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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 및 언어 능력1)

우리의 뇌는 몇 백 ms 만에 사진 속의 물체를 인식

하고 들려준 문장에서 문법이나 의미가 틀린 단어를 

인식한다[1,2]. 이 능력은 뉴런 하나하나의 발화율이 보

통 100 Hz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실로 대

단한 정보처리 능력이다. 기계가 사람과 같은 시각 능

력과 언어 능력을 가지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자동으

로 분석할 수 있다면 그 활용성과 편리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기계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디오의 시청각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여 지식을 축적

할 수 있다면 기계의 지능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시각과 자언언어처리는 인공지능 연구

의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난이

도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으로 판명

되었으며 한 때 발전이 멈춘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

나 최근 들어서 컴퓨터 시각과 언어처리 기술을 이용

한 다양한 새로운 응용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용자의 제

스쳐를 인식하여 게임을 할 수 있는 Microsoft의 Kinect, 
웹문서를 다국어로 번역해 주는 Google의 Translate 서
비스, TV 퀴즈 쇼에서 사람과 대결하여 우승한 IBM 
Watson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대화하며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Apple의 Siri 에이전트 등이 그 예

이다.
새로운 응용의 배경에는 IT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

다. 지난 20여년 동안 디지털 카메라가 널리 보급되고 

영화, 비디오 등이 디지털화된 매체의 양이 급격히 증

가 되었으며 이들이 YouTube 등을 통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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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한 개인 영상물 제작되고 Twitter와 Facebook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전파되고 주석이 달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 외에도 컴퓨터 시각과 언어 기술에 대한 최근의 

새로운 관심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시각과 언어 처리는 인지정보시스템의 핵심을 이

루며 이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기술은 그 

응용 가능성이 무한하다.
∙과거와 달리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TREC, MUC, TRECVID, PASCAL 경진대회 등이 

있어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

이터와 체제가 확립되었다.
∙최근 기계학습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용량의 발전

으로 필요한 수준의 시스템을 자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인지뇌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시각언어처리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며 이를 활

용하여 기술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먼저 컴퓨터 시각 및 언어 연구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본다(2절). 이어서 최근 국내외 

연구개발 사례를 분석하고(3절과 4절), 이에 기반하여 

향후 연구개발 주제를 하나 제안하고(5절) 결론을 맺

는다(6절). 이 글은 Cognitive Computing 특집호의 제2
부로서 제1부의 지각과 행동 지능[3], 제3부의 예측과 

의사결정에 관한[4] 두 개의 다른 글과 시리즈로 쓰였

다. 이 점에서 본 리뷰는 기존의 시각과 언어에 대한 

인지과학이나 인공지능의 리뷰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

였다. 첫째, 일반적인 언어처리기술이나 컴퓨터 시각 

기술보다는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하여 기계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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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능력과 언어 능력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자기계발 

방식으로 스스로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인공인지시스

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다룬다. 둘째, 지금까

지의 접근방법에서처럼 시각과 언어를 분리해서 논하

기 보다는 시각과 언어가 결합되어 체화된 Embodied 
Cognitive Computing 관점에서[5-7] 컴퓨터 시각과 언어

처리를 다룬다.

2. 컴퓨터 시각 및 언어 연구배경

2.1 컴퓨터 시각

컴퓨터 시각(vision)은 컴퓨터에게 사람의 시각 능력

을 부여하려는 연구 분야로서 카메라에 입력된 이미지

나 비디오에서 물체를 인식하고 장면을 이해하며 특정 

물체를 추적하는 능력을 포함한다[8,9]. 이를 위해서는 

표면, 색상, 깊이, 감촉, 운동 등의 시지각 능력과 관련

된 영상 처리 및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 연구 관점에서 

컴퓨터 시각은 화상처리, 패턴인식, 신호처리, 물리학, 
수학, 인공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그림 1).

컴퓨터 시각은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의 

거의 전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행태 

분석, 오락, 교육, 제조업, 국방, 의학 등을 포함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가 널리 보

급됨에 따라서 컴퓨터 시각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 시각의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다(wikipedia. 
org).

∙Recognition: 물체 인식, 얼굴 인식, 자동차 검출, 내
용기반 이미지검색, 자세 인식 등

∙Motion analysis: 카메라의 움직임, 물체 추적, 평면

에 대한 이미지 점의 움직임

그림 1 컴퓨터 시각 인접 분야

∙Scene reconstruction: 장면이나 비디오로부터 3D 
모델 재구성

∙Image restoration: 이미지로부터 잡음 제거

∙3D volume recognition: 깊이 정보를 담은 3차원 

부피 인식

컴퓨터 시각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Image acquisition: 다양한 종류의 범위 센서, 단층 

촬영 장비, 레이더, 초음파 카메라에서 2D 영상, 3D 
입체 및 이미지 서열 획득

∙Pre-processing: 리샘플링, 잡음 제거, 대비 강화, 척
도-공간 표현

∙Feature extraction: 선, 모서리, 융기, 코너, 얼룩, 점, 
텍스쳐, 모양, 움직임

∙Detection/segmentation: 특정 관심점 집합의 선정, 특
정 물체가 관심체를 포함하는 이미지 영역의 분리

∙Image recognition: 검출된 물체를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

∙Image registration: 같은 물체의 다른 관점을 비교

하고 결합

∙Decision making: 검사 응용에서 pass 또는 fail, 인
식 응용에서 match 또는 no-match, 보안 의료 군사 

응용시 추가적인 사람 검사 여부 결정

대부분의 실제적인 컴퓨터 시각시스템은 미리 프로

그램되는 것이 보통이나 최근 들어서 학습에 기반한 방

법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10]. 과거와는 달리 최근

의 컴퓨터 시각 연구는 사람이나 동물의 시각 정보처리 

구조와 기작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계 시

각 시스템을 설계하려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11].

