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비디오 정보를 자동으로 학습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비디오의 기본 구성요소인 영상, 음성, 언어 정보의

학습을 기반으로 고차원의 추상적 개념을 파악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최근 딥러닝이 실용적인 수준으로 이러한 기술

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보다 도전적인 비디오 스토리 분석

과 이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비

디오의 요소별 분석에 적용 가능한 최신 딥러닝 기술을 소개

하고, 딥러닝 기술을 핵심으로 한 TV 드라마의 스토리 분석

사례를 살펴본다.

Ⅰ. 서 론

최근 딥러닝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의

대표적 목표인 음성지능, 시각지능, 언어지능의 구

현이 실용적인 단계로 올라섰다. 무엇보다 각 분야

별 기술이 개별적으로 연구되던 기존 트렌드가 딥러

닝이라는 공통의 기술 하에서 다중 지능 구현으로

융합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비디오 스토리를 이해하는 수준의 지

능 구현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견인한 대표적인 딥

러닝 기술을 정리하고, TV 드라마 비디오에서의 스

토리 학습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과 Ⅲ장에서는 비디오

의 요소 분석과 스토리 학습 문제 및 관련 딥러닝 기술

을 정리한다. Ⅳ장에서는 여러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TV 드라마 비디오에서 스토리를 분석한 응용사례를 소

개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비디오 정보의 추출 및 분석

비디오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문제는 인공지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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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랜 기간 다룬 문제이며, 영상의 시각정보 추출

부터 스토리 구성에 따른 비디오 분류 문제까지 다

양한 세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딥러닝 기술

을 이용한 컴퓨터 영상 분석 기술에 힘입어 비디오

분류, 이벤트 인식, 비디오 자동 주석 등의 분야에

서 큰 진전이 이어지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

보자면, [1]에서는 다중 해상도 컨볼루션 신경망

(Multiresolution CNN) 구조를 제안하여 대규모 비

디오 데이터의 자동 주석 및 분류문제에 적용하였

다. [2]는 다중모달 딥러닝을 사용하여 비디오의 시

각과 음성정보의 매핑 성능을 보여주었다. [3]에서

는 시공간 특성 간섭(Spatio-temporal feature

coherence)을 통해 대용량 비디오에서 자주 나타나

는 개념들을 구별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대용량 비디오 데이터의 자동

주석과 분류, 특정 이벤트 인식 등 구체적이지만 제

한된 정보를 분석하는데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실

제 비디오의 스토리 자동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추

상적인 수준의 내용 인식과 흐름에 대한 모델이 필

요하다. 관련 사례로서, [4]에서는 TV 드라마의 등

장인물 중심의 정보를 학습하여 등장인물 간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5]는 Deep Embedded 메

모리망을 이용하여 유아 애니메이션 뽀로로의 내용

관련 질문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선보였다. 

Ⅲ. 딥러닝 기반 비디오 스토리
분석 연구

비디오 스토리를 이해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디오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가

종합된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하다. Ⅲ장에서는 최

근에 공개된 여러 대용량 비디오 데이터셋을 소개

하고, 비디오 구성 요소 중 영상과 언어 학습에 필

수적인 대표적인 딥러닝 기술을 소개한다.

1. 비디오 스토리 학습 데이터셋

이미지 인식을 비롯한 다양한 컴퓨터 비전 문제

의 해법이 크게 개선된 가장 큰 계기 중의 하나가

바로 ImageNet(2009년)과 같은 대용량 공개 데이

터셋의 출시이다. 비디오는 이미지에 비해 데이터

의 복잡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특정 문제 해결에

특화된 벤치마크용 데이터셋 위주로 공개되고 있으

며, ImageNet 데이터셋 정도의 대규모 비디오 데

이터셋은 많지 않다. 

