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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업용 비디오 컨텐츠 중 일부는 시리즈물이며 그 안에서는 배경, 캐릭터, 갈등 구조가 자주 반복된다. 
특히, 유아용 비디오는 길이가 짧고 배경과 캐릭터, 이야기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 이러한 특성을 바
탕으로 기계학습을 통해 유사한 반복적 패턴과 이야기 방식을 학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보여주는 순서에 따라 연속된 이벤트를 가깝게 임베딩 하여 스토리를 궤적 형태로 표현하는 학습 방법
을 제안한다. 비디오 컨텐츠를 전후관계를 가지는 연속된 이벤트로 간주하고, triplet ranking loss를 통해 
연속된 이벤트를 가깝게 임베딩하면 이벤트 순서에 따라 궤적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이벤트 간 미세 이벤트 추론, 에피소드의 일부가 가려졌을 때 이 부분을 예측하는 스토리 추론을 수행
할 수 있다. 실제 예로, 유명한 유아용 애니메이션인 ‘뽀롱뽀롱 뽀로로’를 대상으로 출시된 DVD 내 에
피소드들에 대해 학습을 수행하여 각 에피소드가 궤적 형태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가까운 미래에는 가정용 로봇이 실제로 가정에서 
사용될 될 것이다. 최근, 소프트뱅크의 Pepper와 같은 
가정용 로봇이 일본에서 출시되었고, 국내에서도 SKT의 
‘누구’와 같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좀더 고조시키고 있다. 가정용 로봇이 가족의 일상에 
대한 사건의 흐름을 학습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상황에 맞는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계학습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학습하려면 일상생활을 
다루는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이를 사용하기는 어렵다. 가정용 로봇이 가족들을 
관찰하는 상황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비디오 컨텐츠를 보고 장면 사이 또는 전후의 
장면을 배우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1] (그림 1). 이 
과정을 통해 관측하지 못한 가족들의 상황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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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 컨텐츠는 주로 시각과 청각 정보를 통해 
메시지나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러한 전달은 주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포함하는 육하원칙 정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달성된다. 즉, 이야기를 담고 있는 비디오 

 
그림 1. 유아용 비디오 감상을 통한 로봇 대상의 내러티브 지

식 학습 시나리오.  

는 이러한 구체적 상황들의 시퀀스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이야기의 구성요소로 흔히 언급되는 인물, 사건, 
배경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고에서는 스토리를 가진 비디오 컨텐츠로부터 
보여주는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벤트를 
가깝게 은닉 공간에 임베딩 하여 스토리를 궤적 형태로 
표현하는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비디오 컨텐츠를 
전후관계를 가지는 연속된 이벤트로 간주하고, triplet 
ranking loss를 통해 연속된 이벤트를 가깝게 임베딩하면 
이벤트 순서에 따라 궤적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이벤트 간 미세 이벤트 추론, 에피소드의 
일부가 가려졌을 때 이 부분을 예측하는 스토리 추론을 
수행할 수 있다. 실제 예로, 유명한 유아용 애니메이션 
인 ‘뽀롱뽀롱 뽀로로’를 대상으로 출시된 DVD 내 에피 
소드들과 영화에 대한 데이터집합을 구축하였다. 1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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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아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로부터 추출

한 데이터 분량 

 

그림 3. 전체적인 정보흐름의 과정 
개의 animated gif – 대화 쌍, 약 20.5 시간의 방영시간, 
27,328 개의 묘사글이 수집되었고 (그림 2), 이를 
학습하였다. t-SNE로 시각화 하여 확인한 결과, 모든 
에피소드와 영화가 궤적 형태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후,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 장에서는 
구체적인 스토리 학습 방법을 소개한다. 3 장에서는 
분석 및 결과를 보이고, 4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연속 이벤트 임베딩을 통한 스토리 학습 방법 
2.1 이벤트 및 목적함수 정의 
스토리를 다루기 위해 이벤트의 시퀀스로 정의한다. 
여기서의 이벤트는 대화가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장면의 묘사글과 대화의 연결로 정의된다. 이를 위해, 
DVD 안에서 자막이 나오는 시점, 즉, 발화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초의 영상을 animated gif로 
추출하고, 이에 대해 사람이 작성한 묘사글을 
이용하였다. 이를 임베딩하기 위해, 대화/묘사글을 각각 
skip-thought vector[3]를 이용하여 실수 벡터로 
변환하였다. 수식을 통해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t t te i d=  