2.2 컴퓨터 자연언어

컴퓨터로 사람의 언어를 처리하는 기술은 기계번역, 
자연언어처리, 컴퓨터언어학, 정보검색, 대화시스템, 
음성인식 등의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기계번역

1960년대 냉전시대에 국방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과

학기술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기계번역 연구가 활발

하였다[12]. 1968년에는 기계번역 회사인 SYSTRAN이 

설립되었고 1977년에는 SUSY 시스템이 개발되었다[13]. 
1981년에 EU 국가간의 문서를 상호번역하기 위한 EU-
ROTRA 기계번역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14]. 최근 들

어 문서검색 기술과 결합되어 웹페이지를 번역해 주는 

서비스들이 등장하였다. Google Translate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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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언어처리와 컴퓨터언어학

언어처리는 초기에 인공지능 연구에서 비롯되었으나 

점차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다. 컴퓨터언어

학이나 자연언어처리로 불리는 이 분야는 컴퓨터로 하

여금 자연언어를 처리하는 이론과 알고리즘 및 기술을 

연구한다. 형태소처리, 구문처리, 의미처리, 화용론적인 

언어정보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

으로 한다. 최근 자연언어처리는 통계적인 학습이나 기

계학습 기술과 밀접히 연결되어 발전하고 있다.

정보검색과 텍스트마이닝

1980년대에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이

메일 사용과 뉴스그룹이 활성화되었으며, 1990년대 중

반 웹의 등장으로 인해서 공개된 전자문서의 양이 급

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문서들 중에

서 관심사와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선별해 주는 정보검

색기술과 텍스트의 내용을 자동 분석하는 텍스트마이닝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1990년대 말에는 Yahoo, 
Google과 같은 대규모 검색 엔진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1992년부터 미표준연구원(NIST)에서 개최해 온 텍스

트 검색 경진대회(TREC)과 그 후 메시지 이해 경진대

회(MUC) 등을 통해서 개발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면서 성능 향상이 가속화되었다.

텍스트 및 음성 대화시스템

1960년대에 자연언어 텍스트로 대화하는 ELIZA 시
스템이 개발되었다. ELIZA는 미리 정해진 대화 패턴에 

따라서 정신과 의사와 사용자인 환자간의 대화를 흉

내낸 시스템이다. Winograd는 1960년대 말에 장난감 블

록들을 조작하는 도메인에서의 자연언어 대화 시스템

인 SHDLU 시스템을 개발하였다[15]. 1984년에는 Lenat 
에 의해 자연언어이해를 위한 온톨로지와 일상생활의 

지식베이스를 구축하는 Cyc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1994년에는 Cycorp Inc.가 설립되었다. 1990년에는 우

수한 텍스트 대화시스템을 시상하는 Loebner Prize가 제

정되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통해서 음성인식 연구

가 상당히 활발해졌다. 1989년에는 Sphinx 음성인식 시

스템이 공개되었으며[16] 이는 많은 후속 음성인식 시

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Google Voice와 

Apple Siri 등 음성인식 기술이 상용 도메인에서 활용

되기 시작하였다(아래의 3절 참조).
음성 및 언어처리 기술의 많은 발전과 활용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어떻게 언어를 학습하고 뇌에

서 어떻게 언어처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의 정

도는 극히 미약하다. 또한 기계가 기본적으로 자연스러

운 환경에서 음성과 언어를 이해하고 텍스트에 나오는 

글의 의미를 이해하여 질문에 답하거나 대화에서 상대

방의 의도를 파악하여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는 기

술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다 장기

적으로 언어이해 및 처리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

근 인지과학과 신경과학에서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2.3 신경언어학과 인지언어학

전통적인 언어학이나 컴퓨터언어학 외에 언어는 심

리학, 인지과학, 신경과학 분야에서도 연구된다. 심리언

어학에서는 형식적인 언어처리 보다는 사람의 언어 이

해 및 생성과정에 관심을 갖는다[17]. 심리언어학과는 

달리 뇌의 구조를 고려하여 언어처리 과정을 이해하려

는 신경언어학 분야가 1980년대에 형성되었다[18,19]. 
한편 심리언어학, 신경언어학, 컴퓨터언어학 분야의 

방법론을 결합하여 사람의 언어 인지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는 인지언어학으로 불린다[20]. 인공

지능 분야에서도 로봇이나 가상 에이전트와의 의사소

통을 위해서 언어의 학습과 진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21,22].
본 특집호의 제1부에서 다룬 체화된 인지 및 제3부

에서 다루는 실시간 예측과 관련하여 최근의 신경언어

학적 연구 결과는 Cognitive Computing에 중요한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 뇌에서의 언어처리가 그렇게 빠를 

수 있는 이유는 미리 예측을 하는 Predictive Coding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뇌는 의미가 

맞지 않는 단어를 400 ms 정도에 순간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N400 신호), 구문적으로 잘못된 단어도 600 
ms에 포착(P600 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3]. 
그 외에도 체화된 인지이론과 관련하여 의미가 체화

되어 있고 특히 언어가 행동이나 지각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다는 뇌신경과학적인 증거[6,19,24]가 나오고 

있다(그림 2).

