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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멀티모달 학습 기법의 부분은 데이터에 포함된 컨텐츠 모델링을 통한 지식획득보다는 

이미지나 비디오 검색  태깅 등 구체  문제 해결에 집 되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모달 개념계

층모델을 이용하여 만화 비디오로부터 컨텐츠를 학습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학습된 모델로부터 등장인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막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멀티모달 개념계층 모델은 개념변수층과 단어와 이미지 

패치의 고차 패턴을 표 하는 멀티모달 하이퍼네트워크층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모델구조를 통해 각각의 

개념변수는 단어와 이미지패치 변수들의 확률분포로 표 된다. 제안하는 모델은 비디오의 자막과 화면 이

미지로부터 등장 인물의 특성을 개념으로서 학습하며 이는 순차  베이지안 학습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학

습된 개념을 기반으로 텍스트 질의가 주어질 때 등장인물의 특성을 고려한 비디오 자막을 생성한다. 실험

을 해 총 268분 상 시간의 유아용 비디오 ‘뽀로로’로부터 등장인물들의 개념이 학습되고 학습된 모델로

부터 각각의 등장인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막 문장을 생성했으며 이를 기존의 멀티모달 학습모델과 비교했

다. 실험결과는 멀티모달 개념계층모델은 다른 모델들에 비해 더 정확한 자막 문장이 생성됨을 보여 다. 

한 동일한 질의어에 해서도 등장인물의 특성을 반 하는 다양한 문장이 생성됨을 확인하 다.

키워드: 멀티모달 학습, 개념 학습, 컨텐츠 모델링, 문장 생성

Abstract Previous multimodal learning methods focus on problem-solving aspects, such as image 

and video search and tagging, rather than on knowledge acquisition via content modeling.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ultimodal Concept Hierarchy (MuCH), which is a content modeling method 

that uses a cartoon video dataset and a character-based subtitle generation method from the learned 

model. The MuCH model has a multimodal hypernetwork layer, in which the patterns of the words 

and image patches are represented, and a concept layer, in which each concept variable is re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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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words and the image patches. The model can lear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s as concepts from the video subtitles and scene images by using a Bayesian learning 

method and can also generate character-based subtitles from the learned model if text queries are 

provided. As an experiment, the MuCH model learned concepts from ‘Pororo’ cartoon videos with a total 

of 268 minutes in length and generated character-based subtitles. Finally, we compare the results with 

those of other multimodal learning models. The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 that given the same text 

query, our model generates more accurate and more character-specific subtitles than other models. 

Keywords: multimodal learning, concept learning, content modeling, sentence generation

1. 서 론

스마트폰과 유튜  등 IT의 발 을 통해 이미지, 동

상 데이터가 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멀티모달 데이

터로부터 지식을 학습하는 기법에 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deep learning 는 비모수 베

이지안 모델, Topic model 등을 활용한 corr-LDA 등 

다양한 멀티모달 학습 기법이 연구되어 왔으나[1-4]. 

부분은 데이터에 포함된 컨텐츠를 모델링하여 지식을 

학습하기 보다는 이미지나 비디오 검색  태깅 등 구

체 인 문제 해결에 집 되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하

이퍼네트워크 모델[5]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지속 인 증

가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을 효과 으로 학습할 수 있는 

멀티모달 개념계층모델을 소개하고 유아용 만화 비디오

로부터 컨텐츠를 모델링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최  

DNA컴퓨 을 한 시뮬 이션 모델로서[6] 제안된 하

이퍼네트워크는 인간의 기억 방식과 유사하게 정보를 

단편  컨텐츠 기반으로 장 는 검색(content-address-

able memory)할 수 있으며[5] 패턴인식과 질병진단 등 

다양한 문제에 성공 으로 용되어 왔다[7-10]. 하이퍼

네트워크를 이용한 SPC(Sparse Population Coding) 모

델은 만화 비디오 컨텐츠를 모델링하기 해서 제안되

었다[11]. SPC 모델에서는 차원의 이미지와 텍스트 정

보를 담고 있는 각각의 microcode가 부분 메모리(partial 

memory)와 같이 작용하며 microcode들의 집합으로 하

나의 고차원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deep neural 

network와 달리 시간에 따른 개념의 변화를 학습할 수 

있고 모델의 구조가 데이터에 맞게 변하는 장 이 있는 

반면 모델구조에 계층이 없어 복잡한 패턴의 데이터를 

효과 으로 학습할 수 없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멀티모달 개념계층모델(Multi-

