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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고에서는 비디오로부터 coherent story를 학습하여 비디오 스토리를 재 할 수 있는 스토

리 학습/재  임워크를 제안한다. 이를 해 연속 이벤트 순서를 감독학습 정보로 사용함으로써 각 에

피소드들이 은닉 공간 상에서 궤  형태를 가지도록 유도하여, 순서정보와 의미정보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복합된 표  공간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해 유아용 비디오 시리즈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 다. 이는 

이야기 구성의 특성, 내러티  순서, 복잡도 면에서 여러 장 이 있다. 여기에 연속 이벤트 임베딩을 반

한 인코더-디코더 구조를 구축하고, 은닉 공간 상의 시 스의 모델링에 양방향 LSTM을 학습시키되 여러 

스텝의 서열 데이터 생성을 고려하 다. ‘뽀롱뽀롱 뽀로로’ 시리즈 비디오로부터 추출된 약 200 개의 에피

소드를 이용하여 실험결과를 보 다. 실험을 통해 에피소드들이 은닉공간에서 궤  형태를 갖는 것과 일부 

큐가 주어졌을 때 스토리를 재 하는 문제에 용할 수 있음을 보 다.

키워드: 비디오 스토리 학습, 비디오 스토리 재 , 연속 이벤트 임베딩, 유아용 비디오 데이터집합

Abstract A video is a vivid medium similar to human’s visual-linguistic experiences, since it can 

inculcate a sequence of situations, actions or dialogues that can be told as a story. In this study, we 

propose story learning/regeneration frameworks from videos with successive event order supervision 

for contextual coherence. The supervision induces each episode to have a form of trajectory in the 

latent space, which constructs a composite representation of ordering and semantics. In this study, we 

incorporated the use of kids videos as a training data. Some of the advantages associated with the 

kids videos include omnibus style, simple/explicit storyline in short, chronological narrative order, and 

relatively limited number of characters and spatial environments. We build the encoder-decoder 

structure with successive event order embedding, and train bi-directional LSTMs as sequence models 

considering multi-step sequence prediction. Using a series of approximately 200 episodes of kids 

videos named ‘Pororo the Little Penguin’, we give empirical results for story regeneration tasks and 

SEOE. In addition, each episode shows a trajectory-like shape on the latent space of the model, which 

gives the geometric information for the sequence models.

Keywords: video story learning, video story regeneration, successive event order embedding, kids 

video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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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디오는 시각, 소리, 언어와 같이 사람이 지각하는 

경험과 유사한 정보를 담아낼 수 있는 매체이다. 이는 

앞에서 언 한 일상 속의 상황, 행동, 화의 서열 - 

‘스토리’라 부를만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데

이터는 비디오 카메라가 부착된 가정환경 속 AI를 통해 

수집이 가능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소 트뱅크에서 Pepper

와 같은 가정용 로 을 출시하 으며, 국내에서도 SKT

의 ‘ 구’, 네이버의 Clova와 같은 가정용 AI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아직 카메라가 모두 장착된 것은 

아니l지만 장착된 센서에 따라 음성인식, 행 인식, 사용

자인식, 환경인식과 같은 다양한 인식기능을 바탕으로 

한다. 만약 가정용 AI가 가정 구성원들의 일상 사건의 

의미와 흐름을 찰하고 학습한다면, 상황에 한 이해

도가 높아져 능동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재 찰 인 사건을 인식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기능

도 필요하지만, 후 사건의 계를 다룸에 있어 과거나 

미래 시 에 해 측하지 못한 사건을 추론하는 기능

도 필수 이다. 기계학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해서는 일상생활을 다루는 다량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만 라이버시 이슈로 인해 수집이 어렵다. 가정용 AI

가 가정 내 사용자들을 찰하는 상황을 신하는 방법

으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비디오 컨텐츠를 보고 장면 

사이 는 후의 장면을 배우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1,2](그림 1).

