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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AI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변

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AI 기술은 영상의 인

식과 분류, 음성의 인식과 개인화, 다양한 수치 데이

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예측 등 기존의 기술로 처

리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이었던 영역에 대하여 뛰

어난 결과를 제시하였다. 현재, AI 기술은 산업, 학술

의 영역을 벗어나 문화, 예술의 영역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1].

AI 기술이 문화, 예술 영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가

장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형태는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과 유통, 소비를 위한 형태이다. 그러나 현재 시

점에서 문화, 예술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AI 기술

은 유통과 소비를 위한 서비스 분야에 치중되어 있

다. 창작에 활용되는 기술은 영상 분야에서 가상의 

영상을 생성하여 활용하거나 기존의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체의 인식 결과를 활용하여 추가적

인 서비스 또는 영상의 생성을 지원하는 분야에 그치

고 있다. 일부에서는 음성 및 데이터의 분석을 통하

여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를 창작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AI 기술은 기존의 미디어와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에 한정되고 있다.

잘 만들어진 예술과 문화 콘텐츠는 그 형태를 바

꾸어 다양한 모습의 미디어 콘텐츠로 재창조 될 수 

있다. 1980년대 초 일본의 전자공학 계에서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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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개념을 제시한 OSMU(One Source Multi

Use)는 1995년 국내에 언론보도를 통하여 도입, 사용

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 문화 콘텐츠 산

업분야로 그 사용범위가 확장되었다[2]. OSMU는 국

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미국의 경우 Multi-

media Franchise 또는 Media Franchise, 일본의 경

우는 Media Mix라고 불리고 있다.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의 보고서에서는 OSMU를 “우수한 기획을 통

해 제작된 1차 콘텐츠를 시장에 성장시킨 후 재투자 

및 라이선스를 통해 2차, 3차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OSMU의 목적은 하나

의 콘텐츠를 다양한 미디어 형태로 제작, 유통함으로

써 하여 콘텐츠의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콘텐츠의 

재생산에 따르는 추가비용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분

야에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있다. 그러

나 콘텐츠의 재생산에서 기반이 되는 원 콘텐츠에 

대한 비용은 새로운 콘텐츠의 생산하는 것과 큰 차이

가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I 기술과 다양한 IT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콘텐츠 재생산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

에서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로는 영화 콘텐츠를 선정

하였다. 영화 콘텐츠는 대화, 등장인물의 얼굴, 등장

인물의 동작, 전체 스토리 등 AI 기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

한 영화 콘텐츠는 영상매체를 활용한 역사가 긴 대중

적인 콘텐츠이며 지금까지 축척된 데이터가 풍부하

고 작가가 창작하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재창조되

는 콘텐츠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영화 콘텐츠를 대

상으로 StyleGAN2 모델[3,4]을 이용하여 배우의 얼

굴을 기준으로 캐릭터를 생성하고, 음성 인식기술을 

통하여 등장인물의 대사를 추출한다. 추출된 대사의 

분석을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 및 성향을 판단한다.

이때, 인물의 특성을 관상학의 분류를 기준으로 제시

하였다. 관상학은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에서 인물의 

특징분석을 위하여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

다[5-8]. 따라서 관상학의 외형의 특징을 반영함으로

써 캐릭터에 외형적 특징을 부여한다. 그리고 대사를 

통해 각 장면에서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여 캐릭터의 

표정을 결정하며, OpenPose 기술[9]을 통하여 등장

인물의 동작을 분석한 후 캐릭터에게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콘텐츠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관

련된 AI 기술 및 배경 지식, 기존에 수행했던 연구에 

대하여 소개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2. 기존연구

2.1 감성 분석 기술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기술은 텍스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의 의견, 성향, 태도, 동작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감정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지를 연구하는 기술이다.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

석하여 감정 상태를 분류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의 한 분야로 보기도 하며 2012년 미국의 대선에서 

사용된 감성분석이 가장 성공적인 활용 예로 꼽힌다.

감성 분석 기술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

되고 있으며,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대화 내용에서 각

문장 사이에 이루어진 인과관계 및 문맥의 분석이 반

영되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한 기술로 꼽힌다[10,11].

