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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디오 질의 응답은 입력으로 주어진 비디오와 질문에 적절할 정답을 제공하기 위해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정보

처리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multi-modal 문제이다. 질의 응답 시스템은 질의 응답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서로

다른 응답 모듈을 사용하기도 하며 생성된 정답 후보군 중 가장 적절할 정답을 선택하는 정답 선택 모듈이 필요하다.

정답 선택 모듈은 응답 모듈의 서로 다른 관점을 고려하여 응답 선택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응답 모듈이

black-box 모델인 경우 정답 선택 모듈은 응답 모듈의 parameter와 예측 분포를 통해 지식을 전달 받기 어렵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셋은 응답 모듈이 학습에 사용했기 때문에 과적합 문제로 각 모듈의 관점을 학습하기엔 어려우며 학습

데이터셋 이외 비교적 적은 데이터셋으로 학습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답 선택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전이 학습 기반의 멀티모달 퓨전 정답 선택 모델을 제안한다. DramaQA 데이터셋을 통해 성능을 측정하여 제안된

모델의 우수성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주제어: 전이 학습, 정답 선택, 머신 러닝, 비디오 질의 응답

1. 서론

비디오 질의 응답 시스템은 입력으로 주어진 비디오와 질의

에 적절한 정답을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질의 응답 시스템은

정답 후보군을 생성하는 응답 모듈이 단일 혹은 다수로 구성

된다. 그림 1과 같이 다수의 응답 모듈로 구성된 질의 응답

시스템에선 각 응답 모듈에서 생성된 정답 후보군에서 질의에

가장 적절한 정답을 선택하는 정답 선택 모듈이 필요하다. 특

히 비디오 질의 응답은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정보처리가

요구되는대표적인 multi-modal문제이며단일응답모듈로정

확한응답을생성하기엔어려움있다.따라서비디오질의응답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응답 모듈과 정답 선택

모듈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응답 모듈은 정답을 생성하기 위해 선다형 질의 응답과 개

방형 비디오 질의 응답 문제로 접근한다. 주어진 정답 후보군

에서 선택하는 선다형 질의 응답과 달리 개방형 질의 응답은

가능한 정답이 다양하기 때문에 선다형 질의 응답보다 어려운

문제이다. 최근 딥러닝 기법으로 이미지와 자연어처리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비디오 질의 응답 문제를 해결하는 신경망 기

반 모델들이 제안되었다[1, 2]. 각 질의 응답 모델은 사용하는

자원과 모델의 구조가 다르며 같은 질의에도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다. 따라서 다중 응답 모듈로 구성된 질의 응답 시스템에

선각응답모듈의관점을고려하여주어진질의에가장적절한

모델의 정답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응답 모듈의 관점을 정답 선택 모듈에 전달할 수 있는 대

그림 1. 다수의 응답 모듈로 구성된 질의 응답시스템

표적인 방법은 KD(knowledge distillation)이다. KD는 학습된

teacher모델의예측분포혹은 parameter를 student모델이모

방하도록 학습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기법이며 teacher 모델과

student 모델의 관점이 유사해진다[3]. 하지만 teacher 모델의

parameter또는예측분포를알수없는 black-box모델인경우,

teacher 모델은 출력 결과을 통해서만 관점을 student 모델에

전달할 수 있으며 기존에 제안된 KD 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응답 모듈이 사용한 학습 데이터셋을

통해 얻은 각 응답 모듈의 출력 결과는 과적합 문제로 정답

선택 모듈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데

이터셋을통해정답선택모델을학습이가능하다.하지만학습

데이터셋이외의데이터셋을구축하는것은많은시간과자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답 선택 모델은 학습 데이터셋보다 상대적

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한다. 따라서 정답 선택

모델이 적은 데이터셋으로 인해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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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비디오 질의 응답 모듈의 관점을 반영하여 적은

데이터셋에서 비디오 질의 응답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전이 학습

기반의 멀티 모달 퓨전(multi-modal fusion) 정답 선택 모델을

제안한다. 전이 학습은 기존에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로 학습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