본 고에서는 비디오로부터 coherent story를 학습하

여 비디오 스토리를 재 할 수 있는 스토리 학습/재  

임워크를 제안한다. 이를 해 연속 이벤트 순서를 

감독학습 정보로 사용함으로써 각 에피소드들이 은닉 

공간 상에서 궤  형태를 가지도록 유도하여, 순서정보

와 의미정보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복합된 표  공간을

그림 1 가정용 AI의 일상 흐름 학습을 신하는 유아용 

비디오 학습 시나리오

Fig. 1 Scenario: Home robot training by showing video 

series. As simplified data, a video stream converted 

to the stream of snapshots of pairs of animated gifs 

and dialogue texts

구축하고자 한다. 한, 비디오 안에 있는 스토리를 기

계학습을 통해 근하기 해 문제복잡도를 이고자 

하 다. 첫째는 유아용 비디오 시리즈물을 활용하는 것

이다. 이들은 다음의 여러 장 을 갖는다. 1) 옴니버스 

형태로 짧고 단순하고 명시 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 내러티  순서가 사건발생 순서와 거의 동일

하며, 3) 상 으로 한정된 등장인물과 공간  환경 하

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러한 특성이 학습을 좀더 쉽

게 만든다[2]. 둘째는 비디오 내 장면이해를 해 직

인 비디오 이해기술을 활용하기보다는 사람이 생성한 

장면 컨텍스트를 포함한 묘사 을 신 사용하 다. 이

를 바탕으로, 인코더-디코더 구조를 갖는 4 단계 모듈을 

가진 신경망 형태의 임워크를 구축하 다. 각 모듈

은 (1) 문장을 실수벡터로 변환해주는 기법인 skip- 

thought vector[3]를 이용하여 사건을 실수벡터로 변환

하는 부분, (2) 사건의 의미와 순서를 함께 고려한 임베

딩을 하여 은닉공간 상에 각 에피소드를 궤  형태로 

표 하는 부분[2], (3) 은닉공간 상의 시 스 모델로서 

임의의 부분에 한 스토리 재 을 해 고안된 양방향 

LSTM 기반 추론기 부분, (4) 은닉공간 상의 벡터로부

터 장면 묘사 과 사로 변환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에피소드의 일부가 가려졌을 때 이 

부분을 측하는 스토리 추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여러 스텝의 서열 생성이 가능하도록 학습하기 해서 

scheduled sampling[4]을 이용하여 다. 실제 실험의 

로, 유명한 유아용 애니메이션인 '뽀롱뽀롱 뽀로로'를 

상으로 출시된 DVD 내 에피소드들에 해 학습을 

수행하 다(그림 2). 총 16,066 개의 animated gif - 

사 , 약 20.5 시간의 방 시간, 27,328 개의 묘사 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에피소드들이 은닉공간에

서 궤  형태를 갖는 것을 보 으며, 에피소드 일부를 

임의로 가린 후 가린 비율에 어짐에 따라 재  성능

이 좋아짐을 확인하 다.

이후 본 논문의 구성으로, 2 장에서는 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 비디오 스토리 재 을 한 제안 신

경망을 소개한다. 4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보이고,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스토리 생성 기술은 작도구로써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5], 우리는 학습 기반 기술을 주로 다룬다. 계산

학  모델을 이용한 스토리 학습은 주로 서사구조에 

심을 갖는 computational narratology[6]와 연 이 있

다. 개 로 표 된 소설을 바탕으로 folktales[7], 서

스펜스[8], 크라우드 기반 서사학습[9]와 같이 롯을 

주로 주로 연구되었다. 한편, 통계  스크립트 기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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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아용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로부터 추출한 데이터 분량 [2]

Fig. 2 Pororo dataset size generated from 3D animation video for kids, ‘Pororo the Little Penguin’

구에서는 RNN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10,11]. 우리 연구와 유사한 최근 연구로, RNN을 이용

한 인코더-디코더 모델이 소개되었다[12].

텍스트와 비디오를 함께 이용한 사례들로, 과거에 오

디오 묘사가 덧붙여진 화를 다룬 연구[13]가 있으며, 

최근 딥러닝 기반 연구들로 image annotation[14], 묘사

 생성 기술[15], 멀티모달 지식학습[16]들이 있으나 정

 계에 주로 집 하 다. 한, 비디오의 임 단

의 coherence에 주목한 연구들[17-20]이 있으나 행동 

인식/ 측 수 을 다룰 수 있는 짧은 클립들을 상으

로 하 다. 다른 흥미로운 근으로 동일 컨텐츠에 한 

다른 미디어와의 코 퍼런스를 학습하여 설명하는 방법

으로 화- 본[21], 화-원작 도서[22]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3. 비디오 스토리 재 을 한 신경망 임워크

