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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중 화자 대화 속 인물 식별(Character 

Identification)이란 드라마 대본 등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 대본에서 인물 멘션(Mention)들을 실제 인물과 

연결해 주는 문제이다[1]. 인물 멘션이란 ‘그녀’또는

‘아버지’와 같이 인물을 지칭하는 명사 또는 명사구 

이다. 즉 이러한 명사 또는 명사구들이 실제 어떤 인물

을 나타내는지 파악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대화 문

장 속에서 인물 멘션이 의미하는 실제 인물을 파악하는 

문제는 질의 응답, 요약과 같은 고차원 자연어처리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이다 [2]. 인물 식별 문제

는 미국 드라마 프렌즈(Friends) 두 시즌(Season) 47개 

화(Episode)에 대해서 데이터가 구축되었고[1,2], 

SemEval 2018 Task4[3]로 공개되어 다수의 연구팀이 참여

하는 등 여러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5]. 

이 문제는 자연어처리에서 개체 연결(Entity 

Linking)[6] 및  상호참조해결(Coreference Resolution) 

[7,8] 문제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연결 대상

이 되는 개체(Entity)가 지식베이스 개체가 아닌 대화 

속 등장인물이기에 지식베이스 정보를 활용할 수 없고, 

기존 상호참조해결 문제처럼 같은 개체를 나타내는 멘션

(Mention)들끼리 묶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인물과 

연결까지 해주어야 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이러한 다

중 화자 대화/대본은 은유, 수사적 표현 등이 많은 구어 

 

그림 1 영상 정보 없이 대본 정보만으로는 대화 속 인물 

식별이 어려운 예시  

체로 구성되며 문맥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기에 이 문제

를 어렵게 만든다[1,2].  
기존 연구들이 다양한 기법을 제시하고[2-5] 성능을 

어느정도 올렸지만, 이 연구들은 자연어 대본만을 입력

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사람도 대본 문장만을 보고 인물 

멘션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식별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한다. 그림 1의 예시와 같이 어떤 여성이 잠을 자고 

있고, 사람들이 이 여성을 대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영상 정보가 없다면 그림 1의 대본 만으로 ‘그녀’가 

이 여성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아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본 속 해당 문장이 발화되는 시점의 영상

장면 정보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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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중 화자 대화 속 인물 식별이란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 대본에서 ‘그녀’, ‘아버지’ 등 인물을 지칭하는 

명사 또는 명사구가 실제 어떤 인물을 나타내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대본 자연어 데이터만을 입력으로 

하는 대화 속 인물 식별 문제는 드라마 대본에 대해서 데이터가 구축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람도 다중 화자 대화의 문장만 보고는 인물을 지칭하는 명사 또는 명사구가 실제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발화가 되는 시점의 영상 장면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인물 식별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 대화 속 인물 식별 연구들

은 미리 정의된 인물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형태로 접근해왔다. 이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인물이 나오

는 임의의 다른 드라마 대본이나 대화 등에 바로 적용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상 정보는 활용

하되, 한번 학습하면 임의의 대본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 인물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상호참조해결 기

반의 인물 식별 방법도 제시한다. 

 
주제어: 인물 식별, 멀티모달, 개체 연결, 상호참조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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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평가 지표에서 최대 4.74%의 성능향상을 이루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미리 주어진 등장 인물을 대

상으로 인물 멘션들을 분류하는 형태로 접근해 왔다

[2,4,5].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들은 학습에 사용

한 프렌즈(Friends) 대본이 아닌 다른 드라마나 임의의 

대본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새로운 대본에 나오는 새

로운 등장인물을 분류하도록 다시 학습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호참조해결을 주 접근법으로 

한 후, 최종 인물 연결은 상호참조해결에서 나온 멘션 

그룹들을 등장 인물들과 이름 문자열 일치 수준 연결 등

의 학습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임의의 대본에 

적용될 수 있다. [2]에서 상호참조해결 기반의 접근법도 

제시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성능이 낮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2]의 연구보다 진보된 상호참조해결 방법론을 사

용하고, 영상 정보까지 결합하여 임의의 대본에 적용될 

수 있는 상호참조해결 기반 인물 식별도 어느정도 의미

있는 성능을 낼 수 있음을 보인다.  