감성분석 기술의 처리과정은 소셜 미디어 매체 및 

도서 등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 및 

텍스트 요소의 분리와 분류, 수집된 텍스트로부터 사

용자의 주관이 드러나는 단어 및 표현을 추출해 내

는, 텍스트가 가진 주관성의 탐지(Subjectivity De-

tection), 그리고 추출된 감성 데이터를 ‘좋음’과 ‘싫

음’을 기준으로 단계를 주어 분류하는 극성 탐지

(Polarity Detection)의 3단계로 주로 이루어진다. 감

성 분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언어 모형으로는 유니

그램(Unigram) 모델을 들 수 있다. 감성 분석에 사용

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텍스트 데이터에 순

서의 개념을 배제하고 단순히 단어의 집합으로 가정

하여 처리하는 Bad-of-Words(BOW) 방식을 따른 

나이브 베이즈(Naive Bayes)모델과 각각 다른 항목

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점을 분류하여 두 클래스

의 데이터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즉 가

장 유사도가 높은 평면을 찾아내는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SVM) 모델 등이 있다[12].

2.2 음성 인식 기술

음성 인식 기술은 사람의 언어를 음성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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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고 그 내용을 컴퓨터를 이용해 해석하여 데이

터화 하는 기술이다. 사람의 말을 텍스트로 전환한다

는 의미로 Speech-To-Text(STT) 기술이라고 부르

기도 한다. 음성 인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알고리즘으

로는 은닉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s,

HMM), 동적 시간 왜곡(Dynamic Time Warping,

DTW)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딥러닝 기반의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계열의 모델이 많이 사

용된다. 또한 직접 모델을 구현하지 않더라도 Google

에서 제공하는 Google Cloud Speech-To-Text API

를 활용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네

이버가 음성인식 엔진인 NEST(Neural End-to-end

Speech Transcriber)를 공개하였다[13].

2.3 얼굴 인식 기술

AI 기술이 산업계에 확산되면서 가장 활발하게 활

용된 분야가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인식 분

야이며 얼굴 인식 기술은 영상 인식 분야의 한 영역

을 차지한다. CNN 모델은 영상 인식 및 분석, 분류 

영역 외에도 추천 시스템, 자연어 처리 등에도 이용

되며 딥러닝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의 하나이다.

얼굴 인식 기술은 입력된 이미지에서 얼굴에 해당

하는 영역을 검출하고 얼굴의 영역에 포함되는 눈,

코, 귀, 입 등과 같은 특징 점을 추출하여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많은 얼굴 이미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얼

굴 인식을 위한 학습을 수행하고 인식결과를 분류하

여 제시하는 기술이다[14].

2.4 동작 인식 기술

AI 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은 

음성과 동작의 인식 기술이다. 동작 인식 기술은 센

서, 마커 등을 사람의 몸에 부착하여 동작을 인식하

도록 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딥러닝 기술

이 보편화되면서 카메라를 통한 영상을 기반으로 다

양한 동작을 인식하는 기술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추세이다.

딥러닝 기반의 동작 인식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CCTV를 통해 획득한 2D 영상을 기반

으로 영상에 나타난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여 이상행

동 및 특이한 행동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분야이다. Google에서는 AI 기술과 모션 

캡쳐(Motion Capture) 기술을 결합하여 웹캠을 통해 

입력된 사람의 동작을 기반으로 유사한 동작을 가진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찾아주는 Move Mirror 서비스

를 개발, 공개하였다[15].

최근에 주목받는 동작 인식 기술은 단순히 동작을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의 주요 관절을 Key

Point로 하여 위치 측정과 전체적인 자세를 추정하기 

위한 자세 추정(Pose Estimation) 기술을 들 수 있다.

자세 추정 기술은 사람이 취하고 있는 자세, 동작만

이 아니라 얼굴 표정을 인식, 추정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OpenPose[9]가 있다.

3. 영화를 접목한 AI 기반 콘텐츠 재생산 시스템

3.1 제안 시스템의 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영화 콘텐

츠를 이용한 콘텐츠 재생산을 위한 것이므로 사용하

는 데이터는 영화 콘텐츠로 한정하였으며, 사용된 영

화 콘텐츠에서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들

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 콘텐츠를 구성하는 미장센 요소 중 추출 가

능한 주요 요소는 배우, 대사, 동작, 배경이다. 이 중

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배경에 관련

된 요소는 제외하고 캐릭터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

성하도록 한다. 따라서 영화 콘텐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는 배우, 대사, 동작의 요소가 된다. 콘텐츠

에서 추출되는 배우의 얼굴 영상에서 캐릭터의 디자

인을 위한 기본 형태를 도출하고, 대사에서 등장인물

의 성격 및 성향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여 캐릭터의 

디자인을 변형한다. 콘텐츠에서 추출되는 배우의 동

작을 추출하여 재생산하는 콘텐츠에서의 캐릭터의 

동작을 결정하며, 또한 동작의 흐름에서 추출 가능한 

성격 및 성향에 대한 특징을 이용하여 캐릭터의 디자

인에 반영한다. Fig. 1은 제안 시스템의 기본적인 프

로세스를 보여준다.