modal concept hierarchy)은 계층  구조로 구성되며 

하 층은 SPC모델과 같이 단어와 이미지 패치의 고차 

패턴을 표 하는 하이퍼그래 (hypergraph) 구조[4]를 

포함하고 상 층은 개념변수들로 구성되며 이 개념변수

들은 하 층의 유사한 특성을 갖는 하이퍼에지(hyper-

edge)들로 구성된 부분그래 와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 

개념변수는 등장인물의 특성을 나타내며 만화 비디오로

부터의 등장인물 개념 학습은 순차  베이지안 추론으

로 설명된다. 그리고 텍스트 질의가 주어질 때 학습된 

개념을 바탕으로 멀티모달 추론을 통해 등장 인물의 특

성을 고려한 비디오 자막을 생성한다. 실험을 해 총 

52개 에피소드 268분 상 시간의 유아용 만화 비디오 

‘뽀로로 시즌 3’를 사용하 다. ‘뽀로로’의 등장인물들의 

개념을 학습시킨 후 모델로부터 등장인물의 특성을 고

려한 비디오의 자막을 생성하고 이를 기존의 멀티모달 

학습모델과 비교해본 결과 멀티모달 개념계층모델이 다

른 모델들보다 더 정확한 자막 문장을 생성함을 확인했

다. 한 동일한 질의어에 해서도 등장인물의 특성을 

반 하는 다양한 문장을 생성함을 확인하 다.

2. 멀티모달 개념계층모델

멀티모달 개념계층 모델(Multimodal Concept Hierarchy: 

MuCH)은 계층구조로 표 되며 하 층은 하이퍼그래  

구조를 이용하여 단어와 이미지 패치의 고차 패턴을 표

하는 하이퍼에지 집합으로 구성된다(그림 1(a)). 상

층은 하이퍼에지의 부분집합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변수

들을 포함하며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개념 변수는 한 

명의 등장인물에 응된다(그림 1(b)). 비디오의 화면이

미지와 자막 데이터로부터 이미지 패치들과 단어들이 

추출되고 추출된 이미지 패치와 단어는 그래 에서 각

각 하나의 노드 r 는 w에 응된다. 그러므로 하이퍼

에지들은 단어와 이미지 패치의 고차 패턴을 표 할 수 

있다[10]. 하이퍼에지를 구성하는 이미지 패치와 단어들

의 패턴 연 성은 하이퍼에지의 가 치로 표 된다. 그

리고 상 층의 개념변수들은 해당 개념변수와 연 성이 

큰 패치  단어들로 구성된 하이퍼에지의 부분집합과 

연결되며 개념변수들은 하이퍼에지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구조를 통해 등장인물들은 단어와 이미지패

치 변수들의 확률분포로 표 된다.

인지과학 으로 살펴보면 이 모델은 개념변수들이 이

미지 패치, 단어들과 직  연결되어 있다는 에서 사람

의 인지가 시각, 언어, 청각 등과 같은 모달리티들에 근거

하고 있는 grounded cognition[12,13]을 반 한다. 

grounded cognition 입장에서 개념은 뇌의 association 

area에서 객체의 여러 모달리티 정보를 통합하여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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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 example of hyperedges (b) An example of multimodal concept hierarchy model

그림 1 멀티모달 개념계층모델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multimodal concept hierarchy model

고 나 에 객채의 개념을 재 할 때 association area가 

통합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각각의 모달리티를 재활성화

시킨다[14]. 이는 MuCH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유사하다.

모델의 학습과정을 수식으로 정의하면 화면이미지-자

막 데이터에서 추출된 이미지 패치와 단어는 각각 이진벡

터인 r=(r1,…,rN)과 w=(w1,…,wM)으로 표 되고 등장인

물 정보는 이진벡터 c=(c1,…,cK)로 나타내어진다. 이때, 

모델의 라미터 =(e, α)와 등장인물 정보 c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 패치-자막 의 확률분포는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e는 하이퍼에지의 집합을, 는 하이퍼에지 가

치 집합을 의미한다. 멀티모달 계층모델은 비디오에서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순차 으로 학습하게 되고 학

습 단 는 에피소드 하나씩이다. 학습 기 모델은 매우 

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하이퍼에지들의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진  학습 기법을 통해[15] 새로

운 데이터를 학습할수록 최 의 하이퍼에지 개수와 가

치 값을 탐색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 차는 순차  

베이지안 추론을 통해 정의되고 식은 다음과 같다.