대표적인 데이터셋으로 독일의 MPI에서 공개한

MPII-MD가 있다. MPII-MD 데이터셋은 94개 영

화의 68K개 비디오 클립-묘사글의 쌍을 포함하였

고 LSMDC2016(Large Scale Movie Description

and Understanding Challenge) 대회에서 비디오

묘사글 생성 연구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사용되

었다. 비디오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 최근 구글에서

는 ImageNet에 대응되는 비디오 분류 데이터셋

YouTube-8M를 공개하였다. YouTube-8M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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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디오 소셜 이벤트 검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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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만 개(총 5백만 분 분량)의 비디오 URL과 비디

오 단위의 표지(Video-level labels) 데이터가 포함

된다. 이는 기존의 스포츠 동영상 분류를 위한

Sports-1M 데이터셋보다도 큰 규모의 데이터셋이

다. 또한 비디오에 관한 질의응답 문제를 풀기 위해

구축한 MovieQA과 PororoQA 데이터셋이 있다.

MovieQA는 140개 영화의 비디오 클립과 영화 소

개, 그리고 자막, 묘사글이 포함되고 영화 스토리에

관한 질의응답 데이터가 약 7천 개 포함되어 있다.

PororoQA는 유아용 애니메이션 ‘Pororo’의 177개

에피소드에서 추출한 16K개의 비디오 클립과 자막,

27K개 비디오 묘사글과 9K개의 스토리 질의응답

데이터가 포함된다. <그림 2>에서 각 데이터셋의

예시를 볼 수 있다. 

2. 비디오 분석을 위한 딥러닝 기술

이 절에서는 비디오 영상과 언어 분석을 위한 대

표적인 딥러닝 기술을 소개한다. 

1) 영상처리 딥러닝 기술

이미지 분류 문제: 전통적인 영상처리에서는

SIFT, HOG와 같은 특징점 추출 방법을 사용하

여 문제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하고 각 문제마다 수작업으로 디자인

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딥러닝 기술은

데이터에서 분류에 필요한 특징점을 자동으로 학

습한다. 영상처리에서 대표적 딥러닝 기술인 컨

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은 깊은 층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단계

의 특징점 조합을 학습하여 성능을 크게 개선하

였다. 

대표적인 CNN 모델로 딥러닝 기반 영상처리를

촉발한 AlexNet[6]이 있다. AlexNet(<그림 3>)을

통해 CNN의 대표적 요소 기술을 살펴본다.

컨볼루션(Convolution): 이 층에서는 입력 이미

지에 학습 가능한 필터를 적용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다(식 (1)). 각 필터별로 2차원 이미지를 훑은

결과로 2차원 활성화맵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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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디오 스토리 학습 데이터셋

(a) PororoQA 데이터셋 예시

(c) Movie QA 데이터셋 예시 (d) YouTube 8M 데이터셋 예시

(b) MPII-MD 데이터셋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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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풀링(Pooling): 풀링 과정은 지정영역의 대표 값

을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고

영상의 정보를 추상화한다.

활성화와 표준화(Activation and normalization):

층사이의 값의 전달 과정에 활성화 함수 ReLU

(식 (2))를 사용하였고 표준화 함수(식 (3))는 인접된

특징값 사이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2)

(3)

완전 연결층(Fully connected layer): 완전연결층

은 일반 인공신경망 구조와 같으며 모델의 출력단

에 연결되어 softmax를 통해 레이블별 예측 확률

을 출력한다. 

Dropout: 학습 단계에서 일부 은닉 노드를 확률

적으로 제외하여, 노드에 연결된 부분의 학습을 일

시적으로 중단시킨다. 과적합을 방지하고 성능 향

상에 기여한다.

AlexNet은 2012년에 ImageNet 이미지 분류대

회에서 압도적 성능으로 우승하였다. 이후 대회에

서는 CNN의 다양한 변형 모델이 발표되어 성능

을 향상시켰다. <표 1>에 AlexNet, VGG-Net[7],

GoogLeNet[8]과 ResNet[9] 모델을 정리하였다.