그림 2 체화된 언어. 행동할 때와 행동을 상상할 때 뇌의 

유사한 부분이 활성화됨[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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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인지 및 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최근의 

학술대회 주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11년도 세계 

인지과학 학술대회(CogSci 2011, Boston)에서는 The 
Neurobiology of Language를 주제로 패널 세션이 개최되

었다. 이 패널에는 언어학자인 Chomsky, 신경과학자 Po-
epel, 철학자 Churchland를 초청하여 언어, 인지, 뇌의 

관계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2011년 8월
에는 Embodied and Situated Language Processing (ESLP 
2011)가 독일 Bielefeld 대학에서 개최되었으며 Kutas, 
Spivey, Hauk 등의 이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의 연구 결

과를 논의하였다[25].

2.4 인지발달 연구

인지발달은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신경과학 및 심리

학적 연구로 정보처리, 개념 자원, 지각 숙련도, 언어 학

습 및 그 밖의 뇌의 발달과 인지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어른과 비교하여 연구한다(wikipedia.org). Jean Piaget는 

인지발달이론을 정립함으로써 이 분야를 개척하였다. 
그에 의하면 유아 때는 행동과 지각에 의존하다가, 어
린 시절에는 현실의 관측 가능한 측면을 이해하게 되

고, 청년이 되어가면서 점차 추상적인 규칙과 원리를 

이해한다.
인지발달에서의 주요 논쟁은 자연과 양육, 즉 생득

론과 경험론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

된 이분법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생명과학과 행동과학

의 많은 증거에 의하면 발달의 초기부터 유전자의 활

동이 환경의 사건과 경험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다른 

쟁점은 문화와 사회적 경험이 사고의 발생적 변화에 관

계하는가이다. 또 다른 질문은 비인간 동물과의 계통

학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습과 인지는 

인간과 동물에서 유사하다.

그림 3 언어 인지발달 연구[26] 

최근에 인지과학 분야에서 아이들의 상황기반 단어 

습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26](그림 3). 아이들의 언

어 학습에 미치는 시지각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

이와 엄마가 책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서 물건을 

들고 이야기하며 이름을 배운다. 이 때 아이와 엄마가 

함께 시선을 준 Joint Attention이 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학습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다. 아이들은 

또한 다양한 교차상황에서 통계적인 학습에 의해서 단

어를 학습한다고 알려져 있다[27,28].

3. 시각과 언어 연구개발 사례

자연언어와 시각 처리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성공 

사례가 보고되었다. 여기서는 다음 사례들을 살펴본다.

∙Apple Siri
∙IBM Watson
∙Google Translate
∙Microsoft Kinect
∙Multimedia Information Retrieval
∙Object Recognition and Tracking
∙LableMe

앞의 세 개는 자연언어 및 음성 처리 기술의 성공적

인 활용 사례이고, 뒤의 네 가지는 시각처리 기술에 관

련된다.

3.1 Apple Siri

Siri는 Apple의 iOS 상에서 수행되는 개인 비서 역할

을 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도우미 및 지식 내비게이

터이다(그림 4). Siri는 자연어 질문에 답하고 추천을 하

며 다양한 웹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행

동을 취한다. 사용자의 개인 선호도에 시간에 따라서 적

응하며 결과를 개인화하고 저녁 예약이나 택시 예약과 

같은 과제를 수행한다.
Siri는 2007년에 Stanford Research International (SRI) 

에서 스핀오프되어 창업하였으며 2008년 10월과 2009

그림 4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도우미 Siri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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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1월의 두 번에 걸쳐 각각 93억원($8.5 million)과 170 
억원($15.5 million)의 투자를 받았고 2010년 4월에 Apple 
사에 인수되었다. Siri는 DARPA의 지원하에 SRI의 Ar-
tificial Intelligence Center에서 The Personalized Assistant 
that Learns Program (PAL)과 Cognitive Agent that Learns 
and Organizes Program (CALO)을 통해 개발되었다. 이 

연구에 CMU, Univ. of Mass, Univ. of Rochester, Institute 
for Human and Machine Cognition, Oregon State Univs, 
USC, Stanford Univ. 등 많은 학교가 참여하였으며 대

화 및 자연언어 이해, 기계학습, 확률적 추론, 온톨로

지 및 지식 표현, 계획, 추리, 서비스 대행 등 다양한 기

술들이 축적되어 개발되었다.
Siri는 현재 iPhone 4S에 탑재되어 있다. 새로운 버전

의 Siri는 iOS 5에 통합되어 있으며 reminders, weather, 
stocks, messaging, email, calendar, contacts, notes, music, 
clocks, web browser, Wolfram Alpha, maps와 같은 앱

과 대화할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어, Siri는 음성을 

사용하여 문자를 보내고, 회의를 예약하고, 전화를 걸 

수 있다. Siri는 사용자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질문을 하기도 한다. 현재 영어, 독일어, 불
어의 버전이 제공된다.

