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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비디오 질의 응답은 AI 에이전트가 주어진 비디오를 기반으로 관련된 

질문에 응답하는 문제이다. 비디오 질의 응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1) 다양한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2) 주어진 비디오의 다양한 요소(e.g. 물체, 행동, 인과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며, (3) 언어와 시각 정보 두 modality 간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생성된 표상(cross-modal representation)을 통해 정답을 

추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학위논문에서는 동작 정보 및 모양 정보에 

기반한 두 가지 cross-modal representation 을 생성하고, 이를 질문의 

의도에 따라 가중합하는 동작-모양 시너지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세 가지의 모듈: 동작 모듈, 모양 모듈, 동작-모양 

융합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동작 모듈에서는 질문과 행동 정보를 

융합한 cross-modal representation 을 생성하며, 모양 모듈에서는 

주어진 비디오의 모양 측면에 집중하여 표상을 생성한다. 최종적으로 

동작-모양 융합 모듈에서 인코딩된 두 정보가 질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융합된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모델은 대규모 비디오 질의 응답 

데이터셋인 TGIF-QA 와 MSVD-QA 에 대해 최첨단의 성능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제안하는 모델의 정성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보여준다. 
 
 

 

주요어 : 비디오 질의 응답, 동작 정보, 모양 정보, 동작-모양 융합, 
어텐션 메커니즘 
학  번 : 2019-2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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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최근의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및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분야 연구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눈부신 

기여를 하여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이미지 캡셔닝(image 

captioning)[40], 시각 정보 질의 응답 문제(visual question 

answering)[2,13], 시각 정보 기반 상식 추론(visual commonsense 

reasoning)[43] 과 같이 vision-language 를 다루는 문제들이 새로운 

연구 주제로서 주목받게 되었으며, 관련된 데이터셋 또한 활발히 

소개되었다. 특히, 비디오 질의 응답 문제(video question 

answering)[6,17,27,39,42]는 더 높은 수준의 vision-language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하나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QA 문제와는 달리, 비디오 질의 응답 문제에서의 질의는 물체의 모양과 

관련된 프레임 수준에서의 질문(e.g., ”남자가 쓴 모자의 
색깔은?”)에서부터 행동과 인과관계에 관한 질문(e.g., ”여자가 문을 연 후 
한 행동은?”)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져 있다. 

비디오 질의 응답 문제는 세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를 

요구한다: (1) 다양한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2) 주어진 비디오의 

다양한 요소(e.g. 물체, 행동, 인과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며, (3) 언어와 

시각 정보 두 modality 간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생성된 표상(cross-

modal representation)을 통해 정답을 추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의 연구들[16,18,28]은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 모델[15,33]에서 추출한 이미지 feature 와 사전 학습된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 모델[32]에서 추출한 텍스트 feature 를 

하나의 표상으로 나타내는 것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10]에서 논의 

되었듯이, object detection 모델에서 추출한 feature 만으로 시각 정보 

간의 시공간 관계(spatio-temporal relation)를 추론하는 것은 동작 

정보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는 기존의 object detection 

모델들이 시간 축에 따라 변화하는 객체의 정보를 모델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풍부한 동작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몇몇 연구들[10,38]은 

행동 분류(action recognition) 문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추가적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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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34]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LSTM 과 같이 

재귀 모델(recurrent model)을 기반으로 시각 정보의 긴 시퀀스를 

임베딩 하였기 때문에, 제안하는 모델의 추론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4]에서 논의 되었듯 recurrent model 에서 장기 종속성(long-term 

dependency)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이러한 모델들은 멀리 떨어진 

장면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추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풍부한 동작 정보를 활용하며 긴 시퀀스에 대한 

모델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킨 동작-모양 시너지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질의응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작-모양 
주의집중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네트워크는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시각 정보 처리과정에서 영감을 받았다. 인간의 안구에서 

뇌까지 연결되는 시각 정보는 병렬적으로 인코딩되는데, 복측 

경로(ventral pathway)는 색깔, 모양과 같이 물체 인식(object 

identification)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한다. 반면 배측 경로(dorsal 

pathway)는 방향이나 동작 정보에 반응하는 세포로부터 정보를 받아, 

시각 기반 움직임(visually guided movement)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한다. [44] 

이러한 시각 정보 처리 과정을 본따, 본 논문에서는 시각 정보를 

동작 및 모양 두 가지로 나누어 병렬적으로 처리한 후 high-level 에서 

융합하는 네트워크를 설계하였다. 네트워크는 세 가지의 모듈: 동작 모듈, 
모양 모듈, 동작-모양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 에서 볼 수 있듯이, 

동작 모듈과 모양 모듈은 풍부한 상호 모달리티 간 표상(cross-modal 

representation)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모듈은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작 모듈은 I3D 로부터 추출된 동작 feature 를 

input 으로, 모양 모듈은 ResNet 으로부터 추출된 모양 feature 를 

input 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두 모듈은 먼저 추출한 

객체(object) feature 를 기반으로 그래프를 구성하고, 그래프 

컨볼루션(graph convolution)을 통해 object 간 spatio-temporal 

relation 을 모델링한다. 이후, VQ Interaction 모듈에서는 graph 

convolution 의 output 과 질문 정보를 두 feature 간 상관관계에 

기반하여 융합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작 모듈과 모양 모듈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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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의 동작 및 모양 측면에서 질문과의 cross-modal 

representaion 을 생성한다. 동작-모양 융합 모듈에서는 최종적으로 

동작 및 모양 모듈을 통해 인코딩된 두 feature 를 질문에 기반하여 

융합한다. 