콘텐츠에서 추출한 배우의 얼굴 영상에서 캐릭터

의 디자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계열의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

된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StyleGAN2 모델을 활용한

다. StyleGAN2모델은 Style Transfer 기술을 기반

으로 Generator를 재설계한 StyleGAN 모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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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버전이다[3,4]. Style Transfer는 Content Image

와 Style Image의 두 개의 영상이 주어졌을 때, Con-

tent Image를 기본 형태로 하여 영상의 스타일을 

Style Image와 유사하게 바꾸는 기술을 말한다[16].

StyleGAN2 모델은 Content Image와 Style Image를 

학습된 네트워크에 입력하고 네트워크에서 추출되

는 각각의 feature map을 기준으로 하여 변환하고자

하는 새로 입력된 이미지의 feature map과 유사한 

특징 값을 가지도록 입력된 이미지를 최적화한다. 따

라서 기준이 되는 feature map의 내용을 조작함으로

써 그 형태를 가공할 수 있다. 제안 시스템은 Style

GAN2 모델을 이용하여 입력된 영화 콘텐츠에서 배

우의 얼굴을 캐릭터 디자인의 스타일로 변형하고, 추

출된 결과 영상에 대한 feature map의 내용에 등장인

물의 특징, 성향에 맞는 변형을 적용하는 방식을 따

른다. 등장인물의 특징, 성향에 대한 데이터는 대사

와 동작을 기반으로 추출한다. Fig. 2는 영화 콘텐츠

로부터 추출한 정보를 가공하여 StyleGAN2 모델에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콘텐츠에서 추출한 등장인물의 성격 및 성향에 대

한 특징을 정의하기 위하여 각 등장인물 별 얼굴 표

정을 기반으로 하는 감정의 분석과 등장인물 별 대사

를 통한 감정 및 성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17]. 또한 대사 데이터로부터 감정 및 성향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격, 감정, 표현 등에 대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Table 1은 IBM 클라우

드 서비스의 IBM Watson 자연어 이해(Natural

Fig. 1. The process of the proposed system.

Fig. 2. Process of applying information extracted from contents to StyleG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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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Understanding) 서비스가 제공하는 Per-

sonality Insight를 위한 성격 특성과 소비 성향을 이

용하여 개인의 성향을 분류하는 기준을 보여준다

[18]. IBM의 서비스 외에도 대사 및 표현을 이용한 

다양한 감정 및 성향 분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안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연구 내용을 이용

하여 적절한 기준을 결정 및 적용할 수 있다. Table

2는 한국어 감정 어휘 체계의 분류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5].

다음으로 콘텐츠에서 대사를 추출하기 위하여 STT

(Speech-to-Text) 모델을 사용한다. STT 모델의 구

현을 위하여 전통적으로 HMM(Hidden Markov

Models)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딥러닝 

기반의 RNN(Recurrent Neural Network) 계열의 모

델, 특히 LSTM(Long Short Term Memory net-

works)을 이용한 STT 모델이 개발되어 좋은 성능

을 보이고 있다. STT 모델의 학습을 위하여 대량의 

음성 데이터가 필요하며, 한국어의 경우 한국지능정

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AI Hub 사이트를 통하

여 한국어 대화 및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콘텐츠에서 추출한 대사 데이터는 등장인물의 성격 

및 성향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기반 데이터로 

Table 1. Classification criteria for individual propensity [18].

Personality
Traits

Big
Five

Affinity Personal disposition to compassion for others and cooperation

Sincerity Personal tendency to act in a systematic or thoughtful way

Extroversion Personal disposition to be stimulated when meeting others

Emotional
range

The degree to which an individual's emotions are sensitive to the
individual's environment

Openness
The degree to which an individual has an open mind to experience
various activities

Desire
Interest, Harmony, Curiosity, Ideal, Intimacy, Self-Expression,
Freedom, Love, Practicality, Stability, Challenge, and Structure

Value
Self-Transcendence / Helping others, Conservatism / Tradition,
Hedonism / Enjoyment of life, Self-Raising / Achievement,
Accepting change / Interest

Propensity
to Consume

Shopping, Music, Movies, Reading & Learning, Health & Activities,
Volunteering, Environmental Concern, and Entrepreneurship.
Includes from one to a dozen individual preferences for each category

Table 2. Examples of Classification of Korean Emotional Vocabulary System[5].

