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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V 드라마나 유아용 애니메이션과 같은 비디오 컨텐츠는 종종 시리즈물로 제작된다. 시리즈물의 경우, 
여러 에피소드에 걸쳐 등장인물과 배경이 공유되고, 이야기 구조가 반복적으로 쓰인다. 또한, 비디오 컨
텐츠에서는 이야기가 대개 영상과 대사를 통해 전달되는데, 영상과 대사는 표현 단위(영상: 픽셀, 대사: 
단어)가 나타내는 정보 수준이 크게 다르고, 동일 내용에 대한 표현의 다양성이 매우 크다. 이에, 본 고
에서는 비디오 컨텐츠로부터 스토리를 다루기 위한 딥러닝 기반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먼저, 스토리 
표현을 위해 등장인물, 등장인물의 정서, 대사를 핵심정보로 가정하였다. 영상과 대사의 시퀀스로부터 
스토리 표현을 위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컨볼루션 신경망 (CNN), R-CNN, word2vec과 같은 다수의 딥
러닝 기술과 단어-정서 연합 정보를 다루는 EmoLex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실제 예로, 유명한 유아
용 애니메이션인 ‘뽀롱뽀롱 뽀로로’를 대상으로 출시된 DVD 내 에피소드들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0.7 정도의 AUC PR (Area under the Curve Precision-Recall)의 등장인물 인식율을 보였으며, 대사 
정서 정보로부터 4 개의 대표적인 정서 스토리 유형을 얻고, 10% 이하의 예외를 보여 제안한 프레임워
크의 적절성을 뒷받침하였다. 
 

1. 서  론 
영화나 TV와 같은 영상 매체는 사람의 감각 중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시각 정보에 크게 의존한다. 
하지만, 시각 정보 외에도 말소리를 통해 언어 형태로 
된 정보를 전달한다. 이러한 시각-언어 정보는 각 
모달리티 및 그들 간의 연관정보 모두 인간의 개념 
형성에 매우 중요하며[1], 시각적 개념을 다루는 
계산학적 모델을 만들고자 시도 되었다[2,3]. 하지만, 
영상과 대사는 표현 단위(영상: 픽셀, 대사: 단어)가 
나타내는 정보 수준이 크게 다르며, 동일 내용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표현의 다양성이 매우 크다. 
스토리를 가진 비디오 컨텐츠는 일상의 틀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을 담고 있으며, 전후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만약 로봇으로 하여금 일상에 대한 
사건의 흐름을 학습하게 할 경우,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 비디오 컨텐츠를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일 수 있다[4]. 특히, TV 드라마나 유아용 
애니메이션과 같은 비디오 컨텐츠는 종종 시리즈물로 
제작된다. 시리즈물의 경우, 여러 에피소드에 걸쳐 
등장인물과 배경은 공유되며, 이야기의 구조는 
반복적으로 쓰인다. 이러한 특성이 학습을 가능케 한다. 
본 고에서는 스토리를 가진 비디오 컨텐츠로부터 
스토리를 다루기 위한 딥러닝 기반 프레임워크를  

 
그림 1. 유아용 비디오 감상을 통한 로봇 대상의 내러티브 지

식 학습 시나리오. 대사 단위로 정보 표현의 시점을 맞추어, 영

상과 대사 짝의 시퀀스로 원본을 대신 나타냄 

제안한다. 스토리 표현을 위해서, 등장인물, 등장인물의 
정서, 대사를 핵심정보로 가정하였다. 이를 얻기 위해 
다수의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단어-정서 
연합 정보 DB도 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정서 
정보는 영상과 언어 정보 양쪽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양쪽 모달리티를 모두 고려하였다. 
실제 예로, 유명한 유아용 3D 애니메이션인 ‘뽀롱뽀롱 
뽀로로’를 대상으로 출시된 DVD 내 에피소드들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 분석 결과, 0.7 정도의 AUC 
PR (Area under the Curve Precision-Recall)의 등장인물 
인식율을 보였으며, 대사 정서 정보로부터 4 개의 
대표적인 정서 스토리 유형을 얻고, 10% 이하의 예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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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아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로부터 추출

한 데이터 분량 

 

그림 3. 시각-언어 정보로부터 정서 및 기타 정보를 추

출하는 과정의 개요 
보였다.  
이후,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 장에서는 
스토리 분석을 위한 딥러닝 기반 스토리 학습 
프레임워크를 소개한다. 3 장에서는 분석 방법 및 
결과를 보이고, 4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컨텐츠 기반 스토리 분석 프레임워크 
2.1 개요 
일반적인 스토리 표현 방식은 스토리를 플롯(plot) 

