다. 각 정답 

문장은 요약된 비디오 스토리와 평가되어 하나가 

선택된다. 향후 연구는 비디오 스토리 이해 모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청각 모달리티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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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화QA에 대한 모델들의 성능 결과. Rand. 는 모델 성

능이 거의 20%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Method 
 Val   Test  

Q+L Q+V Q+L+V Q+L Q+V Q+L+V 

MemN2N 38.0 23.1 34.2 Rand. Rand. Rand. 

DEMN 42.4 39.5 44.7 28.5 29.4 30.0 

MuSM 43.3 42.4 47.1 - - 34.7 

Scene vi 

Dialogue li - Jeffrey, come on in. - Wanna dance? - I love you, too. 

Video 

Story si 

- A man is walking 

and a woman is behind 

him he is talking. 

Jeffrey, come on in. 

- A man is looking at 

a woman and smiling 

very happy. Wanna 

dance? 

- A man is dancing in 

a crowd of people. I 

love you, too. 

Question q q: When do Sandy and Jeffrey profess their love? 

Answer A 
a1: At Sandy’s house.    a2: In a restaurant.   a3: At the police station. 

a4: At Jeffrey’s house. a5: At a dance. 

그림 3. 멀티모달 시퀀스 메모리 네트워크의 비디오스토리 

이해 모듈이 생성한 비디오 스토리의 예시. 공간 문제상 화

면의 첫 번째 프레임만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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