최근 이미지 분류와 인식 문제에서 최고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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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lexNet 모델의 구조도

<그림 4> 컨볼루션과 최대 풀링 연산

<그림 5> ImageNet 이미지 분류 결과 예시

02본본:02본본  17. 1. 3.  본본 10:44  Page 94



을 보이는 딥러닝 모델은 ResNet(deep residual

network, 딥 잔차망)이다. ResNet은 신경망의 층

이 층의 입력값 x를 중심으로 항등함수와(지름길

연결로 구현) 비선형 학습이 필요한 잔차 F(x)를 구

분하여(여러 신경망 층으로 구현) x+F(x) 형태의

매핑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림 7>은 완전연결층

을 중심으로 구성한 ResNet 층의 개념도이며, 이미

지 처리 문제의 경우 컨볼루션층을 적용한다. 그 결

과, 기존 모델에서 층을 깊게 쌓을 때 성능이 하락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에 따라 충분히 깊은 층

을 가진 모델을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되었다. <표 2>는 ResNet을 이용하여

ImageNet 데이터셋에서 이미지 분류 문제를 푼 실

험 결과이다. ResNet은 2015년의 이미지넷과

Microsoft COCO 대회의 탐지와 분리 분야에서 우

승하였다.

이미지 생성 문제: 이미지 분류 문제 외에 CNN

구조의 또다른 성공적 응용 분야는 이미지 생성이

다. 최근 이미지 생성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대표적

인 모델은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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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lexNet의 구성 요소(컨볼루션 , 활성화 함수 , 풀링, Dropout의 구조도)

Model year layer Top-5 error DA Conv. layer Kernel size FC layer FC layer size Dropout LRN

AlexNet 2012 8 16.4% + 5 11, 5, 3 3 4096, 4096, 1000 + +

VGGNet 2014 19 7.3% + 16 3 3 4096, 4096, 1000 + -

GoogLeNet 2014 22 6.7% + 12 7,1,3,5 1 1000 + +

ResNet 2015 152 3.57% + 151 7,1,3,5 1 1000 + -

<표 1> 대표적인 CNN모델 및 ImageNet 분류 성능 비교

<그림 7> ResNet의 잔차 학습 단위 도식화

Method Top-5 err. (test)

VGG(ILSVRC’14) 7.32

GoogLeNet(ILSVRC’14) 6.66

VGG(v5) 6.8

PReLu-net 4.94

BN-inception 4.82

ResNet(ILSVRC’15) 3.57

<표 2> 2015년 ImageNet 분류 실험 결과

DA: Data Augmentation; FC: Full Connection; LRN: Local Response Normalization;

RAM Buffer RAM

F(x) =  max(0, x)

Multiplier

ALU

normalizer = m

Convolutional Layer

ReLU

Pool Layer Dropout Lay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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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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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대립넷)[10]이다. GAN은 생성 모듈과 분류 모

듈이 학습 과정에서 서로 적대적으로 대결을 한 결

과 생성 모듈의 성능을 극대화한다. 생성 모듈은 사

전 분포로부터 임의로 표집된 z로부터 데이터

x=G(z)를 생성한다. 분류 모듈은 생성 모듈이 생

성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구분하려 한다. 반대

로 생성 모듈은 분류 모듈을 속일 수 있는 실제와

같은 데이터를 생성하려 한다.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Pdata라 하고 생성 모

듈이 학습한 확률 분포를 Pmodel이라고 할 때, 생성

대립넷은 학습 과정에서 최적의 v(G,D)를 갖는 G

와 D를 찾는다(수식 (4)).

(4) 

이미지 생성 모델로서의 GAN의 뛰어난 가능성

은 곧 다양한 후속 모델 개발로 이어진다. 대표적

사례로, 강력한 영상처리 성능을 보이는 CNN모델

을 결합한 DCGAN(Deep Convolutional GAN)[11]

은 실제 사진 수준의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다. <그

림 9>와 같이 DCGAN모델은 네 개 이상의 컨볼루

션 층으로 분류 모듈을 구성하고, 비슷한 수의 디컨

볼루션 층으로 생성 모듈을 구성하였다. 디컨볼루

션은 컨볼루션의 흐름이 거울에 반사된 것과 같은

정반대 형태이고 이에 따라 필터의 크기가 역으로

커진다. 이 모델에 사용되는 컨볼루션은 필터 추출

간격을 2로 하고 풀링을 생략하여 과대적합화 문제

를 완화하였다. 배치 정규화(batch normalization)

를 적용하여 학습의 속도를 높이고 아담(adam) 최

적화 기법이 응용되었다. DCGAN을 비롯한 이미지

생성 모델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도 적용되었다. 이미지의 가려진 영역을 재생하는

사례를 <그림 10>에서 볼 수 있다. 