서는 전이 학습을 통해 적은 데이터셋에서 비디오 질의 응답

선택 모델을 학습 단계를 두 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첫 번째 단

계에서는 정답 선택 모델이 일반적인 비디오 문제를 학습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학습된 정답 선택 모델

과 응답 모듈의 출력 결과를 통해 응답 모듈의 관점을 반영한

정답 선택 문제를 학습한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적은 데이터

셋으로 인해 모델이 충분히 학습되지 않아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완화시킨다.비디오질의응답문제는질의와실제정답

간의 유사성을 높이기 위해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정보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Transformer는 self-attention 기반

모델이며 입력 간의 의존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4]. 본 논문에서는 질문, 응답 뿐만 아니라 이미지,

자막,질의난이도다양한정보를사용하여응답모델의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transformer 인코더를 사용한다.

제안된 정답 선택 모델 성능 실험을 위해 DramaQA[5] 데이

터셋과 인공 신경망 세 모델의 예측 결과를 사용하였다. 정답

선택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각 응답 모델이 생성한 정답 후

보중정답선택모델이선택한정답이실제정답인지정확도를

측정하였다.실험결과전이학습을적용한모델이비적용모델

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미지, 자막과 같이 추가

정보를 사용한 모델 성능이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모델보

다 우수함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2. 관련 연구

비디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연구가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디

오 은 언어, 시간, 공간 정보를 모두 처리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텍스트또는이미지기반보다어려운문제이다.대용량

말뭉치로사전학습된언어모델 BERT[6]의등장으로 [CLS]토

큰을통해추출한 feature를 fine-tuning한학습방법이여러자

연어처리 문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해당 feature가

입력 전체 시퀀스를 표현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최근 BERT

와 같이 사전학습된 언어모델을 이용하여 비디오 문제를 해결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막과 비디오에서 추출된 이미지

정보를 BERT의 입력 시퀀스로 구성한 비디오 모델이 기존

LSTM과 CNN기반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7].

하지만 BERT와 같이 transformer 기반 모델들은 적은

데이터셋으로 학습하는 경우 불안정한 성능을 보여준다.

TANDA[8]는 정답 문장 선택 문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두 단계의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최종 목표인

문제보다 일반적인 문제를 먼저 학습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 구

체적인문제를학습한다.두단계학습방법은목표문제의학습

데이터셋이 적더라도 기존 한 단계로 학습하는 fine-tuning 방

법보다 높은 성능을 실험적으로 보여준다.

비디오 모델과 같이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모델을 단일 인

공 신경망으로 설계하는 것은 어려우며 앙상블 기법을 통해

성능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일한 구조의 모델을 랜덤하

게 초기화하여 학습하는 IE(independent ensemble)[9]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bagging[10], boosting[11]보다

간단하지만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 각 모델이 모든 데이터

셋에 학습하는 IE과 달리 MCL(multiple choice learning)[12]

은 특정 모델이 제한된 학습된 데이터셋에 특화된다. 그래서

모델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다. MCL-KD(multiple

choice learning with knowledge distillation)[13]는 KD를 통

해 각 모델에게 일반화된 지식을 전달하고 기존 MCL이 가진

overconfidence 문제를 완화하여 이미지 기반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IE, MCL 충분한 학습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하며, 모델에 접근이 가능한 white-box 모델로

가정한다. 이는 본 논문에서 응답 모듈이 학습된 black-box 모

델임을 가정하기 때문에 기존 앙상블 기법 사용은 제한적이다.

3. 전이 학습 기반의 multi-modal fusion 정답 선택

모델

본 논문에선 정답 선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두 단계의 학

습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정답 선택 모델은 응답

모듈이 학습했던 데이터셋을 통해 전반적인 비디오 문제를 학

습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정답 선택 모델은 첫 번째 단계에서

학습된 정답 선택 모델을 사용하여 각 응답 모델이 생성한 응

답을 통해 질의에 적절한 모델의 응답을 선택하도록 학습한다.