3.2 IBM Watson

Watson은 자연언어로 제시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이다(그림 5). 2011년 2월 14~ 
16일의 3일에 걸쳐서 Watson은 두 명의 역대 챔피언

과 겨루어 우승함으로써 11억원($1 million)의 상금을 

탓다. Watson은 모든 Wikipedia 문서를 포함하여 약 

2억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4 Terabytes의 디스크에서 

접근했다. Watson은 경기 중에는 인터넷을 접근하지 않

았다.
Watson은 IBM의 DeepQA 기술에 축적된 고급 자연

언어처리, 정보검색, 지식표현과 추론, 기계학습 기술

을 사용하여 가설을 생성하고, 증거를 모으고, 분석하

그림 5 TV 퀴즈쇼에서 우승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Watson (IBM)

고 점수화한다. 질문이 주어지면 Watson은 답을 찾아

서 신뢰도를 정하기 위해서 수천 개의 알고리즘을 동

시에 사용한다. Watson은 힌트를 사람 경기자에게 보여

주는 순간 전자 텍스트로 받는다. Watson의 반응시간

은 사람보다 빨랐으며, 전자음성으로 답한다. Watson
이 새로운 것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에 있다

기보다는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 수천 개의 검증된 

언어 분석 알고리즘을 빨리 수행하는 능력에 있다.
Watson의 기본 전략은 힌트에 있는 키워드에서 관련 

어휘를 답으로 찾는다. Watson은 힌트의 문맥을 이해

하지는 못하며 따라서 힌트가 짧을 때는 사람의 반응속

도가 더 빨랐다. 문제가 제시될 때 사람에게는 지각하

는데 약 0.1초 걸리는 빛으로 주어지고 Watson에게는 

8밀리초 걸리는 전자신호로 주어졌다.
Watson은 초병렬 POWER7 프로세서와 DeepQA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여 Jeopardy! 질문에 3초 내에 답한

다. 90개의 IBM Power 750 서버로 구성된 클러스터와 

총 2880 POWER7 프로세서 코어 및 16 Terabytes의 

RAM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Power 750 서버는 

3.5 GHz POWER7 8-Core Processor로 구성되고 각 코

어는 4개의 쓰레드를 가진다. POWER7 프로세서의 

초병렬 처리 능력이 IBM DeepQA 소프트웨어와 이상

적으로 매치되었다.
Watson은 1초에 백만 권의 책에 해당하는 500 Giga-

bytes의 메모리를 접근한다. Watson의 하드웨어 가격은 

약 33억원($3 million)으로 추정되고 80 TeraFLOPs의 

속도로 세계 Top 500 Supercomputers 리스트에서 94위
로 추정된다.

Watson의 정보원은 Encyclopedias, Dictionaries, The-
sauri, Newswire Articles, Literary Works를 모두 포함한

다. Watson은 Databases, Taxonomies와 Ontologies를 사

용했다. 특히 DBPedia, WordNet, Yago가 사용되었다.

3.3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는 텍스트, 문서 또는 웹페이지를 다

른 언어로 번역해주는 통계적 기계번역 무료 서비스이

다(그림 6). 이 서비스는 2006년 4월에 처음으로 아랍

어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2007년 10월 이전까지는 아

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외에는 SYSTRAN 기반의 번역

기를 사용하였다. SYSTRAN은 Babel Fish, AOL, Yahoo 
등에서도 사용된다.

Google Translate 서비스는 번역되는 절의 수나 기술

적인 용어의 범위에 제한을 둔다. 번역할 원어를 검색

하여 먼저 번역하고 번역된 결과를 브라우즈 하고 해

석할 수 있게 해준다. 몇몇 언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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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다국어 웹문서 번역 서비스 Translate (Google)

다른 번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후속 번역에 반영

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외국어로 된 텍스트를 쳐

넣을 수 있고 “Detect Language”를 선택하면 그 언어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영어로 자동으로 번역하게 한다.
다른 번역툴과 마찬가지로 Google Translate도 한계

가 있다. 외국어 텍스트의 대강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

게 도와주지만 번역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다. 번역의 

품질은 언어마다 다르다. 2010년을 기준으로 불-영 번

역은 상당히 우수하다. 중-영 번역의 경우 문장이 짧으

면 규칙기반 기계번역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Google Chrome 브라우져에 연결되어 

자동 웹페이지 번역 기능을 수행한다. 무료로 다운받아

서 Android OS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2010년 1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SMS translation”, “History”
의 두 가지의 옵션이 있다. 2011년 초의 버전은 영어-
스페인어 간의 Conversation Mode룰 지원한다. 2011년 

10월에 14개 국어로 확장되었다. 이 새로운 인터페이

스는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언어로 유창하게 의사소

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Android용 어플리케이션은 53개 국어를 지원하며 15

개 국어에 대해 음성 입력을 지원한다. Android 2.1과 

그 상위 버전이 돌아가는 장치에는 사용가능하고 An-
droid Market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2010년 1월에 출

시되었다. 2008년 8월에는 iPhone과 iPod touch 사용

자를 위한 iOS용 앱이 출시되었다. 15개 국어에 대해

서 음성 입력을 허용하고 50개 국어에 대해서 단어와 

구를 번역한다. 23개국에 대해서는 음성 번역이 가능

하다.