Category Level 1 Category Level 2 Category Level 3

Positive emotion

Joy Joy, Happiness, Enthusiasm

Crush Interest, Affection

Satisfaction Cool, Faith, Inspiration, Satisfaction, Admiration

Negative emotion

Anger Frustration, Anger

Horror Creepy, Fear

Surprise Surprise, Embarrassment

Sorrow Spleen, Sadness, Resentment, Suffering, Loneliness

Complicated Confusion, Worry

Regret Compassion, Frustration, Vainness, Regret, Shame

Aversion Boredom, Hate, Disgust, Dislike, Disgust, Ridicule

Neutral emotion

Longing Longing, Greed

Calm Calm, Relief

Unfamiliar Awkward, Cu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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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된다. 추출한 대사 데이터를 Table 1, Table 2와 

같은 사전에 준비한 감정 및 성향 분석에 대한 분류 

기준에 적용하여 해당 등장인물이 어떤 성향의 인물

인지 결정할 수 있다.

각 등장인물이 가지는 성향에 따라 캐릭터의 외형

을 결정하기 위하여 음양오행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관상학에 대한 연구 내용 중 얼굴의 형태 등 캐릭터

의 외형에 대한 특징을 분류하고 등장인물의 성향에 

맞게 적용한다. 관상학을 기반으로 한 분류에 따르면 

얼굴의 형태, 체형, 그리고 눈, 눈썹, 코, 귀, 입 등 얼굴

의 각 부위에 따른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6,7], 이

러한 특징을 StyleGAN2 모델의 feature map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여 StyleGAN2 모델을 통한 캐

릭터의 생성에 반영한다.

영화 콘텐츠에서 각 등장인물에 대한 배우들의 표

정 연기 또한 제안 시스템을 이용한 캐릭터의 생성에

서 중요한 영역이다. 콘텐츠에서 추출한 배우들의 얼

굴에서 눈, 눈썹, 코, 입, 귀 등 얼굴의 각 부위의 형태

를 인식하여 기본적인 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

일 시점에서의 대사의 내용에서 추출되는 감정의 분

류에 따라 표정의 변형을 적용한다. 특히 대사의 내

용을 기반으로 분류되는 등장인물의 표정을 등장인

물의 정서를 기반으로 하여 구분이 가능하므로[8] 실

제 배우의 얼굴에서 읽은 표정과 정서 기반의 표정을 

결합하여 적절한 표정을 반영할 수 있다.

콘텐츠에서 캐릭터의 동작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OpenPose[9] 모델을 활용한다. OpenPose는 Carne-

gie Mellon University 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라이브

러리로 2D 영상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의 

몸과 손, 얼굴, 발 등에 대한 좌표를 인식하여 사람의 

골격이 이루는 형태를 계산해 주는 모델이다. Open

Pose 모델에서는 Bottom-Up 방식에 따라 영상에 등

장하는 사람들의 각 관절에 대한 좌표 정보가 되는 

Part Affinity Fields(PAFs)와 Part Confidence Map

를 검출하고, 검출된 관절을 단계적으로 이어나감으

로써 한 사람에 대한 골격이 이루는 형태를 계산한

다. 전체 영상에 대한 Skeleton 동작 정보가 동작 순

서에 따라 리스트로 제공되며, 이 리스트에 맞게 캐

릭터의 동작을 설정하여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Fig. 3은 OpenPose에서 Skeleton 정보를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영화 콘텐츠로부터 배우의 얼

굴을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의 전체적인 외형 생성,

등장인물 별 대사를 기반으로 도출한 등장인물의 성

향에 따른 관상학적 외형의 특징 및 정서적 표정 정

보 반영, 그리고 배우의 동작의 인식을 통해 생성한 

Skeleton 동작 정보를 통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최종적인 콘텐츠의 재생

산이 가능하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I 기술과 다양한 IT 기술을 융합

한 콘텐츠 재생산 시스템 연구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영화콘텐츠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콘텐츠 재생산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

다. 먼저, 영화 콘텐츠로부터 추출한 영상에서 Style

GAN2 모델을 이용하여 캐릭터의 기본 외형을 생성

하였다. 다음으로 추출한 대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등

장인물의 성격 및 성향을 분석한 후 음양오행의 이론

을 접목하였다. 이는 관상학적 외형에서 등장인물에 

성향에 따라 외형적 특징을 캐릭터에 반영한다. 마지

막으로 OpenPose 모델을 이용하여 캐릭터의 동작을 

생성하고 최종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콘

텐츠를 재생산한다.

향후에는 제안한 프로세스를 직접 구현함으로써 

상용화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등장

인물에 대한 재생산 과정은 완료되었으나 배경에 대한

처리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배경을 가공하

여 반영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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