3.1 문제 정의

비디오 입력 샘플은 (V, S,A,Q,M, l)으로 이루어진 집합

이다. V는 입력 비디오, S는 입력 비디오의 자막, A =

{a1, a2, ..., ac}는 c개의 정답 후보를 가진 정답 후보군, Q는 질

의, M은 추가 메타데이터, l은 정답에 대한 라벨이다. 첫 번째

단계에선 정답 선택 모듈은 질의, 자막, 비디오, 추가 메타데이

터가 주어졌을 때, 적절한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다. DramaQA

는질의마다 5개의정답후보가있으며올바른정답은 1개이다.

첫 번째 학습 단계에서 비디오 질의 응답은 Multi-Class 분류

문제이다.두번째단계에선정답선택모듈은질의,자막,비디

오, 추가 메타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응답 모듈이 생성한 정답

중 질의에 적절한 응답을 선택한다. DramaQA 응답 모델은 3

개이며 각 모델은 1개의 정답 후보를 생성한다. 첫 번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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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달리응답모듈의출력결과에따라정답의개수가다르기

때문에두번째단계에서는Multi-Label분류문제로접근한다.

3.2 제안 모델

그림 2는제안모델의구조와학습과정을보여준다.질의,정

답, 자막과 같이 텍스트를 인코딩하기 위해 사전학습 언어모델

BERT와 RoBERTa[14]를 사용한다. 질의 Q, 각 정답 후보 Ai,

자막S를 이용하여 언어 모델 입력 시퀀스 Itext을 생성한다.

Itexti = [CLS] + Q + S + [SEP ] + Ai (1)

[CLS]토큰은전체입력시퀀스를함축적으로표현하며 [SEP ]

토큰은 전체 시퀀스를 두 시퀀스로 구분하는 토큰이다. Itexti 는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을 통해 텍스트 시퀀스 표현 얻는다.

htext
i0 = LM(Itexti )[0] (2)

htext
i0 ∈ R는 언어 모델 LM의 0번째 [CLS]토큰을 통해 얻은

전체 시퀀스의 표현이다. d는 BERT와 RoBERTa 모두 768

이다.

질의와관련된비디오정보를표현하기위해 ImageNet[15]으

로 학습된 ResNet18[16]을 이용하여 비디오 내의 이미지 프레

임을 512차원 feature로 추출한다. 각 추출된 이미지 feature를

타임 스탬프 순서대로 쌓아서 입력 비디오 V img ∈ Rnimg×512

를표현한다.nimg × 512는비디오클립의이미지프레임수이

며 최대 300개로 제한한다. 이미지 수가 300개 넘는 비디오는

타임 스탬프 순서대로 300개만 사용하며 부족할 경우 이미지

zero padding을 이용해서 채운다. 입력 비디오 를 하나의 비

디오 입력 시퀀스로 인코딩하기 위해 BiLSTM(bi-directional

LSTM)을 사용한다.

hvideo = BiLSTM(V img) (3)

hvideo는 양방향의 마지막 hidden state를 결합한 표현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추가 메타데이터는 질의 난이도이다.

DramaQA데이터셋의질의난이도 logic complexity(LC) level

과 memory capacity(MC) level이다. logic complexity level은

질의에 필요한 논리적 추론 단계를 표현하며 1에서 4까지 4

단계 수준으로 구분된다. memory capacity level은 질의에 필

요한 비디오 클립 길이를 표현하며 2 또는 3으로 표현된다.

각 질의 난이도는 학습이 가능한 임베딩 층을 통해 두 벡터

hLC ∈ Rd,hMC ∈ Rd로 표현한다.

텍스트,비디오,질의난이도표현을통합된하나의표현으로

인코딩하기 위해 transformer 인코더를 사용한다. 학습 가능한

벡터 IFUSE ∈ Rd를 이용하여 transformer 인코더의 입력 시

퀀스의 첫 번째 feature 벡터로 사용한다.

hFUSE
i = Transformer(IFUSE ;htext

i0 ;hvideo;hLC , hLC)[0]

(4)

hFUSE
i 는모든입력을반영한 IFUSE의출력벡터이다. hFUSE

i

는 정답 후보 개수 c만큼 생성되며 정답 후보별 생성된 출력 벡

터를 concatnation하여 최종 표현 hfinal ∈ Rd×c를 생성한다.

hfinal
i =

{
hFUSE
1 , ..., hFUSE

c

}
(5)

hfinal는응답별점수를생성하기위해 classifier에게전달된다.

scores = classifier(hfinal) (6)

scores ∈ Rc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응답이 최종 정답으로

출력된다.