 

2. 관련 연구 
인물 식별(Character Identification) 문제는 처음 [1]

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었고 프렌즈 2시즌(Seson)에 대

해서 데이터가 구축되었다. [2]에서는 이 데이터의 오류

를 정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응

집하는 CNN(Agglomerative CNN) 구조 기반의 상호참조해

결과 개체 연결 모듈을 결합하여 학습하는 방식이다. [3]

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와 데이터를 정제하고 평가 

지표를 공식화 하여 SemEval 2018 Task4로 공개되었다. 

이 Task에 여러 연구팀이 참여하였고, [4,5] 연구가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4] 연구는 이 문제를 다중 분류 

형태로 정의하고 Bi-LSTM 기반으로 접근했으며 각 인물

의 정보를 벡터로 표현하고 있는 행렬인 Entity Library 

란   요소를 도입한 방법을 제시했다. [5] 연구는 이 문

제를 시퀀스 레이블링(Sequence Labeling) 형태로 정의하

고 RNN Encoder-Decoder 기반의 구조를 사용하였다. RNN 

계열 모델들이 이 문제와 같이 문서 단위의 긴 입력에서

의 정보 손실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포지

션 인코딩(Positon Encoding)과 셀프 매칭 네트워크

(Self-matching network)를 결합한 구조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이 기존연구들과 다르게 영상정보까지 사용하여 

성능을 올렸으며 [4] 연구의 방법론 기반에 영상정보를 

결합하였다. 

영상 또는 이미지와 자연어 정보를 결합해서 입력으로

활용하는 멀티모달 형태의 문제에서는 영상 장면 또는 

이미지 자질을 추출하기 위해 ResNet[11] 구조가 많이 

사용된다[9,10]. 본 연구에서도 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상호참조해결은 최근 종단간 Bi-LSTM 기반의 모델을 

사용한 연구가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7,8]. [7] 에서 

명사구의 중심어를 어텐션(Attention)으로 학습하고 기

본적으로 모든 명사구 후보와 모든 후보 쌍 간의 상호참

조 해결 가능성을 고려하는 형태의 뉴럴넷 구조를 제시

하였다. [8]에서는 [7]구조 기반에서 상호참조해결의 일

관성을 위해 고차 추론(Higher-order Inference)을 하고 

연산량을 좀 더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약간 변형된 [8] 연구의 상호참조해결 구

조를 기반으로 하되 영상 정보까지 결합하여 인물 식별

을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 입출력 정의 및 데이터 전처리 
3.1 입출력 정의  

이 문제는 토큰화 및 자연어 처리가 된 대본, 대본의 

해당 문장이 발화된 영상 속 시간 정보, 해당 시간에 해

당하는 영상 전처리 파일 정보, 인물 멘션의 위치를 입

력으로  받는다. 출력으로는 각 인물 멘션들이 나타내는 

실제 인물 ID를 출력한다. 입력은 CoNLL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예시는 그림 2에 나와 있다. 그림 2의 예시 데이

터는“Monica_Geller” 라는 화자가 “He’s just some 

guy I work” 라는 문장을 발화하였고 해당 발화가 영상

의 55422ms 부터 59256ms 구간에 나온다는 의미이다. 또

한 이 시점의 영상 정보는 00005.pickle 파일에 저장되

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문장 속에 “He”, 

“Guy”, “I” 라는 인물 멘션들이 각각 284, 284, 248 

번의 ID를 가지는 인물을 나타낸다. 학습 데이터에는 이 

인물 ID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테스트 데이터

에서는 위치만 표현되고 이 아이디가 어떤 값인지는 모

델이 출력을 해야한다. 