  (2)

pt는 t번째 에피소드에서 확률분포를 의미하고 t번째 에

피소드가 들어왔을 때 prior 분포 pt-1()는 posterior 

분포를 계산하는데 사용이 된다. 여기서 계산된 poste-

rior 분포 pt()는 다음 단계에서 prior로 사용된다. 식 

(2)는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

(3)

여기서 Dt는 t번째 에피소드의 데이터 크기이다. 학

습은 log함수를 사용하여 log likelihood를 최 화하는 방

식으로 이 진다.

(4)

의 식에서 첫번째 항은 등장인물정보와 모델의 라

미터가 주어졌을 때 단어와 이미지 패치 생성과 련이 

있고 두번째 항은 모델을 통해 등장인물의 동시등장 

측과 련이 있다. 마지막 항은 지난 단계에서 학습한 

모델을 반 한다.

데이터 생성 항은 단어 생성과 이미지 생성으로 나눠

질 수가 있다.

 (5)

이 때, 특정 단어와 이미지 패치가 생성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6)

      (7)

sm은 s의 m번째 요소를 나타내며 e
c
는 c

(d)
에서 값이 1인 

등장인물과 연결된 하이퍼에지들의 부분집합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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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등장인물 기반 문장생성의 

Fig. 2 An example of character-based sentence generation 

다. ei
w와 ei

r은 i번째 하이퍼에지의 단어와 이미지 패치 

벡터를 나타낸다. 하이퍼에지의 기 가 치는 해당 하

이퍼에지가 포함하고 있는 단어와 이미지 패치가 새로 

얻은 데이터에서 얼만큼 자주 등장하는지에 한 함수

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r(d)･ei
r와 w(d)･ei

w는 주어진 데이터 r(d) 와 w(d)가 

각각 i번째 하이퍼에지의 단어 벡터, 이미지 패치 벡터

들과 내 한 값으로 새로 얻은 데이터와 하이퍼에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비슷할수록 높은 값을 갖게 된다. 

g(ei)는 ei 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tf-idf 값의 기하평균

이고 일부 functional word들이 비정상 으로 큰 가

치를 갖게 되는 경우를 막는다.  는 1보다 작은 음수가 

아닌 값이고 λ는 moderating 상수이다. 그러므로, 식 

(4)의 첫 번째 항은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단어와 이미지 

패치의 분포가 새롭게 얻은 단어와 이미지 패치의 분포

와 유사할수록 높아진다.

한, 의 식을 계산하기 해서 서로 다른 두 패치

의 동일성을 계산할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도 필

요하다. 체 화면 이미지로부터 얻어지는 매우 다양한 

이미지 패치들 가운데 같은 객체를 나타내는 패치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사 함수 S(v, u)는 두 개의 

이미지 패치 u와 v의 특징 벡터 uV, uC와 vV, vC 사이의 

L2 distance를 계산한다. 이미지 패치의 특징을 추출하

는 방법은 4.1장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다.

     (9)

 은 두 개의 특징 벡터의 효과를 조 해주는 상수이

다. S(v, u) 가 임계치보다 작으면 두 개의 이미지 패치 

u와 v는 같다고 정의할 수 있다.

3. 문장 생성 알고리즘

학습된 개념을 기반으로 이미지 질의가 주어졌을 때 

등장인물 정보를 고려하여 질의를 텍스트로 환하는 

식은 아래와 같이 멀티모달 추론식으로 설명된다.

