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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드라마 비디오를 대상으로 하는 질의응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질의에 따른 주의 집중을 이용한 계층적 비디오

스토리모델링기법을제안한다. 본모델연구에사용하였던데이터셋은 FriendsQA데이터셋으로 2,963개드라마비디오에
대한 25,690개의질의응답이존재한다. FriendsQA데이터셋은기존의선행되어왔던비디오스토리관련데이터셋보다많은
데이터 크기, 학습과 평가가 일관성있는 도메인에서 이루어진다는점, 질의응답 작성자가 스토리가 연계되는 비디오를 직접
시청하고 질의응답이 생성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디오 스토리 모델링 기법은
스토리를 계층적으로 임베딩하여 여러 레벨에서 스토리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질문에서 가장 알맞은 계층에 주의 집중하여

정답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비디오에서 인물의 음성정보를 저차원 수준의 정보를 추출하는 데 사용하여 기존의 자막만을
이용한모델링기법과차이점을지닌다.

1 서론

최근 비디오 스토리 모델링 분야는 시각 및 자연어 처리 연구

를융합하는고난이도분야로새롭게떠오르고있다. 시각및자연

어처리의융합된영역을다루는대표적인분야는 Visual Question

Answering (VQA)가 있다.[1, 2] 하지만,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

문제는이미지와는차원이다르게많은정보를내포하는비디오자

체의특성과그특성에서오는질의의다양한종류로인한문제난

이도의증가로인해해결하기어려운분야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한 데이터셋 수집의 장벽 때문에 현재 선

행되어있는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 데이터셋은 여러가지 한계점

을지니고있다. 비디오의스토리기반질의응답데이터셋에는대

표적으로 MovieQA[3]와 PororoQA[4]가있다. MovieQA데이터

셋은 영화의 plot synopses를 이용하여 질의응답을 생성하였기 때

문에 질의응답을 하기 위한 내용이 영화의 영상 자체에서는 추론

되기힘든경우가있고,난이도에비해이를해결하기위한충분한

데이터가없다. PororoQA데이터셋에서는아동만화의짧은장면

에대한질의응답을생성하였다. 하지만데이터수집시에발화한

문장의짧은동영상을대상으로질문을수집하였기때문에 Story에

서 나타나는 문맥에 대한 모델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데이터셋들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본논문에서는드라

마 FRIENDS를 컨텐츠로 하는 FriendsQA 데이터셋을 소개한다.

FriendsQA는 1)기존의데이터셋대비대략 3-4배정도의질의응

답쌍을보유하며 2)데이터수집과정에서평균적으로 90초정도의

비디오를직접보고질의응답을생성하여질의응답의정답을비디

오에서직접추론가능하며 3)학습과평가시에내용상의일관성이

있어기존데이터셋들의여러단점을극복할수있는장점이있다.

이러한질의응답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본논문에서는계층적

으로 스토리를 메모리 상에 임베딩하고, 질문에 대한 적절한 수준

의임베딩에주의집중하여정답을추론하는모델을제안한다. 이

모델은기존의비디오스토리질의응답을위한모델들에서자막과

영상이미지정보만을사용했던것과달리비디오의오디오정보를

추가로사용하여오디오에서등장인물의목소리에담긴화자정보,

감정정보를활용하는것을목표로한다.

2 선행연구

2.1 비디오기반질의응답데이터셋

비디오 스토리 기반 질의응답 데이터셋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데

이터셋은 MovieQA 데이터셋이다.[3] MovieQA 데이터셋은 140

개의 영화에 대해 대략 6,500개의 질의응답 쌍이 존재하며 평균적

인 비디오의 길이는 200초 내외이다. 이 데이터셋은 기존의 비디

오데이터셋과는상대적으로긴길이의비디오에서줄거리를파악

하는연구를가속화하기위해만들어졌다.

PororoQA데이터셋은아동만화를기반으로만들어진비디오스

토리 질의응답 데이터셋이다.[4] PororoQA 데이터셋은 MovieQA

데이터셋보다 많은 수의 질의응답 쌍이 있으며, 비디오 스토리 질

의응답의난이도를도전가능한수준으로만들기위하여제한된인

물과단어들이등장하는아동만화를사용하였다. 이논문에서제안

한 Deep Embedded Memory Netowrk (DEMN) 모델에서는 Deep

residual networks (Kaiming et al., 2016)와 encoder-decoder deep

model (Kiros et al., 2015b)을사용하여하나의장면과대화에해당

하는특징벡터 (vi, li)를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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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riendsQA데이터셋의예시

2.2 음성인식모델

MFCCs는 음성인식 분야에서 오디오 특징 추출을 널리 쓰이는

기법이다.[5] MFCCs특징추출기법과딥러닝모델을활용하여화

자특징을분류한사례가있다.[6]

