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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디오 질의응답(VideoQA)은 비디오 이해를 위한 인공지능의 수준을 측정하는 하나의 평가 기준이다. 기존에 비디오
질의응답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는 비디오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아 제한된 수준의 이해만 평가하거나
여러 난이도의 이해를 동시에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대규모 비디오 질의응답
데이터셋으로 DramaQA 데이터셋을 제안한다. DramaQA는 한국의 인기 TV 드라마 또 오해영1 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비디
오 질의응답 데이터셋이다. 이 데이터 셋에는 4가지 수준의 난이도에 따른 질의응답과 다수준의 캐릭터 중심 스토리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DramaQA 데이터셋은 인간 수준의 비디오 스토리 이해를 평가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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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 관련 연구
비디오 이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연구자들
은 비디오 질의응답 데이터셋을 보편적인 비디오 이해지능의 판

최근, 비디오 스토리 관련 데이터셋 중 비디오 질의응답

단 지표로 삼으며 여러 비디오 질의응답 데이터셋들을 제안해왔다.

(VideoQA) 데이터셋은 비디오 스토리 이해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데이터셋들 MovieQA[1], PororoQA[2],

보편적인 평가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MarioQA[3], TGIF-QA[4], TVQA[5]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 연

비디오 질의응답 데이터셋을 제안하였지만 [1, 2, 3, 4, 5], 그 데이

구들이 제안한 데이터셋들을 검토해보고 우리가 제안하는 Dra-

터셋들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비디오 스토리 이해란 무엇인가”에 maQA 데이터셋이 기여하는 바를 서술해보고자 한다.
MovieQA는 영화 내의 영상과 글의 스토리 이해를 평가하는

대한 심도있는 고찰 없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이전 연구에서 수집된 질의들은 질의의 난이도나 대상

목적을 가지고 있다. MovieQA에서 질의응답 쌍은 영화 전체를

비디오의 길이에 따른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수집되었다. 직접 보는 대신에 plot synopses를 읽은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부재는 비디오 스토리 이해에 대한 완전한

졌다. PororoQA는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기에

평가지표로 사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MovieQA 데이터셋에 비하여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둘째로, 이전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스토리 설명문들은 비디오의 인 있다는 특징이 있다. MarioQA 데이터셋 또한 유명한 게임 마리오
물 중심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물 중심의 설명은 스토리

를 대상으로 촬영된 인공적인 비디오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를 일관성있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6].

데이터셋은 여러 이벤트들 사이의 시간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 드라마 또 을 맞추었기 때문에, 마리오 게임에서 추출된 이벤트들로 부터 정해
오해영을 대상으로 수집된 비디오 질의응답 세트인 DramaQA 데 진 몇 가지 패턴에 의해 질의가 생성되었다. TGIF-QA 데이터셋은
이터셋을 소개하고자 한다. DramaQA 데이터셋은 네 개의 난이도 GIF 포맷의 짧은 영상으로부터 나오는 시각적인 정보에만 초점을
로 분류된 질의가 있다. 이 질의들은 [7]에 기초하여 분류되었다. 맞추었다. TGIF-QA는 질의를 반복 횟수, 반복되는 행동, 상태 변
질의응답과 설명문을 수집 과정에서 훈련된 인력을 사용하여 높은 화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질의들은 비
퀄리티를 보장하고 있으며, 질문 난이도 간의 다양성 또한 고루 분 디오 내에서의 시공간적 추론을 필요로 한다. TVQA 데이터셋은
포한다. 또한, DramaQA 데이터셋은 다수준의 비디오 영상(shot 시트콤, 의학, 범죄 주제의 6개의 유명 TV 쇼에 기반하여 만들어
단위와 scene 단위) 인물 중심의 설명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중 진 데이터셋이다. TVQA에서는 모든 질의응답이 60초에서 90초
심 이론의 관점에서 스토리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6]. 우리 사이의 비디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비디오에서 질의응답을
는 DramaQA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것이 관련된 연구자들이 인간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구간이 명시되어 있다. TVQA 데
수준의 스토리 이해를 평가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 이터셋에서 질의응답을 수행하기 위해선 자막 기반의 대화와 관련
고 있다.

된 시각적 개념들을 모두 이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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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ramaQA 데이터셋의 예제. 질의의 난이도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비디오 이해 지능을 평가하고자 했으며, 다수준의 비디오
길이에 대한 설명문이 함께 제공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ramaQA 데이터셋은 이러한 학술적 흐 3.1 질의 난이도 분류 방법
름에서, 질의의 난이도를 구별하여 비디오 지능 이해의 단계 평가
하고자 했으며 비디오 길이에 맞는 다수준의 일관성 있는 설명문을
추가하여 비디오 스토리를 여러 수준에서 표현하려고 했다는데 의
의가 있다.