형식으로 사건들을 기술하는 것이다[5]. 하지만, 화면 내 
등장인물의 행동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 쉽지 않으므로, 비디오 컨텐츠의 영상과 언어 
정보로부터 추출 가능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스토리를 
다루려고 한다. 즉,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스토리의 
표현이 ‘등장인물’, ‘등장인물의 정서’, ‘대사’의 
조합만으로도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그림 3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러한 입력정보를 다룬다. 
2.2 비디오로부터의 스토리 분석 정보 추출 
먼저, 영상정보로부터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통해 등장인물 인식기를 학습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6]. 이는 감독학습을 필요로 하므로 등장인물에 
레이블링을 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대사 정보로부터 
의미정보를 추출하여 스토리 표현에 사용한다. 이는 
단어 임베딩 방법인 word2vec[7]으로 대사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 후처리를 통해 사용한다.1 (그림 4) 
정서 정보를 위해 대사 안에 있는 단어를 기준으로 
단어에 연관된 정서 DB를 통해 추출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NRC Word-Emotion Association Lexicon (EmoLex) 

                                            
1 여러 단어들이 겹쳐져 분포하므로 단순한 군집화만으로는 사용이 

어렵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전후 단어의 값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 뽀롱뽀롱 뽀로로 대사 데이터를 word2vec으로

학습한 후 Self-organizing map을 사용하여 시각화한 결

과. 주요 활동(좌측 하단), 주요 등장인물(중앙 하단), 친

구들과 함께함(우측 상단)에 대한 그룹이 존재함 

 

그림 5. 한 에피소드에 대한 정서 (valence) 스토리의 예 

(위), 동일 에피소드에 대한 Anger, Anticipation, 

Disgust, Fear, Joy, Sadness, Surprise, Trust 의 예

(아래). (시즌 2, ‘뽀로로가 날았어요’ 에피소드) 
를 사용하였다[8]. 이 정보를 이용하면, 그림 5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그림 5 (위) 중간의 예를 
보면, 등장인물 펭귄이 크게 놀라고 있지만, 대사는 ‘Oh 
Dear!’ 뿐이므로 해당 정보는 설명한 방법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영상에만 드러나는 정서를 
얻기 위해 Region with CNN feature (R-CNN) [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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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NN을 이용한 등장인물 인식기 성능 

 
사용하여 영상으로부터 표정인식기를 학습, 표정에서 
긍정/부정/무감정의 정보를 추출한다. 두 모달리티의 
통합된 정서를 얻는 것은 대사와 영상이 짝지어져 
묶여있으므로, 두 결과값을 더해 얻을 수 있다. 

 
3. 분석 방법 및 결과 
실제 유아용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시즌 

1~4의 169개 에피소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NN 기반 등장인물 인식기와 대사 기반 
정서정보에 대한 분석을 다룬다. 
등장인물 인식기는 Caffe의 AlexNet을 이용하여 

학습시켰다. 총 20 가지의 다른 객체 label들과 함께 
학습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AUC PR이 Rody를 제외하면 
약 0.7 정도의 상당히 쓸만한 성능을 보인다 (표 1). 
대사 정서정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EmoLex를 통해 뽀로로 대사에 대응되는 정서 정보를 
추출하여 에피소드 단위로 감정 별 positive / negative / 
anger / anticipation / disgust / fear / joy / sadness / surprise / 
trust의 10 개의 시퀀스 형식으로 표현하고, 에피소드 별 
길이 차를 고려하여 동일하게 정규화 하고, 가우시안 
커널을 씌워 연속된 값으로 변환하여 길이 차와 진행 
정도 차이에 대해 보완한 프로파일을 얻는다. 이를 k-
means clustering로 에피소드 별 군집화 하였다. 대표적인 
4 가지의 스토리 유형이 나타남을 발견하였으며 10% 
이하의 예외를 보였다. (그림 6, 표 2) 감정 별로는 10% 
이상의 instance를 갖는 cluster 수를 통해 정보의 
다양성을 가늠할 수 있는데, 긍정, 부정, joy가 다른 
감정에 비해 정보력이 좋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은 컨텐츠로부터 스토리 학습을 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정보 추출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이를 
‘뽀롱뽀롱 뽀로로’에 적용하여 일부 정보에 대한 성능 
평가를 시도하였다. 향후,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길이의 스토리를 다루는 
지식을 학습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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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긍정/부정 정서 정보를 이용한 에피소드 군집. 

크게 ‘점진적 긍정’, ‘점진적 부정’, ‘긍정이 커지다가 부

정적’, ‘부정이 커지다 긍정적’ 4 가지 유형이 나타남 
표 2. 감정별 클러스터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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