3.1 이벤트 정의  인코더 부분

각 에피소드는 이벤트의 시 스로 정의한다. 여기서의 

이벤트는 사가 발생하는 시 에 한 상황과 사를 

이용해 정의된다. 이를 해, DVD 안에서 자막이 나오

는 시 , 즉, 발화가 발생하는 시 을 기 으로 후 3

의 상을 animated gif로 추출하고, 이에 해 사람

이 작성한 묘사 을 이용하 다. 이를 임베딩하기 해, 

화/묘사 을 각각 skip-thought vector[3]를 이용하여 

실수 벡터로 변환하 다. Skip-thought vector는 문장

을 고정된 실수벡터로 변환할 수 있으며, 유명한 

word2vec과 유사한 방식으로 후 문장들의 계를 통

해 재 문장의 벡터를 나타내도록 도출되었다. 그림 3

과 같이 묘사 , 사의 벡터들을 concatenate하여 이벤

트를 표 하여, 9600 차원 벡터를 이용하 다.

3.2 연속 이벤트 순서 임베딩 부분

[2]에서 소개된 방법을 이용하여, 후 사건이 유사한 

벡터를 갖도록 임베딩을 수행하 다. Triplet ranking 

loss를 목 함수로 삼아, 시 스 상에 연이어 있는 이벤

트는 가깝게 배치되도록 positive example로 삼고, 그 

외의 이벤트는 negative example로 삼되 무작 로 선

택하여 학습하 다. 이는 임베딩 이벤트 공간에 인코더

의 의미  특성과 함께 순서  특성까지 부여하게 한다.

3.3 시 스 모델 부분: 양방향 LSTM 기반 추론기

에피소드 내에 가려진 부분에 한 추론이 가능하도

록 신경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가려진 부분의 치에 

계없이 유연한 추론이 가능하도록 양방향 LSTM을 기

반으로 시 스 모델을 구성하 다. LSTM은 상태벡터

의 차원과 출력차원이 동일하므로, 순방향/역방향 두 

LSTM의 출력을 합친 결과에 fully-connected 계층을 

붙여 출력 차원을 조정한다. 입력이 가려진 경우 이를 

추론하기 해 각 방향 별로 추론용 fully-connected 

계층을 두고, 각각 목 함수로 mean square error loss

를 할당하여 함께 학습하 다. (이후, 측계층으로 명

명). 입력에 가려진 부분이 있을 경우, 동일 가 치를 

가진 순방향/역방향 LSTM을 떼어내어 추론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가려진 부분을 측한 후 양방

향 LSTM을 거쳐 최종 결과를 얻는다. 연속으로 가려

져 있을 경우, 여러 스텝 추론이 포함된 시 스 학습이 

필요하므로, scheduled sampling [4] 방법을 사용하

다. scheduled sampling은 multi-step 측을 더욱 정

확하게 하기 해, 원본 데이터와 측결과물을 섞어 학

습데이터로서 사용하되 그 비율을 epoch에 따라 조정하

는 방법이다. 개 epoch이 작을 때에는 원본데이터 비

율을 높이고, epoch이 커짐에 따라 측결과물의 비율

을 차 높이는 방식을 취한다.

3.4 디코더: 묘사 / 사 생성기

시 스 모델은 임베딩 이벤트 공간 내 임베딩 벡터들 

간의 계를 다룬다. 각 임베딩 벡터는 본래 묘사 /

사 문장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임베딩 벡터를 입력으로 

삼고, 묘사 / 사 문장을 출력으로 삼아 학습하여 디코

더로 사용하 다. 묘사 / 사를 한 모델로 각각 1700 

차원의 상태 벡터를 갖는 GRU 모델을 사용하 으며, 

교차 엔트로피를 목 함수로 삼아 묘사 / 사 생성기를 

각각 학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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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디오 스토리 재 을 한 신경망. 인코더, 연속 이벤트 순서 임베딩, 시 스 모델, 디코더로 구성

Fig. 3 The Modular Neural Architecture of ViStoryNet. It consists of encoders, successive event order 

embedding modules, sequence models, and decoders

그림 4 t-SNE를 이용한 이벤트 벡터 임베딩 결과의  (에피소드 이벤트 순서: 랑 –> 빨강)