3.3 목적 함수

일반적인 비디오 질의 응답을 학습하는 첫 번째 단계에선 오

지선다형 문제를 학습한다. 따라서 softmax cross-entropy loss

를 통해서 parameters를 업데이트한다.

Lfirst = −
c∑
i

yi × log(f(hfinal)) (7)

yi는 실제 정답 라벨이다. f는 softmax 함수이다. c는 질의 응

답 문제의 정답 후보의 수를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응답 모듈의 정답이 실제 정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진 분류

문제로 접근하여 binary cross entropy loss를 통해 parameters

를 업데이트한다.

Lsecond = − 1

c′

c∑
i

yi × log(f(hfinal))

+ (1− yi) log(1− f(hfinal)) (8)

yi는 정답별 이진 라벨이다. f는 sigmoid 함수이다. c′은 질의

응답 모듈의 정답 후보의 수를 의미한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실험 데이터셋

본 논문에서 비디오 정답 선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DramaQA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DramaQA 데이터셋은 한

국드라마 “또오해영”기반으로생성된비디오질의응답데이

터셋이다. 표 DramaQA 데이터셋은 학습용 질의 응답 18,465

개와 검증용 질의 응답 3,889개를 제공한다. DramaQA는 질의

와관련된자막,시각적메타데이터,질의난이도와같은추가정

보를제공한다.학습용질의응답데이터셋은응답모듈이학습

에사용해서과적합문제로정답선택문제학습에는사용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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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 모델의 구조와 두 단계의 학습 과정

없다.따라서첫번째단계에서학습용질의응답데이터셋은일

반적인비디오질의응답문제를학습하는데사용되며,두번째

단계에서는 응답 모듈들의 정답 후보군에서 올바른 정답을 선

택하는 문제를 학습하기 위해 검증용 데이터셋을 이용한다. 두

단계학습을위해각데이터셋을질의난이도별로 10%씩랜덤

하게 샘플링하여 학습용 질의 응답 데이터와 검증용 질의 응답

데이터를 분리하였다. 정답 선택 모델의 학습과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해 검증용 질의 응답에 대한 서로 다른 3개의 응답 모듈의

정답 후보를 사용하였다. 정답 선택 모델은 먼저 DramaQA 학

습용 질의 응답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비디오 질의응답 문제를

학습하며검증용질의응답을통해응답선택문제를학습한다.

표 1은실험에서사용한 DramaQA데이터셋에대한통계이다.

4.2 실험 설정

정답 선택 모델의 텍스트 인코더로 사전학습된 BERT-Base

모델과 RoBERTa-Base 모델을 사용하였다. 비디오 인코더로

ResNet18과 1-layer BiLSTM을 사용하였으며 학습 과정에선

ResNet18은 학습하지 않고 BiLSTM만 학습시킨다. 두 단계

학습에서 모두 동일한 구조의 정답 선택 모델을 사용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학습한 모델에서 classifer

를 제외한 모델의 parameter를 사용하여 학습한다. 두 학습 단

계 모두 BERT fine-tuning 방법과 유사하게 batch 크기는 16,

epoch는 4, 최대 시퀀스 길이는 256, learning rate는 2e-5를

기본으로 실험하였다. 첫 번째 질의 응답과 두 번째 응답 선택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정확도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질의와 응

답이외의추가정보유무에따라성능이달라짐을보이기위해

입력 종류에 따른 성능 결과를 비교하였다. 두 단계 학습 과정

의 우수성을 실험하기 위해 첫 번째 학습 단계 유/무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의 응답 모듈은 제한된 정답 후보

표 1. DramaQA 데이터셋의 통계정보

DramaQA
Train Dev

Q A Q A

1st step 16,620 83,100 1,845 9,225

2nd step 3,502 10,506 387 1,161

표 2. 첫 번째 학습 단계 제안 모델 성능

Input Pretrained LM Dev Acc.(%)

Q+A RoBERTa 67.73

Q+A+L RoBERTa 68.24

Q+A+V RoBERTa 68.29

Q+A+S RoBERTa 70.30

Q+A+S+V RoBERTa 72.20

Q+A+S+V+L RoBERTa 73.12

Q+A+S+V+L BERT 72.25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정답 후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hard voting

ensemble을 비교 성능으로 선정하였다.