3.4 Microsoft Kinect

Kinect는 Microsoft Xbox 360 비디오 게임 콘솔을 위

한 모션감지 입력 장치이다(그림 7). 웹캠 형태의 Xbox 
360에 대한 부수 장치로서 게임콘트롤러를 만질 필요 

없이 제스쳐와 음성 명령어만을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그림 7 제스쳐 인식기 Kinect (Microsoft)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Xbox 360을 제어하고 상

호작용할 수 있게 해준다. Kinect는 Wii Remote Plus와 

PlayStation Move with PlayStation Eye 모션 콘트롤러

와 경쟁제품으로서 2012년 초에 Windows를 위한 버전

이 출시 예정이다(wikipedia.org).
Kinect는 2010년 11월에 출시되었다. 4 GB 또는 250 

GB의 Xbox 360 콘솔과 Kinect Adventures를 번들로 구

입할 수 있다. 60일 만에 8백만 카피가 판매되었으며 

가장 빨리 판매된 소비자 전자 장치로 기네스북에 기록

되었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시판된 지 4개월 만에 천

만 카피가 판매되었다.
2011년 6월에는 Windows를 위한 비상용의 버전을 

공개했으며 이 SDK는 .Net 개발자와 C++/CLI, C#, 또
는 Visual Basic .NET를 위한 Kinecting apps의 개발을 

지원한다.
Kinect 센서는 비디오 스크린 아래나 위에 설치되도

록 설계되어 있다. RGB 카메라, 깊이 센서, 마이크어레

이를 장착하고 있으며 전신 3차원 모션 캡쳐, 얼굴인

식, 음성 인식 능력을 가진다. 마이크어레이를 통해서 

Xbox 360로 하여금 음원을 찾아내고 주변의 잡음을 제

거하여 Xbox Live와 같은 헤드셋 없이 파티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깊이 센서는 적외선 레이져 프로젝터

와 모노크롬 CMOS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실

내 조도 조건에서도 3D로 비디오 데이터를 캡쳐한다. 
깊이 센서의 감지 범위는 조정가능하며, Kinect 소프

트웨어가 게임 상태와 게이머의 물리적 환경, 즉 가구

나 장애물의 배치에 따라서 센서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Kinect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제스쳐 인식, 얼굴 인식, 

음성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한 보고에 의하면 6명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이 중 2명은 실제로 놀이를 

하며 참가자 당 20개의 관절을 추출해서 모션을 분석

한다.

3.5 Multimedia Information Retrieval (MMIR)

멀티미디어 정보검색(MMIR)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소스로부터 의미 정보를 추출하고 요약, 여과, 분류하

여 제공하는 기술이다(그림 8). 데이터 소스로는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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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멀티미디어 정보검색(TRECVID Competition 

2011의 VERGE Engine V 11.0)

오, 이미지, 비디오 등과 같이 직접 눈이나 귀로 지각

할 수 있는 것, 텍스트, 바이오신호 등과 같이 간접적

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 바이오정보와 주가 등과 같

이 지각이 안되는 소스가 있다. MMIR 방법론은 다음

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 특징 추출 및 미디어 내용의 요약

- 중복의 제거를 통한 미디어 기술의 여과

- 미디어 기술의 범주화 및 분류

멀티미디어 개체는 그 용량이 크고 중복과 잡음이 

많아서 특징 추출을 필요로 한다. 보통 특징 추출을 통

해서 내용 요약과 패턴의 검출을 하고자 한다. 요약하

는 방법으로는 오디오 도메인에서는 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Zero Crossings Rate, Short-Time 
Energy 등이 쓰이며, 비디오 도메인에서는 MPEG-7 Sca-
lable Color Descriptor와 같은 칼라 히스토그램이 사용

된다. 패턴 검출은 Auto-correlation이나 Cross-correlation 
을 이용해서 한다. 패턴은 미디어의 청크로서 이를 얼

굴, 구문 등과 같은 템플레이트에 비교 분석함으로써 

찾는다. 전형적인 방법으로 오디오와 바이오신호 도메

인에서는 Linear Predictive Coding, 비디오 도메인에서

는 Texture Description, 텍스트 도메인에서는 n-gram을 

사용한다.
멀티미디어 정보 검색을 위해 미디어의 내용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다중 채널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각각

의 채널은 미디어 고유의 특징 변환에 의해 기술된다. 
변환된 각각의 기술은 미디어 개체를 단위로 단일 디스

크립터로 통합해야 하는데, 고정된 길이의 디스크립터

를 사용할 수도 있고 모션 기술과 같이 가변적인 디스

크립터의 빈번한 경우에는 정규화를 통해 고정 길이

로 먼저 변환해야 한다. 디스크립션 여과를 위해서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와 같은 요인 분석, 
S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나 Latent Semantic 
Analysis (LSA), 칼만 필터와 같은 방법이 사용된다.