Fig. 4 Episodes in the embedded event space drawn with t-SNE. We color the points with black close to the start, 

and red close to the end

4. 학습 결과

3장에서 소개된 시스템에 해, ‘뽀롱뽀롱 뽀로로’ 시

리즈를 학습한 결과를 정리한다. 연속 이벤트 임베딩에

서 임베딩 신경망 차원은 1 계층에 100, 2계층에 50차

원을 사용하 다. 양방향 LSTM의 상태벡터는 200 차

원이다. 학습 알고리즘으로 adam[23]을 사용하 다.

먼  연속 이벤트 순서 임베딩 부분의 결과로서 에피

소드 별 임베딩의 를 그림 4에 도시하 다. 각 에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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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임베딩 벡터에 한 디코더 성능

Fig. 5 The Performance of the decoders with embedding vectors

그림 6 연속 이벤트 순서 임베딩 유무에 따른 내삽 

Fig. 6 Interpolation examples with/without Successive Event Order Embedding

드가 궤 과 같은 모양을 갖는지 확인하기 해 모든 

이벤트를 상으로 에피소드 내 가장 가까운 이벤트가 

후 이벤트 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으며, 99.31%

가 이에 해당되었다(그림 5). 즉, 거의 모든 에피소드가 

궤  형태의 모양을 가짐을 시사한다. 그림 6은 은닉 공

간 내의 임베딩 된 들 사이를 선형 으로 10등분하여 

내삽한 결과에 디코더를 용하여 묘사 / 사로 변환한 

이다. 연속 이벤트 순서 임베딩의 용될 경우, 내삽

된 들 에 스토리 진행과 연 없는 사건, 완 하지 

않은 문장들이 게 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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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 스 모델의 성능 결과. (a) 방향 LSTM, (b) 후방향 LSTM, (c) 양방향 방 측, (d) 양방향 후방 

측, (e) 양방향 측 출력. 일반: 원본데이터로만 학습. SS: Scheduled Sampling 기법 이용 학습

Fig. 7 Regeneration results of sequence models. (a) forward LSTM, (b) backward LSTM, (c) forward 

prediction of bidirectional LSTM (biLSTM), (d) backward prediction of biLSTM, (e) prediction result of 

biLSTM. SS: trained with scheduled sampling)

스토리 재  성능 측정을 해 train/test 집합을 9:1

로 구분하고, test 데이터에 해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학습 시 테스트 에러는 수렴하는 양상을 보여 validation 

집합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그림 7은 에피소드 별로 

반(앞에서부터 일정길이 가림), 간( 심 을 기 으로 

일정길이 가림), 후반(종료지 부터 일정길이 가림)을 

가리고, 측결과를 생성하여 원본과의 차이를 mean 

squared error 값을 기 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가린 길

이는 5～25 범 로, 그림 7의 x축에 나타나 있으며, y축

은 MSE 값이다. 체로 가린 길이(5～25)가 짧을수록 

오류가 고, scheduled sampling[4]을 이용하여 학습

한 모델이 오류가 더 었다. scheduled sampling의 세

으로 inverse sigmoid decay를 사용하 으며, k는 

300을 사용하 다. 반을 보여주고 후반을 측하게 하

는 문제는 그림 5의 (a), (c)가, 후반을 보여주고 반을 

측하게 하는 문제는 (b), (d)가 좋은 성능을 보 으며, 

우리의 직 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단방향 LSTM보다는 양방향 LSTM이 길이가 길어져도 

모든 문제 세 에 해 오류의 증가가 어서 안정 인 

측결과를 보 다.

5. 결 론

본 논문은 비디오 스토리 재 을 목표로 고안된 신경

망을 소개하 다. 의미와 순서를 함께 고려한 표 공간

을 학습하기 해 연속 이벤트 임베딩 기술을 이용하고, 

그 에 양방향 LSTM을 사용하여 재 상의 치에 

크게 계없이 비교  안정 인 재  측 결과를 얻었

다. 향후, 연속이벤트 임베딩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상

태공간을 종합 으로 향상시켜, 측  생성 상에 자유

도 높은 스토리 생성에 한 연구로 발 시킬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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