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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T: Visual Turing Test Dataset for Understanding of Video Story

요 약

자연어 처리 및 시각 정보 처리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 두가지 정보를 결합하는 멀티모달 연구도 가속화하고

있다. 멀티모달연구는비디오와같이열린학습도메인상에서지능체계를구현할수있다는가능성을열어주었다. 비디오
튜링테스트는대용량비디오데이터를통해학습한세계지식을바탕으로인간과유사한수준의인식과추론능력을갖춘것을

일정하고객관적으로평가하는방법이다. 이러한일관성과객관성은지능연구가주관적으로상대적인기준에의해표류하지
않고 지능 기술의 개발을 가속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준의 비디오 스토리 이해 기반의
질의응답기술개발을위한비디오데이터셋을정의를제안하고, MovieQA, LSMDC, YouTube-8M을중심으로선행연구를
검토하고차별점을논한다.

1 서론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도 인공지능 국가전략프

로젝트 비디오 튜링 테스트(Video Turing Test): 인간 수준의 비디

오이해지능및검증기술개발의세부과제,비디오튜링테스트를

통과할 수준의 비디오 스토리 이해 기반의 질의응답 기술 개발를

수행하기위하여비디오데이터를평가항목과함께정의하고학습

을위한관련주석(annotaion)을수집한다.

Visual Turing Test (VTT) [1, 2]는대용량비디오데이터를통해

세계 지식을 학습하고, 응용 문제에서는 주어진 비디오를 인간과

유사한수준으로인식하고추론하는비디오이해지능을평가하는

검사이다.

2 선행연구

비디오튜링테스트를통과할수준의비디오스토리이해기반의

질의응답기술개발을위하여MovieQA, LSMDC, YouTube-8M을

중심으로선행연구를검토한다.

2.1 MovieQA

MovieQA [3]는 비디오와 텍스트로부터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긴 문장 형태의 질의응답과 영화 형태의 비

디오를사용한최초의데이터셋이다. 408편의영화에대해비디오

클립,자막,줄거리 (plot synopses),대본 (script), DVS (Described

Video Service)등 5가지유형의스토리소스와 14,944개의오지선

다형 질의응답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표1는 MovieQA 데이터셋

및질의응답쌍에대한통계를보여주며,비디오와텍스트두가지

형태의 질의응답을 지원한다. 질의와 응답은 각각 평균 9개 및 5

개단어로구성어있으며,비디오기반질의응답은자막을포함하고

표 1: MovieQA데이터셋및질의응답쌍에대한통계.

Story # Movie # QA # Sentence # Words
sources pairs / Movie in sentence
Videos 140 6,462 - -
Subtitles 408 14,944 1558.3 6.2
Plot Synopses 408 14,944 35.2 20.3
Scripts 199 7,810 2876.8 8.3
DVS 60 2,446 636.3 9.3

있는 영화 140편에 대해 작성되어 있고 질의응답을 위해 평균 약

200초길이의비디오가제공된다. why, how, abstract과같은추론

기반 질의가 전체 질의의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why 관련 질

의에대한응답이평균적으로가장많은단어수를가진다.

그러나MovieQA의모든질의는 Wikipedia의줄거리를통해작

성되어, 질의응답과 관련된 모든 장면이 비디오 클립에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6,464개의질의응답수대비데이터셋크기가충분치

않아성능의일관성이떨어진다 [4].

2.2 LSMDC

LSMDC(Large Scale Movie Description Challenge) [5]는

ICCV 2015부터 열리고 있는 대회의 이름이다. 이 대회의 데이터

셋은다양한주제의영화를토대로만들어져서비디오튜링테스트

를위한데이터셋검토에적합하다. 표2와같이 LSMDC데이터셋

은 202개의영화로부터 118,114개의비디오클립과그것을묘사하

는문장이한쌍을이룬다. 비디오클립은평균 4.8초이며,여기서

묘사하는 문장은 가장 중요한 시각 정보인 행위, 동작, 배경, 인물

외양을잘묘사하는 Audio Desciprtion(AD)을사용했다 [6].

LSMDC에서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세 가지 과제가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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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LSMDC데이터셋통계

Dataset Movies Words Sentences Clips

Training 153 913,841 91,941 91,908
Validation 12 63,789 6,542 6,542
Public Test 17 87,147 10,053 10,053
Blind Test 20 83,766 9,578 9,578

Total 202 1,148,543 118,114 118,081

다 [7]. 첫 번째 과제는, 비디오 클립이 주어지면 그것을 묘사하는

문장을생성한다. 생성한문장은사람에의해서 correctness, gram-

mar, relevence, helpful for blind 네 가지로 평가되고, BLEU-1,

BLEU-2, BLEU-3, BLEU-4, METEOR, ROUGE-L, CIDEr-D으

로평가된다. 두번째과제는,비디오클립의여러장면과 5개의문

장이주어지면장면을묘사하는가장적합한문장을선택하는문제

이며, 총 10,053개의문제가있다. 세번째과제는, 사람의행위에

관한구(e.g. answering phone)가주어지면그에맞는비디오클립

을특정 1000개중에서찾는것이다.

LSMDC데이터셋은비디오에대한장면묘사를하는것이목표

이고 비디오 튜링 테스트 데이터셋은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목표

라는차이점이있지만장면에대한알맞고자세한묘사는 LSMDC

에서계승해야할것이다.