본 논문의 주요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세 가지 모듈: 동작 

모듈, 모양 모듈, 동작-모양 융합 모듈에 기반하여 비디오 질의 응답 

문제를 위한 동작-모양 시너지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둘째로, 본 논문은 

제안하는 모델을 대규모 질의 응답 데이터셋인 TGIF-QA, MSVD-QA, 

MSRVTT-QA 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보였다. 제안하는 모델은 TGIF-

QA 와 MSVD-QA 에서 최첨단의 성능을 보였으며, MSRVTT-QA 에서도 

최첨단에 가까운 성능을 보였다. 또한 제안하는 모델을 구성하는 세 

가지 모듈의 효과 또한 정성적 평가를 통해 증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질문의 내용에 따라 어떤 정보를 주로 사용하였는지 동작-모양 융합 

모듈의 어텐션 점수를 시각화하여 모델의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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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모델의 전반적인 구조도: ResNet과 I3D로부터 추출된 각각의 
feature는 각각 모양 모듈(Appearance Module) 및 동작 모듈(Motion 
Module)의 input으로 사용된다. 두 모듈은 모두 두 가지의 하위 모듈: 그래프 
컨볼루션(GCN) 및 시각-언어 상호작용(VQ Intera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모듈의 output은 접합되어 동작-모양 융합 모듈(Motion-Appearance 
Fusion Module)의 input으로 사용된다. 최종적으로 융합 모듈을 거친 
feature를 통해 정답을 추론한다. 질문 정보는 먼저 GloVe와 LSTM을 통해 
인코딩되어 단어 수준 표상 𝐹𝑞 및 문장 수준 표상 𝐪로 표현된다. 𝐹𝑞는 VQ 
Interaction 하위 모듈에서 시각 정보와 융합되며, 𝐪는 동작-모양 융합 
모듈에서 두 정보를 가중합하는 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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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연구 
 

 

제 1 절 시각 정보 기반 질의 응답 모델들 
 

시각 정보 기반 질의 응답(Visual Question Answering, VQA) 

문제에서는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어진 시각 

정보로부터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단서를 찾는 것이 요구된다. VQA 는 

주어지는 시각 정보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이미지 질의 

응답(Image QA) 및 비디오 질의 응답(Video QA) 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Image QA 분야에서 이전의 연구들은, 주어진 이미지의 공간적 

차원(spatial dimension)으로부터 질문에 해당하는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어텐션 메커니즘을 주로 활용하여 왔다.[1,20,22,41] 그러나 

Video QA 의 경우, 비디오는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이미지의 집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spatial dimension 에서 물체의 색, 모양과 같은 세부적 

정보 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temporal dimension)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행동, 인과관계까지 추론하여야 한다.[17,31] 몇몇 

연구들[8,10,38]은 비디오에서 동작 및 모양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메모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공간적 차원(spatio-temporal 

dimension)에서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6,18,28]는 

메모리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장거리 시간 종속성(long-range 

dependency)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델 구조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이미지 

분류(image classification) 또는 객체 분류(object classification) 에서 

사전 학습된 feature 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작 정보를 충분히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전의 연구에서 발생한 long-range dependency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양한 시각 정보(i.e, ResNet, I3D)를 기반으로 spatio-

temporal relation 을 추론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하였다. 

 

제 2 절 행동 분류 모델들 
 

행동 분류(Action Classification)는 행동 주체와 물체 간의 

상호관계로 구성된 동작(action)을 인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action 

classification 은 주어진 시각적 정보로부터 spatio-temporal relation 을 



 

 6 

추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video QA 와 공통점이 있다. [34]는 C3D 를 

제안하였는데, 기존의 2 차원 CNN 필터를 temporal dimension 으로 

확장함으로써 spatio-temporal relation 을 연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5]는 I3D 를 제안하였는데, 기존의 최첨단 접근 방식의 2 차원 CNN 

구조를 3 차원 컨볼루션으로 확장한 모델로 현재 action classification 

분야에서 기준선(baseline)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2,30] [9]는 

SlowFast 를 제안하였는데, 비디오에서 서로 다른 초당 프레임 

비율(fps)로 이미지를 추출한 후, 시간축에 대해 서로 다른 필터 

사이즈를 가진 두 갈래의 컨볼루션 구조로 인코딩하는 모델이다. 이와 

유사하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각각의 인코더 모듈에 서로 

다른 인풋을 할당한 후 두 갈래로 연산하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SlowFast 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제안하는 모델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1) 시각 정보 뿐만 아니라 

언어 정보까지 활용하였으며, (2) 두 갈래 연산 구조(two-stream 

structure)를 단지 동작과 관련된 정보 뿐만 아니라 모양, 동작 및 모양 

등 다양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제 3 절 어텐션 메커니즘 
 

어텐션 메커니즘은 두 feature 간의 상관관계를 연산[3,29]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먼저 기계 번역 분야에서, 