이 데이터 형태에서 시간 정보 및 영상 전처리 파일 

정보를 제외하고는 SemEval2018 Task4[3] 에서 공개된 데

이터를 활용했다. 발화 시간 정보를 이 데이터에 부착하

기 위해 SemEval 데이터 대본과 자막 데이터 정보를 동

기화 하였고 이를 3.2절에 설명하였다. 영상 정보 전처

리 파일에 대해서는 3.3절에 설명하였다. 

 

 

그림 2 입력 및 학습 데이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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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본과 자막 정보 동기화 

자막 데이터는 시간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대본 데이터

는 시간정보가 없다. SemEval2018 Task4[3] 데이터는 대

본을 기준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시간 정보를 부착하기 

위해 자막 데이터와 동기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대본 

데이터의 문장과 자막 데이터의 문장이 온전히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필요하였다. 

먼저 자막 대사 하나와 대본 대사 하나를 기본 단위로 

하여, 각 대본 대사에 대해서 토큰 유사도가 일정 값 이

상인 후보군을 추출하였다. 이후 최대한 많은 대본 대사

가에 자막과 매칭될 수 있도록 최장 증가 수열 알고리즘

을 통해서 각 대본 대사에 0개 또는 1개의 자막을 매칭

시켜서 시간정보를 부착하였다. 

 

3.3 영상 전처리 

발화가 되는 구간의 영상 자질을 표현하기 위해 먼저

해당 영상 구간을 초당 24개의 이미지를 가지는 각 장면

(Frame)을 나누었다. 각 장면 이미지에 대하여 ImageNet

으로 미리 학습된(Pre-trained) ResNet-152[11] 네트워크

를 통과시킨 후, 최종 분류 레이어 직전 Hidden Layer인 

2048 크기의 장면의 벡터값으로 추출한다. 이 장면에 대

한 각각의 벡터값들을 평균 낸 것을 해당 영상 구간에 

포함되는 모든 장면의 벡터값을 평균 을 나타내는 입력 

자질 벡터로 사용하였다. 

 

 

4. 접근 방식 
4.1 미리 정의된 등장 인물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 

본 논문의 첫번째 접근 방식 중에 하나인 미리 정의된 

인물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SemEval 2018 Task4[3] 

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연구 중 하나인 AMORE-UPF 구

조[5] 를 그대로 사용하되, 추가적으로 영상 정보를 활

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결합하였다. 이 내용은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연구의 모델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력 단어 멘션(그림 3에서 He)을 word2vec[12]을 

이용하여 벡터로 표현하고 해당 멘션의 발화자(그림 3에

서 Monica)를 랜덤 하게 벡터로 표현 한 후 이 두 벡터

를 합쳐서 입력으로 사용한다. 이 입력을 Bi-LSTM 을 통

과시킨다. 그 다음으로 인물 식별을 하고자 하는	 i번째 

멘션의 Bi-LSTM 출력 벡터를 Linear Layer를 통과 시킨

다 이 벡터를  라고 하자.  

그림 3에서 Entity Library 행렬 ∈ ℝ ∗ 는 	 N 개의 

분류 대상이 되는 등장 인물 개체(Entity)를 각 k 차원

의 벡터로 표현한 행렬이다. 이  는 학습과정에서 업데

이트 된다. 이 때 멘션을 표현하는 와 각 인물 특징을 

표현하는 Entity Library 행렬 의 각각의 벡터와 코사

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계산한다. 이 값을 

Softmax 레이어를 통과시켜 해당 멘션이 나타내는 인물

이 누군지 분류하는 방식이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우리는 여기에서 멘션의 최종 표현

인  벡터가 영상 정보도 반영하도록 수정하였다. 

ResNet-152[11]을 통과한 영상 정보 벡터를 ReLU 활성함

수를 가진 출 Linear Layer를 통과 시킨 벡터 를   

를 계산하는 데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ℎ  와 결합시켰다. 