4.3 실험 결과

표 2는 첫 번째 질의 응답 문제에 대한 성능 제안 모델 성능

이다. 질의 Q, 응답 A, 질의 난이도 L, 입력 비디오 V, 자막 S

총 5가지 입력에 대한 정확도 결과이다. 질의와 응답 이외 비

디오, 자막, 질의 난이도 추가적으로 모델의 입력으로 주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비디오, 자막, 질의

난이도가 질의 응답을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여러 개의 정보를 입력으로

4- 551 -



제33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21년)

표 3. 두 번째 학습 단계 모델 및 비교 모델 성능

Model 1st step training Dev Acc.(%)

Answering Module 1 - 70.28

Answering Module 2 - 73.12

Answering Module 3 - 72.09

Our-BERT O 78.29

Our-BERT X 77.78

Our-RoBERTa O 79.59

Our-RoBERTa X 77.78

Hard Voting - 78.03

동시에주었을때성능향상을보였으며모든정보를사용한모

델이 73.12%로 가장 정확도가 높았다. 이를 통해 Transformer

Encoder가 각 입력의 표현을 질의 응답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결합된 시퀀스로 생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BERT를 텍스트

인코더로 사용한 모델은 RoBERTa 모델보다 성능이 떨어짐을

통해텍스트시퀀스표현능력이질의응답성능에영향을주는

것을 보여준다.

표 3은 제안 모델과 비교 모델 간의 성능 비교 결과이다.

DramaQA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3개의 응답 모듈은 최고 성능

73.12%와 최저 성능 70.28%를 보여준다. 응답 모듈이 생성한

응답후보중모두정답이아닌경우는 387개의질의응답쌍중

40개로 정답 선택 모델의 정확도의 upper bound는 89.66%이

다. 두 단계 학습을 적용한 BERT기반 제안 모델과 RoBERTa

기반 제안 모델 모두 응답 선택 데이터셋만 학습 한 모델보다

각각 0.51%, 1.81%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두 단계 학습 방법이 응답 선택 모델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hard voting ensemble 정확도보

다 두 단계 학습을 거치지 않은 모델이 성능이 낮음에 비해 두

단계 학습을 통해 학습한 모델이 성능이 더 높음을 실험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두 단계 학습 방법이 적은 데이터셋에서

효과적으로모델성능향상을도움을주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림 3은 두 번째 응답 선택 학습에서 epoch 마다 모델 별

정확도를측정한결과이다.질의응답문제를사전학습한 Our-

BERT과 Our-RoBERTa 모델은 그렇지 못한 두 모델보다 빠

르게최고성능에근처에수렴하며적은변동성을보여준다.이

실험을통해비디오질의응답선학습이적은양의응답선택데

이터셋에서 성능향상뿐만 아니라 모델이 안정적으로 학습되게

한다.

그림 3. Epoch 별 응답 선택 모델 정확도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이 학습을 이용하여 적은 비디오 응답 선

택 문제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 두 단계 학습 방법과 여러 입

력을 고려한 multi-modal 응답 선택 모델을 제안한다. multi-

modal 응답 선택 모델은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텍스트 인코

더로 사용하며 여러 modality를 고려한 표현을 생성하기 위해

transformer 인코더를 사용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 모델

이여러입력을고려하여응답을선택하며두단계학습을통해

비교적 적은 학습 데이터셋에서 안정적이고 향상된 성능을 보

여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응답 모듈은 제한된 정답 후보에서 선택

하는딥러닝기반모델로제한했다.하지만응답모듈이정답을

생성하는 주관식 모델일 경우 생성된 정답이 실제 정답인지 파

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실제 정답과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실제 라벨을 대체하는 연

구를 진행하여 응답 모델의 확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그리고

대용량으로 학습된 텍스트 인코더에 비해 비디오 임베딩 방식

은간단하며성능향상폭을높지않음을실험적으로보여준다.