[36]에 의해 트랜스포머(Transformer) 구조가 가장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input feature 의 다양한 상관관계를 연산하기 위한 multi-

head self-attention 을 제안하였다.[37] Video QA 에서는, [23,28]가 

self-attention 과 guided-attention 을 이용하여 비디오에서의 시간적 

변화(temporal dynamics) 및 질문과의 관계를 연산하였다. 모달리티 

정렬(Multi-modal Alignment) 분야에서는, [35]가 시각, 언어, 소리 

정보를 시간에 따라 정렬하고 융합하기 위해 Transformer 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동작 및 모양 간의 다양한 상관 관계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두 정보를 융합하기 위해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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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동작-모양 시너지 네트워크 
 

 

제 3 장에서는, 제안하는 동작-모양 시너지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에 대해 서술한다. 먼저, 1 절에서는 동작 및 모양 feature 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2 절에서는 동작 및 모양 기반 시각 

정보를 인코딩하고 질문 정보와 융합하는 동작 모듈 및 모양 모듈에 

대해 서술한다. 3 절에서는 질문 내용에 기반하여 동작 및 모양 정보를 

필요한 비율 만큼 가중합하는 동작-모양 융합 모듈에 대해 서술하며, 

마지막으로 4 절에서 정답 추론 방식 및 사용한 목적 함수에 대해 

설명한다. 
 

제 1 절 시각 및 언어 표상 
 

먼저 비디오 프레임으로부터 동작 및 모양 표상을 나타내었다. 먼저 

모양 표상으로는, 물체 및 특징 분류(object and its attribute 

classification) 문제 에서 사전 학습된 ResNet[15]을 통해 feature 를 

추출하였다. 동작 표상의 경우 행동 분류(action classification) 

문제에서 사전 학습된 I3D[5]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이 때, 동작 및 

모양 표상 모두 배경 noise 를 제거한 object-level 에서의 local 

feature, 전체 프레임의 정보를 담은 global feature 두 가지를 모두 

추출한 후 혼합하여 나타내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모양 표상.  먼저 local feature 로는, 비디오에서 𝑇개의 프레임이 

주어졌을 때, Faster R-CNN[33]을 이용하여 각 프레임 당 𝑁개의 

물체(object)를 추출하였다. 이 때 추출한 모양 물체 집합을 ℛ𝑎 =

{𝐨𝑡,𝑛
𝑎 , 𝐛𝑡,𝑛}𝑡=1,𝑛=1

𝑡=𝑇,𝑛=𝑁로 나타내며 𝐨는 물체 feature, 𝐛는 추출한 물체의 

bounding box 정보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비디오에 대해 𝐾 =
𝑁 × 𝑇개의 물체를 얻게 된다. Global feature 로는, 이전의 

연구들[16,18]을 따라 ResNet-152 의 Conv5 layer 에서 7 × 7크기의 

feature map 을 추출한 후, global pooling 및 linear projection 을 

차례로 적용하였다. 추출한 global feature 는 𝐯𝑔𝑙𝑜𝑏𝑎𝑙
𝑎 ∈ ℝ𝑇×𝑑로 표기하며, 

𝑑는 벡터의 차원을 의미한다. 

 



 

 8 

동작 표상.  동작 표상의 경우, I3D[5]의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로부터 

사이즈가 (시간, 넓이, 높이, 차원) = (𝑡
8

, 7, 7, 2048)인 feature map 을 

추출하였다. 이것은 8 개의 프레임이 하나의 세트로 입력되어 크기가 

7 × 7 × 2048인 하나의 feature map 을 구성한다는 의미이다. Local 

feature 의 경우, feature map 에 RoIAlign[14]을 적용하여 얻었으며, 

앞서 추출한 bounding box 정보 𝐛를 이용하였다. Global feature 의 

경우 모양 표상과 같이 feature map 에 global pooling 과 linear 

projection 을 차례로 적용하여 얻었으며, 𝐯𝑔𝑙𝑜𝑏𝑎𝑙
𝑚 ∈ ℝ𝑇×𝑑으로 표기한다. 

 

위치 정보 인코딩.  2 절에서 추출한 object 간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각 object feature 가 자신의 공간(spatial) 및 

시간(temporal)적 위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동작-모양 융합 

모듈까지 동작 및 모양 feature 는 각각 같은 연산 과정을 거치므로, 

수식에서는 두 위 첨자를 종합하여 표기한다. L-GCN[16]을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위치 정보를 추가하여 local feature 를 나타내었다: 

𝐯𝑙𝑜𝑐𝑎𝑙
𝑎,𝑚 = FFN([𝐨𝑎,𝑚; 𝐝𝑠; 𝐝𝑡]) 

이 때 𝐝𝑠는 프레임 내 object 의 위치 정보를 의미하며, bounding 

box 정보 𝐛에 linear projection 을 적용하여 얻었다. 𝐝𝑡는 프레임의 

인덱스에 따라 position encoding 을 적용하여 얻었으며, 시간에 따른 

프레임의 위치 정보를 의미한다. Global feature 의 경우 𝐝𝑡만 접합한 후 

똑같이 feed forward network(FFN)을 적용하여 위치 정보를 

나타내었다. 최종적인 시각 정보는 아래와 같이 local feature 와 global 

feature 를 융합하여 나타내었다: 

𝐯𝑎,𝑚 = FFN([𝐯𝑙𝑜𝑐𝑎𝑙
𝑎,𝑚 ; 𝐯𝑔𝑙𝑜𝑏𝑎𝑙

𝑎,𝑚 ]) 
 

언어 표상.  이전의 연구[17]를 따라, 질문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어들을 

GloVe 를 통해 300 차원의 벡터로 변형하였다. 문장에서의 의미 수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양방향 LSTM(bi-LSTM)을 통하여 추출한 단어 