멀티미디어 디스크립션을 범주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Hidden Markov Model (HMM)은 음성 인식을 위한 

표준 기술이며 Dynamic Time Warping (DTW) 등은 유

전자 서열 분석을 위한 표준 기술이다. 그 외에 Cluster 
Analysis, K-Nearest Neighbor, K-Means, Self-Organizing 
Map, Support Vector Regression, Support Vector Machine,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Bayes Nets, Markov Pro-
cesses, Mixture Models, Neural Networks, Associative 
Memories, Spiking Nets, Decision Trees, Random Forests 
등이 사용되며 평가 툴로서 Weka Data Miner 등이 활용

된다.
MMIR 시스템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에 상당히 좌우

된다. 최근에 TRECVID Competition 등을 통해서 고급

의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3.6 Object Recognition and Tracking

컴퓨터 시각에서 물체인식은 이미지나 비디오의 열

에서 주어진 물체를 찾아내는 것이다(그림 9). 사람은 

이미지에서 시점이 다르거나 크기나 변환이나 회전이 

되어도 다양한 물체를 큰 노력 없이 인식할 수 있다. 
심지어는 물체의 일부가 가려져 있어도 인식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컴퓨터 시각 시스템에서는 아

직 어려운 도전으로 남아 있다. 물체 인식을 위한 접근 

방법은 5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이는 Approaches based 
on CAD-like object models, Recognition by parts, App-
earance-based methods, Feature-based methods, Bag of 
words representations 등이다.

그림 9 물체인식(PASCAL Visual Object Classes 

Challeng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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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인식과 더불어 많이 연구된 분야 중의 하나는 

목표 추적(target tracking) 또는 비디오 추적 및 행동인

식이다[29]. 비디오 추적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시간에 

대해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 

기술은 사용자-컴퓨터 상호작용, 보안과 감시, 비디오 

통신 압축, 교통 제어, 의료영상, 비디오 편집 등에 사

용된다. 비디오에 들어 있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한 관

계로 많은 처리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비디오 추적의 목적은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에서 

목표 물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비디오 프레임의 속

도에 비해서 물체가 빠르게 움직일 때는 이 연결이 특

히 쉽지 않다. 추적하는 물체가 시간에 따라 방향을 변

화할 경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움

직이는 물체의 이미지에 대한 운동 모델을 도입하여 

물체의 운동이 변할 경우 목표물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

화하는지를 기술한다. 비디오 분석 시에 캡션의 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화상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이 제안

되었다[30].
컴퓨터시각 및 물체 인식 분야의 발전에 2005년부

터 개최된 PASCAL 경진대회가 상당히 크게 기여하였

다[31]. PASCAL은 물체인식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성능 경진대회로서 주어진 문제에 대

해서 참가팀들이 결과를 제출하고 후에 이를 평가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통되는 문제에 대해서 전세계

의 알고리즘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

술의 진보 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3.7 LableMe

컴퓨터 시각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시각의 세계에 대해 주석이 달린 이미지

를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할 것인가이다. 주석은 묘사

된 장면에 존재하는 물체의 이름, 공간적 범위, 시각 

등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 시각 시스템을 

학습시키고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LabelMe는 인터넷에서 이미지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

실에 착안하여 온라인 사용자가 물체의 종류와 그 공

간적 범위를 표지할 수 있게 해주는 웹기반의 주석 도

구이다(그림 10). 2010년까지 LabelMe는 4십만 건의 

주석을 모았으며 이는 다양한 장면과 물체의 분류를 포

함한다[32].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 시각과 컴

퓨터 그래픽스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
용자가 제공한 물체 주석만을 이용하여 다양한 장면에 

있는 이미지의 실세계 3차원 좌표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상에서 큰 물제가 같이 나타나는 통계치를 

이용하고, 주석된 이미지의 공간적인 구도를 분석함으

그림 10 물체의 종류와 그 공간적 범위 표지를 지원하는 

웹기반 주석 도구 LabelMe

로써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미지의 공간의 특징을 기

술할 수 있다.
LabelMe의 비디오 버전인 LabelMe Video는 사람이 

주석을 단 비디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되

었다[33]. 비디오 분석 알고리즘은 주석된 비디오 데이

터베이스의 부재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물체와 그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발전이 느리다. La-
belMe Video는 누구나 브라우저와 인터넷 접근성만 

있으며 효율적으로 물체의 종류, 모양, 운동과 행동 

정보를 실세계 비디오에 주석달 수 있게 해주는 온라

인 공개 비디오 주석 도구이다. 주석은 또한 물체의 가

려짐과 깊이 정보를 추론하는데 있어서 정적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지식과 상호보완적이다. LabelMe 
Video 시스템은 비디오로부터 행동의 통계치와 물체간

의 행동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사용된 바 있다.