비디오 입력 또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모델에 적용해

보는 추가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No.2017-0-01772,비디오 튜링 테

스트를 통과할 수준의 비디오 스토리 이해 기반의 질의응답

기술개발)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20R1A4A1018607)

참고문헌

[1] J. Lei, L. Yu, M. Bansal, and T. L. Berg, “TVQA: Lo-

calized, Compositional Video Question Answering,” In

5- 552 -



제33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21년)

Proceedings of the 2018 Conference on Empirical Meth-

ods in Natural Language, pp. 1369–1379, 2018.

[2] J. Kim, M. Ma, K. Kim, S. Kim, and C. D. Yoo, “Pro-

gressive Attention Memory Network for Movie Story

Question Answering,” In Proceedings of the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

tion, pp. 8329–8338, 2019.

[3] G. Hinton, O. Vinyals, and J. Dean, “Distilling the

Knowledge in a Neural Network,” In NIPS Deep Learn-

ing and Representation Learning Workshop, 2015.

[4] A. Vaswani, N. Shazeer, N. Parmar, J. Uszkoreit,

L. Jones, A. N. Gomez,  L. Kaiser, and I. Polosukhin,

“Attention is all you need,” In Advances in neural in-

formation processing systems, pp. 5998–6008, 2017.

[5] S. Choi, K. On, Y. Heo, A. Seo, Y. Jang, M. S. Lee, and

B. Zhang, “DramaQA: Character-Centered Video Story

Understanding with Hierarchical QA,” In Proceedings

of the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pp.

1166–1174, 2021.

[6] J. Devlin, M. Chang, K. Lee, and K. Toutanova,

“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

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In Proceedings of the

2019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p. 4171–

4186, 2019.

[7] A. U. Khan, A. Mazaheri, N. da Vitoria Lobo, and

M. Shah, “MMFT-BERT: Multimodal Fusion Trans-

former with BERT Encodings for Visual Question An-

swering,” In Proceedings of the 2020 Conference on Em-

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p. 4648–4660,

2020.

[8] S. Garg, T. Vu, and A. Moschitti, “TANDA: Transfer

and Adapt Pre-Trained Transformer Models for Answer

Sentence Selection,” In Proceedings of the AAAI Con-

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pp. 7780–7788, 2020.

[9] S. Lee, S. Purushwalkam, M. Cogswell, D. J. Crandall,

and D. Batra, “Why M Heads are Better than One:

Training a Diverse Ensemble of Deep Networks,” arXiv

preprint arXiv:1511.06314, 2015.

[10] L. Breiman, “Bagging Predictors,” Machine learning,

Vol. 24, No. 2, pp. 123–140, 1996.

[11] Y. Freund, R. Schapire, and N. Abe, “A short introduc-

tion to boosting,” Journal-Japanese Society For Artifi-

cial Intelligence, Vol. 14, No. 771-780, p. 1612, 1999.

[12] S. Lee, S. Purushwalkam, M. Cogswell, V. Ranjan, D. J.

Crandall, and D. Batra, “Stochastic Multiple Choice

Learning for Training Diverse Deep Ensembles,” In Ad-

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pp.

2119–2127, 2016.

[13] J. Mun, K. Lee, J. Shin, and B. Han, “Learning to Spe-

cialize with Knowledge Distillation for Visual Question

Answering,” I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

cessing Systems, pp. 8092–8102, 2018.

[14] Y. Liu, M. Ott, N. Goyal, J. Du, M. Joshi, D. Chen,

O. Levy, M. Lewis, L. Zettlemoyer, and V. Stoyanov,

“RoBERTa: A Robustly Optimized BERT Pretraining

Approach,” arXiv preprint arXiv:1907.11692, 2019.

[15] J. Deng, W. Dong, R. Socher, L. Li, K. Li, and L. Fei-Fei,

“ImageNet: A large-scale hierarchical image database,”

In Proceedings of the IEEE/CVF Conference on Com-

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248–255,

2009.

[16] K. He, X. Zhang, S. Ren, and J. Sun,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In Proceedings of the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

tern Recognition, pp. 770–778, 2016.

6- 5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