표상을 인코딩하였다. Bi-LSTM 을 통해 얻은 단어 수준의 feature 는 

𝐹𝑞 = ℝ𝐿×𝑑로, 문장 수준의 feature(last hidden unit)는 𝐪 = ℝ𝑑로 

표기한다. 𝐿은 문장의 길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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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작 및 모양 모듈 
 

2 절에서는 높은 수준의 시각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언어 정보와 

융합하는 동작 및 모양 모듈을 소개한다. 각각의 모듈은 (1) 물체 

그래프(Object Graph) : object-level feature 간의 spatio-temporal 

relation 을 추론, (2) 시각-언어 상호작용(VQ Interaction) : object 

feature 와 단어 수준 feature 간의 상관관계를 연산 하는 두 가지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동작 및 모양 모듈은 같은 구조를 

가지므로, 아래에서 위 첨자를 통일하여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한다. 

 

물체 그래프(Object Graph).  Object 간의 spatio-temporal relatioon 을 

추론하기 위하여, object graph 를 𝒢𝑎,𝑚 = (𝒱𝑎,𝑚, ℰ𝑎,𝑚)으로 정의한다. 

𝒱, ℰ는 graph 의 node 및 edge 집합을 의미한다. 앞서 1 절에서 얻은 

시각 feature 𝐯𝑎,𝑚을 graph 의 input 𝑋 ∈ ℝ𝐾×𝑑로 대입하면, object 

graph 의 node 는 𝑣𝑖
𝑎,𝑚 ∈ 𝑋𝑎,𝑚으로 정의되며, graph 의 edge 는 각 

node 간의 관계 (𝑣𝑖
𝑎,𝑚, 𝑣𝑗

𝑎,𝑚)를 의미하게 된다. 주어진 object graph 의 

대하여 각 feature 간의 관계를 연산하기 위해 graph convolution[24]을 

수행하였다. 먼저 node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가중인접행렬(adjacency 

matrix) 𝐴𝑎,𝑚 ∈ ℝ𝐾×𝐾를 linear projection 을 거친 graph input 간의 dot-

product 로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𝐴𝑎,𝑚 = softmax((𝑋𝑎,𝑚𝑊1)(𝑋𝑎,𝑚𝑊2)Τ) 
이후 graph input 𝑋와 adjacency matrix 𝐴에 대해 아래와 같이 2-

layer graph convolution 을 수행한다: 

GCN(𝑋; 𝐴) = ReLU(𝐴 ReLU(𝐴𝑋𝑊3) 𝑊4) 
𝐹 = LayerNorm(𝑋 + GCN(𝑋; 𝐴)) 

이 때 기존 자기 자신의 정보 𝑋와 graph convolution 을 통해 

스무딩(smoothing)된 정보 간의 skip connection 을 추가하여 graph 의 

weight 가 기존 정보와의 잔차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시각-언어 상호작용(Vision-question Interaction, VQ Interaction).  이 

하위모듈에서는 언어 및 시각 정보 간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두 정보를 

융합한다. 앞서 1 절 및 2 절에서 얻은 시각 정보 𝐹𝑎,𝑚과 언어 정보 

𝐹𝑞를 얻었으므로, BAN[22]에서 소개된 bilinear operation 을 통해 두 

모달리티의 모든 쌍 간 관계를 아래와 같이 연산한다: 

𝐻𝑖 = 𝟏 ∙ BAN𝑖(𝐻𝑖−1, 𝑉; 𝒜𝑖)Τ + 𝐻𝑖−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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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𝐻0 = 𝐹𝑞이며, V에는 시각 정보 𝐹𝑎,𝑚이 대입된다. 1 ≤ 𝑖 ≤ 𝑔로 𝑔는 

BAN operation 이 반복되는 횟수를 의미한다. BAN operation 의 결과 

BAN(𝐻, 𝑉; 𝒜) ∈ ℝ𝑑는 𝟏 ∈ ℝ𝑳과 곱해져 input 과 같은 차원으로 

projection 된다. 이러한 연산을 거치고 나면, 𝐻는 두 모달리티 간의 

다양한 측면을 연산하여 얻은 시각 및 언어 융합 정보를 언어 정보의 

공간으로 사영(projection)한 정보를 의미하게 된다.[41] 

 
제 3 절 동작-모양 융합 모듈 
 

3 절에서는 본 논문의 주요 기여점인 동작-모양 융합 모듈을 

소개한다. 질문이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모델은 동작 

정보, 모양 정보, 또는 동작 및 모양 정보 모두를 얼마나 사용할지에 

대해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모델링하기 위해, 동작-모양 융합 

모듈에서는 모양 중심(Appearance-centered), 동작 중심(Motion-

centered), 동작-모양 혼합(All-Mixed) 세 가지 종류의 어텐션을 

연산한 후 질문 내용에 따라 세 정보를 가중합한다. 앞서 2 절에서 동작 

모듈 및 모양 모듈의 결과 𝐻𝑎 및 𝐻𝑚을 얻었으므로, 이 둘을 접합하여 

아래와 같이 행렬 𝑈를 정의한다: 

𝑈 = [ 𝐻𝑎

𝐻𝑚] , 𝑈 ∈ ℝ2𝐿×𝑑 

 

동작 및 모양 중심 어텐션(Motion-Appearance-centered Attention).  