3 데이터셋

FriendsQA 데이터셋은 2,963개의 영상에 대하여 train, valida-

tion set을 모두 포함하여 25,690 쌍의 질의응답이 존재한다. 영상

하나의 평균 길이는 95초이고, 질문의 평균 단어 갯수는 대략 10

개 선택지에 사용되는 단어의 평균 갯수는 대략 7개이다. 질의응

답 모두 자연어로 된 문장으로 되어있다는 특징이 있다. 사용되

는 질의의 종류는 8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

다. Relationship은인물사이의관계, Abstract은인물의생각, Gag

는 유머 요소, Emotion은 감정을 포함하는 질문 종류에 해당하며,

Action/Reason/Person은각각행동/이유/사람에대한질문인데앞

서 나누었던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Story는이이외의모든비디오줄거리관련질문으로분류한다.

그림 2: FriendsQA데이터셋에서질의종류분포

4 제안모델

제안하는 질의에 따른 주의집중을 이용한 계층적 비디오 스토

리 모델링 기법은 비디오의 이미지 프레임, 오디오, 자막을 이용

하여비디오줄거리를모델링한다. 우선비디오입력을자막이있

는 부분에 대한 segment로 나누어 한 자막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한 segment를 shot이라고 정의한다. shot으로 나누어진 비디오는

X = {(vi,ai, si)}i=1,...,|X|이라고정의할수있다. 이때 vi는 im-

age sequence이며, ai는추출된소리 feature, si는word embedding

vector들의집합이다.

4.1 Shot Feature추출

ai의경우는 [6]에서사용된MFCC기반의 CNN모델사용한다.

한 shot의소리데이터에대하여 40ms Hamming windows기법으

로 25ms만큼중복되도록하여구간을나누고가장낮은 39차원의

feature를추출한다. 추출된 (N, 39)차원의 feature에대하여 filter

의갯수가다수인 1-D CNN을두번적용하고 global max pooling

을 이용하여 고정된 차원의 audio feature를 추출할 수 있다. 이를

한층의 Fully connected layer와이용하여 300차원의벡터

si의 경우는 [7]에서 pre-trained 모델을 사용하여 word embed-

ding을추출하고이word단위의 feature를양방향 LSTM (Hochre-

iter et al., 1997; Schuster et al., 1997)의입력으로넣어고정된차

원의 특징벡터를 구할수 있다. 이를 ai과의 multimodal joint em-

bedding을통해서 vi의주의집중특징벡터로사용할수있다. ai

와 si를 vi의 2,048차원으로임베딩한후더하여 joint embedding

벡터 ei를만든다.

vi의경우는하나의 shot에대해서초당세프레임을샘플링한다.

샘플된이미지마다 ImageNet pre-trained ResNet-152을적용하여

(7, 7, 2, 048)차원의텐서를추출한뒤에앞서구한 ei을내적하여

(7, 7)차원의 attention값을얻는다. 이 attention값을이용하여추

출된텐서에곱하여 49개의 2,048특징벡터를모두더하면프레임

특징벡터를구할수있다. 이렇게이미지에대한특징벡터를구하

면하나의 shot에대해서가변길이의특징벡터를얻을수있는데,

이를평균내어하나의 shot에대한 vi로나타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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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질의에따른주의집중을이용한계층적비디오스토리모델링기법

4.2 질의응답모델

하나의 Shot에 대해여 구한 세가지 Feature를 각각

{vi, ai, si}i=1,...,|X| 이라고 하고, 질문 특징벡터를 q, 선택지

특징벡터를 {ai}라고 하자. 이때, 질문과 선택지의 특징벡터는

앞서 자막 특징벡터인 si를 추출할 때 사용되었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vi, ai, si를 concatenation하여 shot feature를

구하고, 이를 여러 계층의 convolution을 통해 계층적으로 나타내

볼 수 있다. 제안하는 모델은 3에서와 같이 세 층의 1-D CNN을

이용하여 여러 계층으로 shot feature를 임베딩하고 각각의 임베딩

벡터들에 대해서 global max-pooling을 통해서 여러 수준의

video embedding을 구한다. 구해진 video embedding에 q의 선형

변환을 이용한 주의 집중으로 attention 수치를 곱하여 더해주면

질문에 가장 적절한 video embedding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선택지와 dot-product similarity를이용하여최종답안을

선택한다.

5 논의

제안하는 모델은 각각의 프레임별로 최소 1.6 MB가 필요하며,

각각의 shot에수십프레임이있고비디오마다 shot이수십개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모델 계산에 상당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에 제안하는 모델을 간소화하는 방

식에대하여고려해봐야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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