4. SNU Videome Project

Videome Project는 디지털 비디오를 학습데이터로 사

용하여 기계를 교육시키려는 연구이다[34]. 디지털 비

디오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교육 방송 등을 포함

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현실세계를 반영하고 멀티모달 

정보를 포함하며 다양한 상황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체화된 인지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여
기서는 Videome Project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각과 언어

처리를 위한 기계학습 연구의 예를 살펴본다.

4.1 KidsVideo 언어개념 학습

KidsVideo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화영화를 모아 

놓은 Videome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이다(그림 11). Kids-
Video는 만화 영화의 특성상 시각정보처리가 영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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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KidsVideo 만화영화 DB

드라마에 비해서 쉽고 언어가 아이들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 언어 학습과 언어 인지발달을 연구하는 자료로서 

유용하다.
언어발달 과정을 모사하여[35] 비디오로부터 개념지

도를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아이

들의 만화영화 10편을 모아서 이를 순차적으로 학습한

다. 학습 방법으로는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하였

다[36]. 하이퍼네트워크는 확률적인 인지메모리 모델

이다(그림 12). 그림 13은 10개의 만화영화 비디오를 

그림 12 하이퍼네트워크 메모리 모델[36]

그림 13 KidsVideo로부터 학습한 개념지도

(‘beautiful’의 예)

학습하여 만들어진 ‘beautiful’ 이라는 단어 주변의 개

념도를 보여준다. 하이퍼네트워크는 확률적인 생성모

델이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언어 개념도를 이용하여 

다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생성된 문장의 구문 구

조를 분석함으로써 학습과정에서 문법 패턴이 학습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문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문장의 예만을 관측함에 따

라서 스스로 문법을 배워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4.2 시각언어 개념학습

다른 실험에서는 만화영화의 이미지와 대사와 구성

된 하나의 하이퍼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학습하여 나

감으로써 시각단어와 언어단어 간에 공통되는 개념이 

진화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37]. 이 실험에서 시각단

어는 이미지 전처리를 통해서 RGB 위주의 칼라정보만

으로 추출한 것을 사용하였다(그림 14). 다른 실험에서

는 MSER과 SIFT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개체를 추출

하여 이를 시각단어로 사용하였다.
시각단어가 언어단어에 추가로 사용되어 어떤 효과

를 얻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 가지는 시각단어

를 추가로 사용함으로써 언어단어 간에는 직접적인 연

관관계가 없는 개념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37]. 즉 ‘불자동차’와 ‘장미’ 간에는 특별한 연

관관계가 없으나 색깔정보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둘 다 

빨간색이라는 공통점을 통하여 서로 달랐던 두 개의 

개념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38]. 시각단어의 또 다른 

역할은 기존의 개념을 더욱 세분하는 특수화 효과이

다. 즉 ‘눈’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눈의 형태를 가진 

시각단어들로 세분됨으로써 ‘눈’의 개념이 특수화될 수 

있다.

그림 14 Thomas and Friends로부터 

학습된 시각언어 통합 개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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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내에서 얼굴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상용

화 수준이다. 최근 비디오로부터 동작을 인식할 수 있

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29]. 연속된 동작들에 대한 

움직임을 추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비

디오의 내용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궁

극적으로 비디오의 스토리를 재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경우 궁극적으로 비디오 코

퍼스를 학습함으로써 지식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수 있

다. 이러한 지식베이스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나 로봇

과 같은 기계를 교육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3 Learning by Watching in MMG

비디오를 통해서 기계가 사람처럼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즉 비디오 영화를 본 다음 장면과 대사간의 관계 및 

줄거리를 사람들이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기 위

해서 다음과 같은 MMG (multimodal memory game)을 

설계하였다. 먼저, 피험자가 TV 드라마 한편을 시청한

다. 시청 후에 메모리 게임을 하는데 이는 두 개의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I2T 게임에서는 image가 주어

지면 이에 대응하는 text 대사를 알아맞혀야 한다. 문
제는 4지 선다형으로 주어지면 피험자가 맞추면 점수

가 올라가고 틀리면 정답을 알려준다. 반대로 T2I 게
임에서는 대사가 주어지고 장면을 선별해야 한다. 마
찬가지로 틀리면 올바른 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게임을 

계속할 경우 결국 전체 드라마 한편을 학습하게 된다. 
그림 15는 T2I에 대한 두 사람의 실험결과를 보여준

다. 초기에 60~65% 정도에서 시작하여 게임이 진행됨

에 따라서 전체 장면-대사간의 관계를 학습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게임에서 대사-장면 쌍의 수는 약 400개
였으며 비디오는 실시간에 22분 상영되는 내용이었다.

그림 15 T2I 대사-장면 간의 메모리 게임 성능

그림 16 MMG 시각언어메모리 게임시 EEG 패턴[39]. 

왼쪽은 I2T, 가운데는 T2I, 오른쪽은 Video를 

시청할 때의 EEG 이미지임.