먼저 다양한 측면에서 feature 사이의 유사도를 연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scaled dot-product attention 을 정의한다: 

Attention(𝑄, 𝐾, 𝑉) = softmax (
𝑄𝐾Τ

√𝑑𝑘
) 𝑉 

수식에서 𝑄, 𝐾, 𝑉는 각각 query, key, value 를 의미한다. 모양 

중심(Appearance-centered), 동작 중심(Motion-centered), 동작-모양 

혼합(All-Mixed)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𝑈를 query 로, 𝐻𝑎, 𝐻𝑚, 𝑈를 

key, value 로 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종류의 어텐션을 정의하였다: 

𝑃𝑎 = Attention(𝑈, 𝐻𝑎, 𝐻𝑎) 
𝑃𝑚 = Attention(𝑈, 𝐻𝑚, 𝐻𝑚) 

𝑃𝑎𝑙𝑙 = Attention(𝑈, 𝑈, 𝑈) 
𝑍𝑎,𝑚,𝑎𝑙𝑙 = LayerNorm(𝑃𝑎,𝑚,𝑎𝑙𝑙 + 𝑈) 

이 때 𝑃 ∈ ℝ2𝐿×𝑑, 𝑍 ∈ ℝ2𝐿×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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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식의 첫 번째 줄에서는, 모양 정보를 접합 공간에 

사영(projection)한 행렬 𝑃𝑎를 접합 행렬 𝑈에 더함으로써 행렬 𝑍𝑎를 

얻는다. 따라서, 𝑍𝑎는 모양 및 동작 정보에 모양 정보를 더한 것이므로, 

모양 중심 정보를 담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𝑍𝑚,𝑎𝑙𝑙은 동작 중심 정보 

및 동작-모양 혼합 정보를 나타내게 된다. 결과적으로 동작 및 모양 

중심 어텐션(Motion-Apperance-centered attention)은 다양한 비율로 

동작 및 모양 정보를 혼합하며, 제안하는 세 가지 종류의 어텐션은 

다양한 측면에서 feature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며 multi-head 

attention 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어텐션이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보이며, 이는 4 장 실험 및 

결과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질문 기반 융합(Question-Guided Fusion).  질문 기반 융합을 위해, 

먼저 앞서 얻은 행렬 𝑍𝑎,𝑚,𝑎𝑙𝑙을 길이 2𝐿에 대해 합한 벡터 𝐳𝑎,𝑚,𝑎𝑙𝑙 ∈
ℝ𝑑를 생성한다. 이후 𝐳𝑎,𝑚,𝑎𝑙𝑙과 1 절에서 얻은 질문의 문장 수준 벡터 

𝐪간의 어텐션 점수를 아래와 같이 얻는다: 

𝛼𝑎,𝑚,𝑎𝑙𝑙 = softmax(
𝐪(𝐳𝑎,𝑚,𝑎𝑙𝑙)Τ

√𝑑𝑧
) 

이 때 어텐션 점수 𝛼𝑎,𝑚,𝑎𝑙𝑙는 질문의 내용에 기반한 행렬 𝑍 각각의 

중요도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질문 기반 융합 행렬 𝑂를 

아래와 같이 얻는다: 

𝑆 =  𝛼𝑎𝑍𝑎 + 𝛼𝑚𝑍𝑚 + 𝛼𝑎𝑙𝑙𝑍𝑎𝑙𝑙 

𝑂 = LayerNorm(𝑆 + FFN(𝑆)) 
이 때 𝑂 ∈ ℝ2𝐿×𝑑이며, 𝑍를 가중합 한 후 linear transformation, residual 

connection 을 차례로 거쳐 얻어진다. 최종적으로 행렬 𝑂를 시퀀스 길이 

2𝐿에 대해 아래와 같이 attention sum 함으로써 결과 벡터를 얻는다: 

𝛽𝑖 = softmax(FFN(𝑂𝑖)) 

𝐟 =  ∑ 𝛽𝑖

2𝐿

𝑖=1

𝑂𝑖 

최종 결과 벡터 𝐟 ∈ ℝ𝑑는 정답을 추론하는 데 사용되며, 4 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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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동작-모양 융합 모듈: 파란색으로 칠해진 행렬은 모양-질문 융합 
정보, 분홍색으로 칠해진 행렬은 동작-질문 융합 정보를 의미한다. 𝑄𝐾Τ위에 
위치한 행렬은 세 가지 종류의 어텐션을 통해 연산된 어텐션 점수 맵(attention 
score map)을 의미한다. 최종 결과 행렬 𝑆는 세 가지 feature의 가중합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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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정답 추론 및 목적 함수 
 

비디오 질의 응답 문제는 counting, open-ended word, multiple-

choice 세 가지의 타입으로 분류될 수 있다.[17] 이전의 연구들과 

유사하게, 제안하는 모델 또한 세 가지 타입에 기반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정답을 추론하였다. 

 

먼저 counting 의 경우, 최종 결과 벡터 𝐟의 linear regression 

문제로 나타내어진다. Regression 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반올림 한 것을 

최종 정답으로 사용하였으며, Mean Squared Error(MSE) 손실 함수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였다. 

 

Open-ended word 의 경우, 전체 정답 셋(set)에 대한 분류 

문제(classification task)로 정의된다. 따라서 최종 결과 벡터 𝐟에 linear 

projection 을 적용한 후 softmax 함수를 이용하여 각 클래스에 대한 

스코어 점수를 얻었다. 목적 함수로는 cross-entropy 를 사용하였다. 