           (10)

 식에서 P(w,c|r,e,α)와 P(c|r,e,α)는 이미지에 등장

하는 등장인물들의 개념변수와 연결된 하이퍼에지의 부

분집합을 통해 계산된다. 본 논문에서는 환된 텍스트 

질의를 사용하여 문장을 생성하기 해 하이퍼네트워크 

기반 문장생성 알고리즘[16]을 이용하 으며 그림 2는 

등장인물 정보를 고려하여 문장을 생성하는 를 보여

주고 있다. 문장 생성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우

선 등장인물 ‘Petty’와 단어 ‘go’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

는 하이퍼에지 집합을 만든 뒤 룰렛휠 선택방식을 사용

하여 기본문장(let’s go back)을 만든다. 그리고 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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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미지 패치 처리 과정

Fig. 4 Image preprocessing method

그림 3 등장인물 기반 문장생성 알고리즘

Fig. 3 Character-based sentence generation algorithm

뒤로 확장시켜나가기 해 마찬가지로 ‘Petty’와 ‘go’, 

‘back’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하이퍼에지 집합  하나

를 선택하여 부분 문장(‘go back to’)을 만들고 이를 기

본 문장 뒤에 잇는다. 이 과정은 부분 문장이 끝 기호

</s>를 포함할 때까지 반복되며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기본문장을 앞으로도 확장시킨다. 구체 인 알고리즘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4. 실험 결과

4.1 데이터 처리

본 논문에서는 총 52개 에피소드 268분 길이의 만화 

비디오 ‘뽀로로 시즌 3’와 MIR Flickr[17]를 데이터로 사

용되었다. ‘뽀로로’ 비디오는 약 5000개의 화면이미지-자

막 으로 변환하 다. 그리고 그림 4와 같이 화면이미지

로부터 MSER(Maximally Stable External Regions)를 

사용하여 이미지 패치를 추출한 뒤 각각의 패치를 

SIFT(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을 사용하여 

인코딩한 뒤 다시 VLAD(Vector of Locally Aggre-

gated Descriptor)[18]로 128 × k  차원의 행렬로 인코딩

하 다. 이 때 k는 SIFT 클러스터의 크기로 300을 사용

하 다. 한 픽셀의 RGB 값을 10 단계로 양자화 하여 

각 이미지 패치마다 10×10×10 크기의 RGB 히스토그램

을 계산하 다. 만화 비디오의 이미지가 단순하여 각 등

장인물들이 고유의 색깔로 구별 가능했기 때문이다. 자

막은 1900  차원의 이진벡터로 표 이 되었다.  MIR 

Flickr data set은 체 25000개 데이터 가운데 10000개

를 무작 로 선택했고 각 이미지는 해당 태그들을 포함

하 다. 태그는 주로 사용되는 1,386개로 한정하 고 

처리 과정은 ‘뽀로로’ 비디오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4.2 문장 생성

본 논문은 모델이 비디오의 개념을 학습한 뒤 주어진 

이미지를 통해 문장을 생성하는 상황을 어린 아이가 비

디오를 본 뒤 화면 이미지를 통해 스토리를 회상해보는 

문제로 여겼다. 문장 생성을 해 각 에피소드 당 무작

로 10개의 이미지-자막 을 만들어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했고 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로 사

용했다. 이미지 질의는 likelihood인 P(w|r, c, e, a)가 

가장 높은 w를 통해 텍스트 질의로 바 었고 문장은 앞

에서 언 한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었다. 표 1은 c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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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gative log likelihood (b) Average precision

그림 5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른 모델 성능

Fig. 5 Model performance as the story goes on

표 1 등장 인물 기반 비디오 자막 생성 결과

Table 1 The results of character-based sentence generation

Scene images Generated sentences (words)

Original I am making a magic potion

cLDA is, I, you, crong, it, 

mDBM cookie, cororong, uh, pipi, poyoyo

MuCH
- i am making magic sorry i am making food 

- your magic wand already but i want to meet you sure

Original everyone headed into the forest

cLDA I, is, you, crong, the

mDBM cookie, crorong, uh, pipi, poyoyo

MuCH
- you think everyone is better to the forest

- we have to find everyone ran away

LDA[4], multimodal deep Boltzmann machine (mDBMs) 