멘션이 각 인물을 나타낼 확률값을 가지고 있는 최종 출

력 벡터 는 다음 수식은 다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 ( (ℎ || ) + )) 
 

 
그림 3 미리 정의된 등장 인물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인

물 식별 방식 알고리즘 개요 

 
그림 4 상호참조해결 기반 인물 식별 알고리즘 개요 

4.2 상호참조 해결 기반 방식 

4.2.1 상호참조 해결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미리 정의된 인물 정보 없이 한번 학습

후 임의의 대본에 적용될 수 있는 상호참조해결 기반의 

방식도 제안한다. 먼저 상호참조해결 알고리즘은 [8] 모

델을 기반으로 하였다.  

 [8] 모델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력 

단어 들을 Glove[13], ELMo[14] 임베딩과 Bi-LSTM 레이어

를 통해 표현한다. 각 멘션이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

을 경우는 중심어 등 중요한 단어에 좀 더 가중치를 주

기 위하여 이를 Attention으로 학습 하고. Attention 레

이어를 통과한 i번째의 멘션 표현 벡터  를 생성해낸다. 

그리고 상호참조인지 알고자 하는 두 멘션 벡터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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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y Connected Layer를 통해 멘션 i가 멘션 j의 선행사

일 점수	 s(i, j) 를 계산한다. 현재 멘션에 대해 앞의 모든 

선행하는 멘션에 대해 이 s(i, j)를 포함하는 수식을 통해   

계산 되는 최종 상호참조 점수(Coreference Score)를 비

교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멘션과 상호참조라고 보고 그 

멘션과 같은 대상을 나타낸다고 그룹화를 해준다.  

 이 모델은 모든 단어 조합과, 모든 멘션 조합을 기본

적으로 연산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멘션이 될 가능성이 적은 단어 조합은 점수를 구 

하여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본 인물 식별 문

제는 입력 정의에서 대상 멘션의 범위는 주어지기 때문

에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점수대로 멘션을 선택하는 과정

을 제거하고 입력에 주어진 멘션 후보만 선정하는 과정

을 추가하였다. 

또한 두 멘션이 상호참조인지 계산할 때 각 멘션이 발

화된 시점의 영상 정보를 반영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수

정하였다. 먼저 멘션	 i가 발화된 시점의 ResNet을 통과한 

영상정보 벡터를 그림 4와 같이 Fully Connected 

Layer(그림 4에서 ) 를 통과 시킨 벡터 를 생성

하였다. 그 후 이 벡터 를 선행사 점수 s(i, j)를 계산하

는 Fully Connected Layer(그림 4에서 )에 입력으

로 추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수정된 선행사 점수 s(i, j) 계산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 ) = ∙ ([ , , , , ∘ , ( , )]) 
 , 는 각각 i 번째와 j 번째 멘션이 발화된 시점의 

영상 정보 벡터 표현이며. , 는 [8]논문에서도 사용

된 위에 설명한 i 번째와 j 번째 멘션의 벡터 표현이다. ∘는 벡터 요소별 곱(eliment-wise multiplication)이며 

콤마(,)는 벡터 결합(Concatenate)를 나타낸다. ( , )나
머지 벡터 값들은 기존 [8] 연구에서 사용된 두 멘션의 

발화자가 일치하는지 정보와 두 멘션 간의 문서 상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Feature 벡터이다. 

 

4.2.2 상호참조 해결 결과를 실제 인물과 연결 

인물 인식 문제가 상호참조해결과 다른 점은 상호참조

해결에서 처럼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멘션들끼리 묶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묶인 그룹을 실제 인물과 연결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2] 논문에 나온 규칙 

기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과정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그룹 내의 각 멘션들을 다음의 우선순

위로 실제 인물과 매칭한다. 1번 우선순위는 1인칭 대명

사일 경우 화자인 인물과 바로 매칭하고, 2번 우선순위

는 전체 이름 문자열 일치, 3번 우선순위는 이름만(성이 

아닌 이름) 문자열 일치이다. 이렇게 그룹 내의 각 멘션

들의 실제 인물과 매칭이 끝나면 그룹 내에서 가장 많이 

매칭된 인물을 해당 그룹을 나타내는 인물이라고 선택한

다.  