 

Multiple-choice 의 경우, 이전의 연구[17]와 같이, 질문에 정답을 

접합하여 𝑀개의 정답 후보군(candidates)를 얻었다. 이후 최종 결과 

벡터 𝐟에 대해 linear transformation 을 적용하여 각 후보군의 점수를 

얻었다. 목적 함수로는 모든 후보군 쌍에 대하여 hinge loss 를 

적용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𝑚𝑎𝑥(0, 1 + 𝑠𝑛 − 𝑠𝑝) 이며, 𝑠𝑛, 𝑠𝑝는 

각각 정답 후보군의 점수 및 정답이 아닌 후보군의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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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결과 
 

 

제 4 장에서는, 세 가지 Video QA 데이터셋: TGIF-QA, MSVD-QA, 

MSRVTT-QA 에 대해 제안하는 모델을 평가한 결과를 논의한다. 먼저 

각각의 데이터셋을 소개하고, 최첨단 접근 방식들과 정량적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를 소개한다. 또한, 제안하는 모델의 모듈 별 기여도를 

평가하고 모델의 작동 방식을 시각화하여 정성적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소개한다. 

 
제 1 절 학습 데이터 
 
TGIF-QA.  TGIF-QA[17]는 165,000 개의 질의응답 쌍 및 

72,000 개의 GIF 로 구성된 대규모 비디오 질의응답 데이터셋이다. 

비디오의 길이는 대체로 매우 짧은 편이다. TGIF-QA 는 4 가지 타입의 

질문들: Count, Action, State Transition(Trans.), FraameQA 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Count 는 open-ended 형태로, 특정 행동이 몇 번 

반복되었는지 묻는 문제이다. Action 은 특정 횟수 만큼 반복된 행동이 

무엇인지, Trans.는 시간에 따른 장면의 변화에 관해 묻는다. 두 타입은 

모두 multiple-choice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FrameQA 는 

open-ended 형태로, image QA 와 유사하게 하나의 프레임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MSVD-QA & MSRVTT-QA.  두 데이터셋[38]은 모두 비디오의 서술 

내용(description)으로부터 자동으로 생성되었다. 두 데이터셋 모두 

1,970 개의 비디오 클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SVD-QA 는 50,000 개, 

MSRVTT-QA 는 243,000 개의 질의응답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디오의 평균 길이는 각각 10 초 및 15 초 내외 정도이다. 두 데이터셋 

모두 5 가지 타입의 질문들: what, who, how, when, where 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타입의 질문은 open-ended 형태이며, 두 데이터셋 각각 

미리 정의된 1,000 개 및 4,000 개의 정답 세트로부터 질문에 관한 답을 

추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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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학습 조건 
 

먼저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 1 초당 6 개의 프레임을 추출하였다. 먼저 

모양 feature 의 경우, 불필요한 정보의 중복(information 

redundancy)을 피하기 위해 추출한 프레임으로부터 4 개 중 1 개만 

샘플링하여 사용하였다. Local feature 를 추출하기 위해서 Visual 

Genome[25] 데이터셋에서 사전 학습된 Faster R-CNN[33]을 

사용하였으며, 프레임 당 추출한 object 의 개수는 𝑁 = 10이다. Global 

feature 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ImageNet[7]에서 사전 학습된 ResNet-

152 를 사용하였다. 동작 feature 의 경우, Kinetics action recognition 

데이터셋[21]에서 사전 학습된 I3D 를 이용하였다. I3D 의 인풋으로, 

모양 feature 와 똑같이 4 개 중 1 개의 중심 프레임을 샘플링하였으며, 

각 중심 프레임으로부터 앞뒤로 연속된 프레임들을 이어붙여 총 8 개의 

프레임을 하나의 세트로 간주하여 사용하였다. 세부적인 학습 

조건으로는, 먼저 learning rate 를 10−4로 가지는 Adam optimizer 를 

사용하였다. BAN 에서 glimpse 의 수 𝑔는 4 로 실험하였으며, batch 

size 는 Count 와 FrameQA 의 경우 32, Action 및 Trans.의 경우 

16 으로 세팅하였다. 

 
제 3 절 최첨단 접근 방식과의 비교 
 

아래는 제안하는 모델을 앞서 소개한 데이터셋에 대해 실험한 결과이다. 

 

TGIF-QA 에서 실험 결과.  표 4.1 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하는 모델은 

세 가지 태스크: Count, Trans., Action 에서 큰 차이로 이전 최첨단 

접근 방식들의 성능을 능가하였다. FrameQA 의 경우, 제안하는 모델의 

성능은 QueST 와 비슷한 정도를 보였다. 그러나 Count 의 경우 시간축 

정보(temporal information)을 추론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FrameQA 는 공간적 정보(spatial information)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두 태스크의 성능 간에 trade-off 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안하는 모델은 전반적인 태스크에 대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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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Count Action Trans. FrameQA 
ST-VQA[17] 4.28 60.8 67.1 49.3 
Co-Mem[10] 4.10 68.2 74.3 51.5 

PSAC[28] 4.27 70.4 76.9 55.7 
STA[11] 4.25 72.3 79.0 56.6 
HME[8] 4.02 73.9 77.8 53.8 
HGA[19] 4.09 75.4 81.0 55.1 

L-GCN[16] 3.95 74.3 81.1 56.3 
QueST[18] 4.19 75.9 81.0 59.7 
HCRN[26] 3.82 75.0 81.4 55.9 

MASN 3.75 84.4 87.4 59.5 
 

표 4.1: TGIF-QA데이터셋에서 최첨단 접근 방식과의 비교: Count 

태스크에서 수치는 평균 ℓ2 loss값을, 나머지 태스크에서 수치는 

정확도(%)값을 의미한다. 가장 높은 성능은 볼드체로, 두 번째로 높은 성능은 

밑줄로 표기되어 있다. 