2) 언어처리 딥러닝 기술

비디오의 연속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음성, 자막

등과 같은 순서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

식의 모델이 필요하다.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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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GAN 모델의 모식도 <그림 9> DCGAN의 생성 모듈 구조도

<그림 10> DCGAN으로 가려진 공간을 채우는 예

The flower with round yellow p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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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N)[12]은 순서를 고려한 동적 신경망 모델로서

특히 언어처리 응용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

다. RNN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입력된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여 새로운 단어를 예측하는 언어 모델링에서

는 RNN이 기존의 모델을 대체하였다. <그림 11>은

RNN의 구조도이다.

(5)

RNN의 학습 과정에서도 다른 신경망 모델과 마

찬가지로 일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결 가중치를 조절하는 SGD(Stochastic

Gradient Descent) 및 오류 역전파 방법을 사용하

며, 특히 시간축 방향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BPTT(Back Propagation Through Time) 알고리

즘이 사용된다. 

기본 RNN은 긴 시간 간격 간의 연관성을 학습하

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학습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한 확장 모델로서 LSTM(Long Short-

Term Memory)[13]과 GRU(Gated Recurrent

Unit)[14]가 기본 구성 요소로 많이 사용된다. 이들

은 모델에 입출력과 기억 정보를 선별적으로 조절

하는 게이트(gate)를 두어 RNN에 비해 긴 문장의

생성과 학습의 성능을 높였다. 

RNN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딥러닝 모델이 문장

생성, 기계번역 등과 같은 대표적 언어처리 문제에

서 획기적 성능 향상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영화

시나리오 작성[15], 이미지 묘사글 생성[16]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Ⅳ. 딥하이퍼넷 기반 TV 드라마 분석

이 장에서는 TV 드라마 비디오 스토리 분석의 직

접적 사례로서 딥하이퍼넷을 이용하여 TV 드라마

로부터 인물관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소개

한다. 딥하이퍼넷은 계층구조를 통해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지식을 학습한다. 기존의 고정된 신경망

모델의 구조와는 달리 구조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 동적인 정보를 다루기에 적합하다. 

1. 딥하이퍼넷

이 절에서는 딥하이퍼넷의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

본다. <그림 12>는 딥하이퍼넷의 구조도이다[17].

모델 자체는 다층 구조로 구성되었고 이미지-자막

쌍을 구성하여 Monte Carlo Sampling 방법을 통

해 H층의 하이퍼에지를 구성한다. C1층 노드는 H

층 하이퍼에지의 부분 집합을 클러스터링한 조합이

고 노드의 갯수는 학습에 따라 변하게 된다. 

(6)

hm는 C1층의 m번째 노드에 연결된 하이퍼에지

(hyperedge)의 집합이고 함수 Dist는 에지 사이들

의 유클리드 거리이다. Sim(hm)가 임계 값을 넘

을 때 노드는 두개로 갈라지게 된다. 그중 임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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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순환신경망 구조도

02본본:02본본  17. 1. 3.  본본 10:44  Page 97



은 Sim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해 정한다. C2

층의 노드는 등장인물에 대응되며 C1층과의 연결

은 등장인물들이 나타나는 장면(Scene)에 의해 결

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의 매개 이미지-자막 쌍을

입력하여 딥하이퍼넷의 학습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시각적 언어 개념망을 만드는 동시에 에피소드를

관찰하면서 순차적 베이지안 추론에 의해 개념망의

이미지-자막 쌍을 업데이트한다. 

(7)

이진 벡터 r, w는 이미지 조각과 단어의 특징

벡터이고 c1, c2는 노드의 존재여부를 판단한다. e

는 하이퍼에지들의 집합이고 α는 에지들의 가중치

이다. 파라미터 θ(e,α)와 c1, c2가 주어졌을 때 (7)

의 수식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Pt는 t번째 에피소

드에 대한 매개변수의 확률 분포이다. t번째 에피

소드를 관찰하였을 때 사전 확률 분포 Pt-1(θ)는 우

도와 표준 값을 계산함으로써 사후 확률 분포를

업데이트한다. 자세한 학습 과정은 [17]에서 소개

하였다.