 

5. 실험 및 결과 
5.1 데이터 및 평가지표 

데이터는 영상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했다는 것 외에

는 SemEval 2018 Task4[3]와 같은 데이터와 학습/테스트 

데이터 구분을 사용하였다. SemEval 2018 Task4에서 드

라마 한 화(Episode)를 여러 개로 나눈 씬(Scene) 단위

를 문서로 잡은 기준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총 448개

의 Scene이 있으며 학습데이터는 374개의 Scene (약 

14,000여 문장, 13,280 개의 멘션) 평가 데이터는 74개

의 Scene(약 2,500여 문장, 2,429개의 멘션)으로 구성되

어 있다. 

평가로는 크게 두가지 기준이 사용된다. 먼저 주요 6

명 인물을 식별하고 나머지는  “Others” 태그로 통일

하여 분류하는 평가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학습데이터

와 평가 데이터에 각각 최소 한 번 이상 등장한 78명의 

인물을 전체 인물이라 정의하고 이를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평가 지표로는 정확도(Accuracy)와 각 인물별

로 F1 Score를 Macro Average한 Macro-F1이 사용된다 

 

5.2 실험 결과 

5.2.1 영상 정보 활용을 통한 성능 향상 

표1에서 보듯이 먼저 영상정보를 사용한 것이 성능을 

확실히 올렸음을 알 수 있다. 위 표에서 우리가 기반 모

델로 삼은AMORE-UPF[5] 와 우리가 이 모델에 추가적으로 

영상정보를 결합한 모델(AMORE-UPF+(영상 정보)을 비교

했을 때 영상정보 활용 방법이 모든 지표에서 +1.77 ~ 

+4.74 사이의 성능 향상을 이루었음을 볼 수 있다. 상호

참조해결 기반 접근 법에서도 영상 정보를 추가적으로 

표 1 각 방법별 인물 식별 성능 

방법 
주요 6명 인물 + 나머지 대상 전체 인물 대상 

정확도 F1-Score 정확도 F1-Score 

SemEval 2018 
방법들 

Zuma-AR 46.85 44.68 33.06 16.09 

KNU-CI 85.10 86.00 69.49 16.98 

Kampfpujdding 75.37 73.51 59.45 37.37 

AMORE-UPF 77.23 79.36 74.72 41.05 

AMORE-UPF (+영상 정보) 81.97(+4.74) 83.82(+4.46) 76.49(+1.77) 45.39(+4.34) 

상호참조해결  
기반 접근법 

대본 정보만 활용 78.06 77.95 67.48 42.11 

+영상 정보 79.99(+1.93) 79.64(+1.69) 70.52(+3.04) 44.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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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것이 모든 지표에서 +1.69 ~ +3.04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준다. 

 

5.2.2 임의의 대본에 적용가능한 상호참조해결 기반 

방식의 성능 

두번째로 임의의 대본에 적용될 수 있는 상호참조모델

기반의 접근법으로도 어느정도 준수한 성능을 낼 수 있

다는 것을 보였다. 인물에 대한 사전정보를 학습에 사용

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성능의 인물 대상 분류 방식 기

법들 보다는 성능이 낮지만, 주요 6명 인물에 대해서는 

약 80%의 정확도, 전체 인물에 대해서도 약 70% 정도의 

준수한 정확도를 보여준다. 상호참조해결 알고리즘을 잘 

설계하고 영상 자질을 잘 사용하면 상호참조해결 기반 

인물 인식 방법도 충분히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중 화자 대화 속에서 인물을 나타내

는 명사 또는 명사구들이 실제 어떤 인물을 나타내는지 

식별하는 인물 식별(Character Identification) 문제에

서 영상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방법이 성능을 올릴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미리 정의된 인물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기존의 

접근법과 다르게 한번 학습하면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임의의 대본에 적용될 수 있는 상호참조해결기반의 접근

법으로도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준수한 성능을 낼 수 있

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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