 

 

 

표 4.2: MSVD-QA및 MSRVTT-QA데이터셋에서 최첨단 접근 방식과의 

비교: 표에서 모든 수치는 정확도(%)값을 의미한다. 가장 높은 성능은 

볼드체로, 두 번째로 높은 성능은 밑줄로 표기되어 있다. 

 

 

Methods MSVD-QA MSRVTT-QA 
ST-VQA[17] 31.3 30.9 

GRA[38] 32.0 32.5 
Co-Mem[10] 31.7 32.0 

HME[8] 33.7 33.0 
HGA[19] 34.7 35.5 

QueST[18] 36.1 34.6 
HCRN[26] 36.1 35.6 

MASN 38.0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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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VD-QA 및 MSRVTT-QA 에서 실험 결과.  표 4.2 에서 볼 수 

있듯이, MSVD-QA 데이터셋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가장 높은 성능의 

baseline 모델들(QueST 와 HCRN)을 약 2%의 차이로 능가하였다. 

MSRVTT-QA 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성능의 모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력 있는 결과를 보였다. 두 데이터셋은 what, who 등과 같이 wh-

question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모양 정보(spatial 

appearance feature)에 중점을 두는 질문이 많다는 점에서 TGIF-QA 의 

FrameQA 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험 

결과는 제안하는 모델이 시공간적으로(spatiotemporally) 융합된 

feature 를 기반으로 공간적 세부사항(spatial detail)까지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 4 절 모듈 별 기여도 평가 
 

Methods Count Action Trans. FrameQA 

Appr. Module 3.94 82.9 86.2 58.6 

Motion Module 3.84 82.5 86.2 51.0 

Appr. Module + Motion Module 3.82 83.4 86.8 58.6 

Appr. Module + Motion Module + Fusion 3.75 84.4 87.4 59.5 

Single-Att. 
Fusion 

Appr. 3.78 82.8 86.3 58.9 

Motion 3.79 83.1 87.0 59.1 

All 3.78 83.6 87.4 59.3 

Dual-Att. 
Fusion 

Appr. + Motion 3.77 83.6 87.4 59.2 

Appr. + All 3.77 83.6 87.5 59.0 

Motion + All 3.80 84.1 86.5 59.1 

 
표 4.3: TGIF-QA데이터셋에서 모듈 별 기여도 정량적 평가: 

Count태스크에서 수치는 평균 ℓ2 loss값을, 나머지 태스크에서 수치는 

정확도(%)값을 의미한다. 가장 높은 성능은 볼드체로, 두 번째로 높은 성능은 

밑줄로 표기되어 있다. Appr. Module은 Appearance Module의 약자로 모양 

모듈을 의미한다. Single-Att. 및 Dual-Att. 은 제안하는 세 가지 종류의 

어텐션 중 각각 한 가지, 두 가지만 사용한 것을 의미하며, Appr.는 

Appearance-Centered attention, Motion은 Motion-Centered attention, 

All은 All-Mixed attention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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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모듈(Appearance Module) 및 동작 모듈(Motion Module)의 효과.  

표 4.3 에서는 제안하는 각 모듈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제안하는 모듈의 형태는 그림 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3 의 1 행 및 2 행은 각각 모양 모듈 및 동작 모듈만 사용했을 때의 

성능을, 3 행은 두 모듈의 output 을 단순 접합한 후 시퀀스 길이 2𝐿에 

대해 attention sum 한 결과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최첨단 접근 

방식들은 ResNet feature 만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이미지 벡터의 

차분을 기반으로 spatio-temporal relation 을 추론하였다. 모양 모듈만 

사용한 1 행의 결과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spatio-temporal 

relation 을 비교적 잘 추론할 수 있었다. 반면, 동작 모듈만 사용하였을 

때 FrameQA 의 성능은 모양 모듈만 사용하였을 때 보다 약 7%나 낮은 

성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작 모듈이 모양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추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 4.3 의 1 행과 3 행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모양 모듈만 사용한 것 보다 모양 모듈 및 동작 

모듈을 함께 사용한 경우 Action 및 Trans. 태스크에서 성능이 

일정하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작 모듈이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표 4.3 의 1 행, 2 행 및 

3 행을 모두 비교하여 보았을 때, 두 모듈의 결과를 종합한 경우 모든 

태스크에서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각각의 모양 및 동작 정보를 

high-level feature 로 표현한 후, 두 정보를 합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작-모양 융합 모듈(Motion-Appearance Fusion Module)의 효과.   