( )t tx f e=  

ti 와 td 는 각각 t 시점의 장면에 대한 묘사글과 대사를 

4800 차원의 실수벡터로 변환한 것이다. te 는 t 시점의 

이벤트 벡터로 ti 와 td 를 concatenation 한 것, tx 는 

임베딩 함수 f에 의해 임베딩 된 이벤트 벡터를 
나타낸다. f를 단순히 행렬로 정의하면 선형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 경우 일반적인 metric learning이 된다. 
여기서는 비선형적 상태를 학습하기 위해 2계층 multi-
layer perceptron (MLP)를 쓰고, activation 함수로 tanh를 
사용하였다. 
 임베딩된 연속 이벤트들을 가깝게 배치되도록 하기 
위해 triplet ranking loss를 통해 아래와 같이 목적함수를 
정의하였다. 

1min max{0, ( , ) ( , )}t t t k
x k

s x x s x x
θ

α +− +∑∑  

여기서 k는 t+1을 제외한 나머지 인덱스이며, 계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니 배치 내에서 무작위로 
선택토록 하였다. 
2.2 묘사글 일반화를 위한 묘사글 생성기 학습 
사람이 작성한 묘사글을 이용하도록 할 경우, 임의의 
장면이 주어질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4]에서 소개된 모델을 구현한 neuraltalk2 1 를 
이용하여 묘사글 생성기를 학습하였다. 보유한 데이터가 
묘사글을 생성할만큼 충분치 않고, 애니메이션이어서 
텍스쳐 정보가 상이하기 때문에, MS COCO 데이터를 
사전학습한 16 계층 VGGNet에 768차원 은닉계층을 
가진 LSTM을 연결한 모델을 기반으로 fine-tuning  

 

그림 4. MS-COCO 데이터 기반 묘사글 생성결과 
                                            
1
 https://github.com/karpathy/neuraltal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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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4와 같이 등장인물 및 배경, 
행동을 설명하는 결과를 얻었다. 
 
3. 학습 결과 

2.1에서 소개한 방법을 통해 MLP의 여러 차원 조합에 
대해 학습을 수행하였다. 우선 대사 정보만으로 sgd를 
통해 학습을 수행하였다 원본 벡터와 임베딩 벡터들을 
도시한 결과 (t-SNE 이용), 퍼져있는 형태에서 실타래와 
같은 형태로 바뀌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임베딩 함수의 
차원에 따라 실타래가 흐트러지는 모습도 보였다. 
대사만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경우가 많아 순서가 잘 
임베딩하기 어려운데, 실제 결과에서도 임베딩 공간 
전역을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5). 이에 
반해, 이벤트 벡터를 adam[5]으로 임베딩 한 결과 (그림 
6), 모든 에피소드에서 이벤트 순서에 맞추어 임베딩 
됨을 관찰하였다. 이의 확인을 위해 모든 이벤트를 
대상으로 에피소드 내 가장 가까운 두 이벤트를 확인한 
결과, 바로 다음 이벤트가 포함된 경우는 99.31% 였다. 

 
4. 결론 
본 논문은 컨텐츠로부터 스토리를 궤적으로 다루어 
추론을 시도하기 위해 벡터를 순서에 따라 임베딩 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향후, 이벤트 예측 및 생성을 
수행하고, 묘사글/대사로의 변환을 다룰 예정이다. 

 

그림 5. 대사 정보를 통해 임베딩한 결과 

 
그림 6. 이벤트 벡터 임베딩 결과의 예 (에피소드 이벤트 

순서: 파랑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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