2.3 YouTube-8M

YouTube-8M은 7백만여개의YouTube동영상에대한 4,716개의

레이블로 구성된 동영상 데이터셋이며, 대규모 비디오이해를 위한

연구에적합하도록만들어졌다. [8]이데이터셋은대략 447,000시

간정도의비디오를표현하고있는데,이러한대규모비디오데이터

를다루기위한공간적/계산적인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미리계산

되고압축된동영상특징벡터(feature)를제공한다. 동영상의시각

특징벡터는 ImageNet을이용하여학습된 Inception-V3 image an-

notation model을이용하여추출되었고, 청각특징벡터는 Hershey

et al. [9]을이용하여추출되었다. 각특징벡터의갯수는대략 160

억개이다. 각 비디오 별 label의 갯수는 평균적으로 3.4개가 있고

각각의 label은 4,716개의 Google Knowledge Graph개체들이다.

대용량비디오를수천개의 class로분류한다는점에서 ImageNet

의비디오버젼이라고볼수있다. 앞서다루었던두데이터셋이영

화를 주로 다루었던 것과 다르게 YouTube에서 게임, 예술&오락,

자동차, 컴퓨터&전자기기, 음식, 비즈니스&산업, 스포츠 등의 다

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YouTube-8M 데이터셋으로 주

어진 영상을 알맞은 주제로 분류하는 문제는 해결 가능하겠지만,

영상의 줄거리와 같은 시공간적 문맥을 이해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문제는해결이불가능하다.

3 비디오튜링테스트

인간 수준의 비디오 이해 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일은

고도화 되어 가는 정보사회에서 많은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제안된 다양한 방법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없다면 파편화된 연구를 피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본 섹션에서는 비디오 튜링 테스트(Video Turing Test,

VTT)를제안하고이의타당성을논의한다.

3.1 컨텐츠평가

비디오데이터는일상생활에서부터컴퓨터영상을활용한공상

영화까지의다양성을가지고있다. 그러나이야기를담고있는비

디오는 등장 인물과, 시간에 따른 등장 인물의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 그리고 등장 인물과의 관계 변화가 관찰된다. 이는 비디오

이해의바탕이기도하면서시청자의반응을일으키는핵심요소로

작용한다. 예를들면,등장인물이성장하면서내적,외적의변화를

통해 시청자는 그러한 변화에 공감하기도 하고, 등장 인물간의 갈

등을통해해당인물에대한연민이나분노로반응할수있다.

비디오튜링테스트는다음과같은컨텐츠평가요소를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앞서 논의한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뛰어넘

을수있다.

등장인물인식 어떤장면에서인물이등장했음을인식하는정도

를측정한다. 등장인물인식 [5]이제대로되어야만비디오스토리

이해가가능하다. 사람혹은사람이상의높은정확도가필요하다.

다음식으로정확도를측정한다.

(인물의등장을맞춘횟수) / (인물의등장횟수) * 100 (%)

등장 인물의 감성·의도·유형 인지 첫번째로, 인물의 감성은 스토

리에 중요한 구성요소다. 폴 에크만의 기본 감성 6 종류 (기쁨, 슬

픔,분노,공포,놀람,혐오)와사회적감성으로서공감감성 2종류

(happy-for; sad-for)를 인지하고, 이 때 각 감성에 대한 인식률을

사람과 AI시스템간비교평가한다. 두번째로,서사의시작,중간,

결말에서각캐릭터의의도(숨겨진목적)파악을사람과 AI시스템

간 비교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등장인물의 유형(persona)을 맞추

는정확도를아래와같이측정한다.

(등장인물유형맞춘횟수) / (등장인물수) * 100 (%)

등장인물관계분류 등장인물간의관계를맞추는정확도를다음

식으로측정한다.

(등장인물간의관계맞춘횟수) / (등장인물수)2 / 2 * 100 (%)

대화생성 기계가대답한문장이사람이대답한문장인지아닌지

를피험자에게질의하여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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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이해 질의응답 데이터셋에 대한 질의응답의 정확도는

다음과같은방법으로측정한다.

(질의맞춘횟수) / (전체질의수) * 100 (%)

또한, 후속(follow-up) 질의에 대해서 위와 같은 식을 계산하여 질

의 응답의 정확도를 측정한다. 후속 질의는 컨텍스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의대화형태인질의내에서의응답정확도를의미한다.

3.2 난이도평가

평가체계를분류하는다른축으로난이도를기준으로분류하여

제안된기술의수준을평가할수있다. 비디오이해가영유아부터

교육수준에따라비례하여증가한다는가정으로평가항목을다시

평가하여 난이도를 분류하는 메타 평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 [10].

임의의평가자를모집하여특정평가항목을바르게이해하고답할

수있는데에필요한연령을평가하여수집한다. 수집된연령의통

계 정보는 해당 평가 항목의 난이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제안된 기술의 수준을 인간의 나이로 환산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장점이있다.

4 논의

객관식측정의한계 객관식측정은다량의평가를정량적으로나

타내기에좋다. 하지만제한된선택지내에서선택하는것은비디

오이해지능을제대로평가하는시험유형이라고볼수는없다. 비

디오이해지능은다양한측면에서파악할수있는데,측정방법을

한정할 경우 그 방법 만들기에 적절한 영역만을 평가하게 되기 때

문이다.

5 결론

비디오튜링테스트를위한데이터셋은앞서살펴본선행연구의

데이터셋을참고하여장면에대한알맞고자세한묘사가되어있어

야하며,동시에비디오에잠재되어있는문맥을포함할수있게만

들어져야할것이다. 또한비디오의여러가지컨텐츠를평가할수

있도록만들어져야한다. 이런요소가포함된데이터셋을통한테

스트는 앞선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기에 본 논문에

서는 비디오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준의 질의응답 기술 개발을

위한비디오데이터셋정의를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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