[7]에 근거하여, 우리는 두 가지 기준축으로 질의의 난이도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 기준축은 비디오의 길이가 되는 Memory Capacity (MC)와 논리적 추론의 횟수와 관련된 Logical Complexity (LC)이다. Memory Capacity는 Shot 단위와 Scene 단위로
나누어지며, Logical Complexity는 supporting fact2 의 갯수와 time
fact3 의 사용 여부, 그리고 인과관계 추론의 여부에 따라서 네가지

3

DramaQA 데이터셋

난이도로 분류된다. Memory Capacity와 Logical Complexity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은 [7]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네 가지 질의의 난이

데이터셋을 소개하기에 앞서 우선 비디오의 길이에 따라서 나눈 도가 가지고 있는 Memory Capacity 단계와 Logical Complexity
두 가지 개념, Shot 단위와 Scene 단위를 정의한다. Shot 단위는 배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경이 동일한 프레임들의 연속으로 구성되어있는 비디오 단위이며
Scene 단위는 특정한 주제나 테마로 일관되어 의미적으로 관련된

Lv 1: MC (shot), LC (single supporting fact).

Shot 단위들의 연속된 집합으로 정의한다 [8].

Lv 2: MC (shot), LC (multiple supporting facts).

DramaQA 데이터셋은 18부작으로 이루어져있는 한국 유명 TV
드라마인 또 오해영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각 Shot의 경계는 연
속된 프레임간의 절대차의 합으로 자동적으로 나누었고, Scene은
의미적으로 일관된 여러 Shot을 직접 합쳐서 구성하였다. 전체 비

Lv 3: MC (scene), LC (multiple supporting facts w/ time).
Lv 4: MC (scene), LC (reason for causality).
3.2 설명문 작성 방법
비디오 스토리 설명문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드라마 또 오해영

디오는 803개의 Scene단위와 23,125개의 Shot으로 이루어져있다.

Scene 단위의 평균 길이는 92 초로 되어있으며 Shot 단위의 평균 길 에 등장하는 20명의 인물들로 제한하였다. 또한, 일관된 비디오 추
이는 3.2초이다. 다른 데이터셋과 비교한 DramaQA의 통계는 표 1 상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Shot 단위에서는 한 문장으로 설명문
을 제한하였으며, Scene 단위에서는 두 문장에서 세 문장으로 제한

에서 찾아볼 수 있다.

DramaQA 데이터셋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난이도의 하였다. DramaQA 데이터셋의 예시는 그림 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질의응답 쌍은 총 15,761개로 1단계 난이도는 7,991개, 2단계 난이
도는 4,116개, 3단계 난이도는 1,833개, 4단계 난이도는 1,821개가
있다. 각각의 질의응답의 대상이 되는 비디오에 대한 설명문은 총
13,034개가 제공되며, Scene 단위에 대한 설명문과 Shot 단위에 대
한 설명문으로 나누어진다.

2) 주어-관계-목적어 형태로 추상화할 수 있는 개념
3) 시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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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oQA [3]
TGIF-QA [4]
MovieQA [1]
PororoQA [2]
TVQA [5]
DramaQA

Video
Src.

#Q

AType

Total
len. (h)

Video
len. (s)

Supp.
material

Game
Tumblr GIFs
Movie
Cartoon
TV show

187,757
165,165
6,462
8,913
152,545

MC
OE&MC
MC
MC
MC

61.8
381
6.3
461.2

3.1
202.7
1.4
76.2

TV show

15,761

MC

20.5

-

Plot, DVS, Subtitle
Description, Subtitle
Timestamp, Subtitle
Subtitle, QA level,
Multi-level descriptions

Q. lev
X

표 1: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ramaQA와 관련 비디오 질의응답 데이터셋의 비교.

4 결론

[6] B. J. Grosz, S. Weinstein, and A. K. Joshi, “Centering: A
framework for modeling the local coherence of discourse,”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기 TV 드라마 또 오해영을 기반으로 한

Computational linguistics, vol. 21, no. 2, pp. 203–225, 1995.

대규모 비디오 질의응답 데이터셋 DramaQA를 소개하였다. 네가
지 수준의 난이도에 따른 질의응답과 다수준의 캐릭터 중심 스토리 [7] Y. Heo, K. On, S. Choi, J. Lim, J. Kim, J. Ryu, B. Bae, and
B. Zhang, “Constructing hierarchical q&a datasets for video
설명이 포함되어 기존의 연구에서 보였던 비디오 질의응답 데이터
story understanding,” CoRR, vol. abs/1904.00623, 2019.

셋의 한계를 극복하였고, 이를 통해 관련된 연구자들이 인간 수준의
비디오 스토리 이해를 평가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8] Y. Zhai and M. Shah, “Video scene segmentation using markov

있다.

chain monte carlo,” IEEE transactions on Multimedia, vol. 8,
no. 4, pp. 686–69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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