MMG 실험을 하는 동안에 사람의 주의 집중과 관심

을 같이 측정하기 위해서 EEG를 사용하였다[39]. 그림 

16은 실험을 하는 사이에 I2T와 T2I 수행에 있어서의 

EEG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왼쪽열은 I2T 과
제 수행시, 가운데는 T2I, 오른쪽은 Video를 시청할 때

의 EEG 영상이며 I2T 보다는 T2I 때 시각 영역(뇌의 

뒤쪽부분 Occipital Lobe)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5. 미래 연구개발 주제

컴퓨터로 하여금 시각 능력과 언어 능력을 갖게 하

려는 연구는 최근 들어서 그 방법론이 크게 변하고 있

다. 점차 모델 기반의 설계 방식보다는 기계학습 기술

을 사용하여 데이터기반의 설계 방식 즉 Data-Driven 
AI 기술을 사용한다. 한편 지금까지의 연구는 많은 학

습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일괄 처리하는 배치학습(batch 
learning)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데이터의 

양이 커지고 축적되는 속도가 빠르면 문제가 된다.
어린아이들의 인지발달 과정에서 지식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듯이 온라인 평생학습 개념의 점진적인 학습 방

식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러한 개념은 Piaget의 인지발

달이론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 언어학습

이나 시각학습 연구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한 알고리

즘은 개발되지 못하였다. 또한 시각과 언어 연구는 최

근 들어 비디오 분석 분야에서 많은 응용성을 가질 수 

있다.
시각과 언어를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비해서 둘

간의 멀티모달 학습을 연구하는 것은 많은 장점을 지

닌다. 첫째로 체화된 인지 관점에서 언어를 시각단어로 

체화되고 반대로 시각은 언어로 체화된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확률적 생성모델로 시각언어 데이터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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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할 경우 두 개 모달리티 간에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각 데이터로부터 언어를 생성하고 언어

데이터로부터 시각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40]. 이러

한 상호 변환 및 생성 능력은 주어진 이미지로부터 글

을 생성하거나 반대로 주어진 글로부터 대응되는 이미

지를 합성하는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기초연구와 그 활용성을 고려하여 비디

오 중심의 시각과 언어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효율적으로 내용 분석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하나 제

안한다.

최종연구목표

비디오의 시각 언어 정보를 추출하여 내용을 분석하

고, 이로부터 스스로 학습하여 지식베이스를 자동 구

축하는 Piaget Machine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스

마트 TV에서 실시간에 비디오를 분석, 학습하고 추천

하는 스마트 TV 에이전트와 의미기반 비디오 제작 

스마트 도우미 시스템을 개발한다.

단계별 연구 목표 및 내용

❏ Phase I: 멀티모달 인지학습 기반 자동 지식축적엔진 

Piaget Machine 개발

∙비디오로부터 시각-언어 정보 자동추출 연구

∙시각-언어 교차 모달리티 학습 및 변환 기술

∙비디오 학습기반 지식베이스 자동 구축 기술

❏ Phase II: Piaget Machine 기반 실생활 비디오 분석 

Smart TV 에이전트

∙실시간 내용기반 비디오 분석, 요약, 검색, 추천

∙비디오기반 행동 인식, 의도 파악 추론 학습

∙비디오 스토리 인식, 요약, 생성 기술

❏ Phase III: Smart TV 에이전트를 이용한 의미기반 

비디오 제작 도우미 시스템

∙영상-음성 상호 번역 및 교차 생성 기술

∙텍스트로부터 멀티미디어 영상물 자동 합성

∙비디오 제작을 돕는 스마트 어시스턴트 개발

시각과 언어 처리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갖는다. 최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기계의 

시각과 언어 능력은 여전히 사람에 비해서 뒤처지며, 
한 단계 점프하기 위해서는 인지과학과 뇌과학에서의 

최근 연구 결과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뇌는 다음과 

같은 정보표현과 정보처리의 특성을 활용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Distributed representation

∙Multiple overlapping representations
∙Hierarchical representation
∙Population coding
∙Sparse coding
∙Temporal coding
∙Dynamic coordination
∙Associative recall

위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뇌에서의 Cog-
nitive Computing 원리를 함께 연구하는 것은 단기적으

로 기술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과학적

인 지식 축적에도 중요할 것이다. 즉 Video는 영상, 오
디오, 언어의 스트림으로서 이러한 멀티모달 스트림데

이터를 위에 열거한 특성을 갖는 뉴럴코드로 표현하고 

학습 및 처리하는 기술을 연구함으로써 Brain에서의 인

지정보처리를 Reverse Engineering할 수 있다.

6. 결 론

본 고에서는 컴퓨터 시각과 언어처리에 대한 연구의 

역사와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시각과 언어 이

해 기술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동영상과 웹문서 등이 급증함에 따라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Microsoft Kinect와 Apple Siri 등의 

참신한 응용은 현재 수준의 기술로도 상용화가 가능함

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다. 그러나 시각 언어 정보

를 사람처럼 이해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지

과학과 뇌과학 기반의 사람의 정보처리 과정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의 인지언어

학, 신경언어학과 인지발달에 관련된 뇌인지과학과 인

지발달 연구를 더불어 살펴보았다.
국내외 연구개발 사례로서 IBM Watson, Apple Siri, 

Microsoft Kinect, Google Translate, Multimedia 정보검

색, 물체인식 및 추적 기술, LableMe, SNU Videome 
Project를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Piaget의 인지발

달 이론에 기반한 지식베이스 자동 구축 기술을 제안하

고 이를 Smart TV 개발과 비디오 제작에 활용하는 방

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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