[1], MuCH가 동일한 질의어에 해서 생성한 자막을 

비교하고 있다. 자막 생성 결과 corr-LDA 나 mDBMs

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을 주로 생성한 반

면, MuCH는 하이퍼에지들이 갖는 정보에 기반하여 보

다 실제 자막에 가까운 문장을 생성하 다. 이는 등장인

물 정보의 학습과 하이퍼에지에 기반한 정보 장 방식

이 모델의 개념 학습에 도움을 주었고 이에 따라 문장 

생성의 정확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림 5는 비디오

의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향상하는 모델의 성능을 보

여주고 있다. (a)는 모델이 진 으로 학습하면서 주어

진 데이터에 등장하는 단어의 negative log likelihood

를 나타낸다. 학습이 SPC 모델보다 빠르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b)는 아직 보여지지 않은 에피소드 13

의 이미지가 질의로 주어졌을 때 모델이 생성한 단어의 

precision을 나타낸다. Precision은 모델이 생성한 단어

의 총 개수와 그  질의 이미지의 실제 자막 안에 포

함되는 단어의 개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모델이 생

성하는 단어의 개수는 질의 이미지의 실제 자막이 갖는 

단어 개수와 같도록 하 다.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델들은 모두 기 학습 성

능이 올라가다가 에피소드 3,4를 학습하면서 일시 으로 

성능이 감소하 다. 일시  감소 상은 아직 개념이 학

습되지 않은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2는 corr-LDA, multimodal deep Boltzmann machine,

표 2 Flickr 데이터를 사용한 단어 생성 결과

Table 2 Words generation results for MIR Flickr dataset

Models cLDAs mDBMs SPC MuCH

F-Score 0.007 0.009 0.008 0.019

Successful

Tagging (30)
0.241 0.213 0.198 0.263

Successful

Tagging (100)
0.533 0.341 0.412 0.579

* 호 안의 숫자는 모델이 생성한 단어의 개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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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10], MuCH가 Flickr 데이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단어를 생성한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학습을 해 체 

10000개 Flickr 데이터  9000개를 훈련 데이터로 사

용하 고 나머지 1000개 데이터의 이미지를 질의로 사

용하 다.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태그를 어도 한 

개 이상 맞추었는지의 여부를 평가 기 으로 하 을 때 

MuCH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5.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은 만화 비디오로부터 컨텐츠를 학습할 수 있는 

멀티모달 개념계층모델을 제시하고 학습된 모델로부터 

등장인물 정보를 반 한 비디오 자막을 생성해보았다. 

제안하는 모델은 멀티모달 하이퍼네트워크층(하 층)과 

개념변수층(상 층)으로 구성되며 하 층은 하이퍼그래

 구조를 이용하여 단어와 이미지 패치의 고차 패턴을 

표 하는 하이퍼에지 집합으로 구성되며 상 층은 하

층에 존재하는 하이퍼에지들을 통해 각 개념들을 단어와 

이미지 패치의 고차패턴으로 표 했다. 실험 데이터는 

만화 비디오 ‘뽀로로 시즌 3’가 사용되었고 만화 비디오

는 이미지 처리가 쉽고 단어가 많지 않으며 거리가 간

단하기 때문에 실험을 한 테스트 베드로 합하 다.

제안하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등장인물의 

개념을 학습하여 비디오 자막을 생성해본 결과 기존의 

멀티모달 학습 모델들에 비해 실제 자막과 더 가깝고 

등장인물의 정보를 더 반 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었다. 

한 비디오의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에피소드 단

를 기반으로 진  학습을 할 수 있었고 모델의 성능

도  향상되었다.

본 연구 주제와 련한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 , 이미지와 텍스트 처리에 최근 기계학습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CNN과 RNN과 같은 deep 

learning 기법을 사용해보는 것이다. 객체 인식과 같은 

분야에서 CNN은 다른 알고리즘보다 더 우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텍스트도 RNN을 사용하여 1 of k coding

방식 신 실수 벡터로 표 할 수 있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표  능력이 높아진다면 만화 비

디오 테스트 베드에서 벗어나 드라마나 화, 는 구

라스 등의 휴 용 기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에

서 지식을 학습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면 

스마트 기기로부터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 측할 

수 있고, 주어진 상황을 악하여 사용자에게 알맞은 행

동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한, 유투 와 같은 동 상 사이트나 휴 용 기기로

부터 녹화된 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세계에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에 부합하는 텍스트 데이터가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을 고려했을 때 모델은 학습

과정에 음향 모달리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모델의 처리

량을 늘리기 해 GPU 등을 활용한 병렬처리도 구축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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