표 4.3 에서는 융합 모듈 내에서 제안하는 각 attention 의 효과 또한 

보여준다. 4 행은 동작-모양 융합 모듈을 사용한 제안하는 모델의 최종 

결과를 나타낸다. ‘Single-Attention Fusion’행에서는 제안하는 세 가지: 

appearance-centered, motion-centered, all-mixed attention 중 한 

가지만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Dual-Attention 

Fusion’행에서는 세 가지 타입 중 두 가지의 attention 만 사용하였을 

때의 성능을 나타낸다. 비디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How 

many times does the man in the white shirt put his hand on the 

head?”와 같은 질문이 주어졌을 때, 모델은 모양과 관련된 “man in 

white shirt”, “hand on head”와 같은 정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묻는 동작 “put”과 관련된 정보를 인코딩하여야 하며, 두 정보를 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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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 따라 필요한 만큼 가중합하여야 한다. 먼저 표 4.3 의 3 행 및 

4 행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4 행은 전반적인 태스크에서 모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는 Motion-Appearance-centered Fusion 을 

통하여 동작 및 모양 정보를 다양한 비율로 융합하고, Question-Guided 

Fusion 을 통해 생성한 정보들을 가중합하는 것이 모델의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제안하는 세 가지 attention 타입 중 

사용한 개수에 따른 전반적인 성능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모두 사용한 경우가 차례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 

번에 attention 을 연산하는 것 보다 서로 다른 측면을 중심으로 

feature 를 생성한 후 융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Single’열에서 appearance-centered 또는 motion-

centered attention 만 사용한 결과와 ‘Dual’열에서 두 종류의 

attention 을 모두 사용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종류 모두 

사용한 경우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는 appearance-centered 

및 motion-centered attention 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Single-Att. Fusion’에서 ‘Motion’열의 

FrameQA 태스크 성능이 증가한 것은 동작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된 

모양 정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제 5 절 정성적 평가 
 

그림 4.1 에서는 동작-모양 융합 모듈에서 세 가지 종류의 attention 

점수를 시각화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4.1 로부터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1) 각각의 attention map 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관계를 연산하여 multi-head attention 과 유사하게 작용한다는 것, (2) 

태스크 타입에 따라 각각의 attention map 은 서로 다른 중요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FrameQA 를 시각화한 그림에서 

appearance-centered 의 attention map 은 ‘how many’와 같이 모양 

정보에 집중하여 정보를 인코딩한다. 반면, motion-centered 와 all-

mixed 의 attention map 은 ‘waving’, ‘hands’와 같이 동작 관련 정보를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ction 을 시각화한 그림에서는, 

FrameQA 와 유사하게, appearance-centered 의 attention map 은 

동작과 관련된 object 인 ‘head’정보에 집중하는 반면 motion-

centered 의 attention map 은 동작과 관련된 ‘nod’에 집중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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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 태스크를 시각화한 결과에서는, attention map 이 Action, Trans. 

태스크의 결과에 비해 희소(sparse)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림 4.1: TGIF-QA 데이터셋에 대한 정성적 평가 결과: 첫 번째 행에서 
왼쪽부터 각각 Count, FrameQA, Action, Trans. 태스크의 질문을 추론한 
결과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세 가지 종류의 attention map은 log-scale한 후 
시각화하였다. 각각의 attention map 아래에 쓰여진 점수는 Question-Guided 
Fusion에서 연산한 것으로, attended feature의 중요도를 의미한다. 
 

 
 
결과는 세 가지 태스크 모두 동작 정보와 관련된 질문을 추론함에 

Action, Trans.만큼 Count 의 성능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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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학위 논문에서는, 동작 정보와 모양 정보를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동작-모양 시너지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모델은 먼저 동작 모듈 및 모양 모듈을 통해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동작, 모양 관련 단서를 인코딩한다. 이후 동작-모양 융합 모듈을 통해 

동작 및 모양 정보 각각을 어느 정도 사용할지 결정하고 융합한다. 세 

가지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는 제안하는 모델이 다른 

최첨단 접근 방식들과 비교하였을 때 더 효과적인 추론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자연어와 매칭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시각 자극 처리 방법을 딥러닝 모델에 적용하고 더 

향상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기존 비디오 정보 처리 방식에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각 자극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받아들여진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색, 모양, 방향 등 여러 요소로 

분해되어 인코딩되며 상위 레벨에서 하나의 물체로 융합되어 

인식된다.[44] 제안하는 모델 역시 기존 방식과는 달리 동작 정보가 

하나의 시각적 요소로 간주되며 이러한 분리 과정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동작 모듈 또는 모양 모듈만 사용하였을 때와 

두 모듈을 융합하였을 때 차이를 더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시각 

자극이 융합되고 인지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fMRI 실험을 통해 분리되어 인코딩된 시각 정보가 융합 및 인지되어 

자연어로 표현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밝힌다면, 향후 딥러닝 모델이 

multi-modal 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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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Question Answering is a task which requires an AI agent to answer 
questions grounded in video. This task entails three key challenges: (1) 
understand the intention of various questions, (2) capturing various elements 
of the input video (e.g., object, action, causality), and (3) cross-modal 
grounding between language and vision information. We propose Motion-
Appearance Synergistic Networks (MASN), which embed two crossmodal 
features grounded on motion and appearance information and selectively 
utilize them depending on the question’s intentions. MASN consists of a 
motion module, an appearance module, and a motion-appearance fusion 
module. The motion module computes the action-oriented cross-modal joint 
representations, while the appearance module focuses on the appearance 
aspect of the input video. Finally, the motion-appearance fusion module 
takes each output of the motion module and the appearance module as input, 
and performs question-guided fusion. As a result, MASN achieves new 
state-of-the-art performance on the TGIF-QA and MSVD-QA datasets. We 
also conduct qualitative analysis by visualizing the inference results of 
MA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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