2. 비디오 정보 추출

등장인물 인식 방법: 이 절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드라마 영상에서 등장인물을 인식한 결과

를 소개한다. 먼저 TV 드라마속의 얼굴을 검출기를

이용하여 장면 속 얼굴 영역을 검출한다. 검출된 얼굴

을 인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2년 R. Socher

등이 제안한 컨볼루션-재귀 신경망(Convolutional -

recursive neural network, CNN-RNN)[18]을 적용

하였다. 미국 TV 드라마 ‘Friends’의 등장인물 총 6명

의 얼굴 이미지 총 6000장을 수집하여 학습한 결과

89%의 인식률을 보였다. 

장소 분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소를 분류하기

위해 Bag of features(Bof)모델을 사용한다. Bof모

델은 각 장소 이미지를 고유 특징 벡터(Eigen-

vectors)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특징 벡터들의 분포

를 학습하여 분류하는 기술이다. TV 드라마에서

주로 등장하는 7개 장소 이미지에서 각각 200개의

학습 데이터와 100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선정하였

다. 장소 분류 실험을 한 결과 77.0%의 인식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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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딥하이퍼넷 학습 모델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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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3. 데이터 전처리 과정

실험 대상으로서 TV 드라마 ‘Friends’의 183편

에피소드, 총 4400분 분량의 비디오 데이터를 사

용하였다. 전체 비디오는 자막의 출현시간을 기준

으로 이미지 프레임을 추출하여 약 6M개의 이미

지-자막 쌍의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등장인물 인

식과 장소 분류 방법을 통해 시각 정보를 추출하였

고 의자, 램프, 컵 등 기타 물체 인식은 R-CNN모

델[19]을 적용하여 이미지 조각을 생성하였다. 이

미지 조각은 4096차원의 컨볼루션 신경망 특징 벡

터로 표현한다. 출현된 자막은 단어(Word) 단위로

Word2vec[20]을 적용하여 200차원의 실수 벡터로

변환하였다.  

4. TV 드라마 스토리 분석

이 절에서는 딥하이퍼넷의 학습을 통해 구축된

지식망을 이용하여 TV 드라마속 등장인물의 관계

를 분석한 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그림 13>은 등

장인물의 연관성을 분석한 실험 결과이다. 그래프

에서 두 인물 사이에 연결된 선의 개수는 그들이

공유하는 하이퍼에지의 개수를 표시하고 각 등장

인물에 표시된 히스토그램은 기타 인물과 공유하

는 하이퍼에지들의 가중치의 합이다. 즉 통계값이

높을수록 연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래프를 보

면 드라마 10편의 인물관계에 비해 49편까지 학

습한 등장인물사이의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높아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드라마 속의

인물 등장 비율, 대본의 양, 인물 중요성 등 기타

관련 정보를 추측하는데 정량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학습한 지식을 이용하여 비디오 묘사글 검

색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림 14>는 비디오 스

토리 묘사글 검색 과정과 실험 결과 예시이다. 

99 방송과 미디어 제22권 1호

99 특집 : 딥러닝 기반 방송미디어 기술

<그림 13> TV 드라마 ‘Friends’ 등장인물 사이의 연관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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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본 고에서는 비디오 분석 연구를 위한 대용량 비

디오 데이터셋과 대표적인 딥러닝 기술을 살펴 보

았다. 비디오와 같은 다중모달 데이터를 다루기 위

한 영상처리 기법과 언어처리 기법의 최신 연구동

향을 정리하고 본 연구진의 TV 드라마 분석 연구를

통해 실제 응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딥러닝 기술의

발전과 컴퓨팅 능력의 향상은 비디오와 같은 대용

량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기술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동향을 바탕으로 비디오 스토리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또한 점차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되

며, 앞으로도 보다 혁신적인 후속 연구가 계속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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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비디오 스토리에 대한 묘사글 검색 문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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