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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Generation of Diverse Cartoons using User's 

Profiles and Cartoon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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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이용의 확산과 함께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일상을 이나 사진, 만화와 같은 형태로 

표 하여 과거의 기억을 반추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데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일상 행

동과 감정이 표 된 특이성 목록을 활용하여 다양한 만화를 생성함으로써 사용자의 기억이 쉽게 회상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 다. 우선 각 특이성 별로 정의된 우선순 와 연 성을 바탕으로 요 특이성을 선

택하여 만화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생성된 시나리오를 스토리 온톨로지를 통해 보정한다. 다음 보정된 시

나리오의 각 특이성과 만화 이미지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각 특이성에 어울리는 만화 컷이 조합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만화 생성을 해 날씨, 야경, 과장, 애니메이션과 같은 효과들을 용하 다. 생성된 

만화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해 사용 시나리오와 사용성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을 평가하 다.

키워드 : 스토리 구성, 유사도 기반 이미지 선택, 만화 생성

Abstract With the spread of Internet, web users express their daily life by articles, pictures and 

cartons to recollect personal memory or to share their experience. For the easier recollection and 

sharing process, this paper proposes diverse cartoon generation methods using the landmark lists 

which represent the behavior and emotional status of the user. From the priority and causality of each 

landmark, critical landmark is selected for composing the cartoon scenario, which is revised by story 

ontology. Using similarity between cartoon images and each landmark in the revised scenario, suitable 

cartoon cut for each landmark is composed. To make cartoon story more diverse, weather, nightscape, 

supporting character, exaggeration and animation effects are additionally applied. Through example 

scenarios and usability tests, the diversity of the generated cartoon is verified.

Key words : story composition, similarity based image selection, cartoon generation

1. 서 론

웹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 산업의 발 은 개인 

간의 정보 소통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래하 다. 인터

넷 사용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을 게재

하여 불특정 다수나 소수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달한다. 특히, 과 함께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면, 개인

의 경험을 보다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다. 특히, 만화

는 상의 성격을 과장하거나 생략하여 보는 사람이 보

다 흥미 있고 집 해서 작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장 이 있다. 한 만화로 본 내용은 기억에 오

래 남는다. 이런 장 에서 만화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을 다른 사람들에게 달하거나 추후에 다시 회상할 때

에 활용될 수 있는 효과 인 도구가 된다.

만화의 경험 회상  달 효과를 강화하기 해서는 

사람의 기억구조가 활용될 수 있다. 사람은 에피소드 단

로 기억을 장하여 방 한 양의 정보를 효율 으로 

리한다. 즉 여러 개의 사건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묶어 

리하고 각 에피소드는 그 에피소드를 떠올릴 수 있는 

특이성들을 가지고 있다. 에피소드와 연 되어 있는 

요한 특이성 정보를 떠올리면 에피소드 안의 다른 정보

들도 동시에 기억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모든 정보를 

보여 주지 않고 표 인 특이성들을 자동으로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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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여 다면 나머지 기억 정보는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다. 이런 시간, 장소, 연 된 감정을 포함하는 사건

의 집합체를 에피소딕 메모리라 한다[1,2]. Miikkulainen

은 에피소드 단 로 장된 스크립트 기반의 기억 정보

에 해 계층  SOM(Self-organizing feature maps)

을 사용하여 기억을 분류, 장, 복원하는 방법을 제안

하 다[3]. 계층마다 정해진 정보들을 장함으로써 기

억의 복원 속도를 높이고 일부 정보가 소실되더라도 계

층  구조의 도움으로 기억을 복원할 수 있다. 인간의 

에피소딕 메모리 구조를 잘 활용해 일상의 사건들 에

서 각 에피소드에 향력이 큰 사건을 심으로 만화를 

만들면,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만화를 통해 경험을 달하고 회상할 때 효과를 높이

기 해 고려할 수 있는 만화의  다른 특성은 만화에 

포함된 재미요소이다. 만화의 재미요소는 개인 인 감정

을 쉽게 만화로 표 할 수 있도록 해 다. 일반 으로 

작가가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기 해서는 사용자가 수

용할 수 있는 범  안에서 최 한 다양한 패턴을 사용

해야 한다[4]. 만화가 재미 요소를 갖추기 해서는 다

양한 패턴들을 사용해 표 되어야 한다.

인간의 기억구조와 재미 요소를 활용해 만화가 효과

으로 경험의 달  회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본 

논문에서는 [5]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된 특이성 목록을 

바탕으로 하루 동안의 일들을 요한 사건 심으로 요

약하여 스토리를 구성하고, 다양한 패턴을 사용하여 만

화 이미지로 표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사용자의 

행동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특이성들에 해 특이성 

사이의 인과 계를 바탕으로 가 치를 조정하여 최종

으로 우선순 가 높은 특이성들을 만화 스토리로 구성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둘째, 사건 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선택된 특이성 사이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스토리 스트림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보정한다. 

셋째, 만화가 다양하게 합성될 수 있도록 배경  캐릭

터 이미지에 주석을 달고 유사도 매칭을 이용하여 

한 이미지가 선택, 합성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만화

에 다양한 효과를 주어 내용 달의 효과를 극 화한

다. 사건 개에 따라 강조 효과, 애니메이션 효과 등을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는 련 

연구에 해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방법을 만화 스토리 구성 방법, 만화 구성 방법과 만

화 이미지 합성 방법으로 나 어 기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검증을 해 만화 생성 제와 사용자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해 언 한다.

2. 련연구

최근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와 모바일 컴퓨  기

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일상생활 컨텍스트를 얻으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8]. 이 연구들의 목

은 사용자의 일상 행동을 기록, 요약하여 사용자가 필요

한 기억을 회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에서도 많은 인공지능 기법이 고수 의 컨텍스트를 추

출하기 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확률  모델, 신경망, 

퍼지 논리 등과 같은 소 트 컴퓨  기술들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9-11]. 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일상 정보를 커뮤니티의 지인들과 

공유함으로써 커뮤니티 결속 계를 강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벤트 캘린더와 같은 고수  컨텍스

트에서 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12,13].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정보를 기억하는 패턴

을 심리학 으로 분석하여 에피소딕 메모리 이론을 토

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 다. 과거 몇 년간의 캘린

더 정보를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입력하여 해당 이벤트

가 에피소드가 되는 확률모델을 얻었다[14]. 한, 핵심 

이벤트를 심으로 사용자의 기억을 요약하고 이를 사

용자에게 보여주는 LifeBrowser가 있다[15].

일상생활을 만화와 같은 멀티미디어로 표 하는 연구

들도 수행되었다. 만화 다이어리는 사용자가 학회에 참

여한 기억을 만화 형식으로 보여주는 연구이다[16]. 학

회에서 겪은 경험을 로 보여주는 것보다 만화로 보여

주면 범 한 사용자의 기억을 몇 개의 만화 컷으로 

쉽게 떠올리게 할 수 있다. 다만, 시나리오 기반의 만화

생성 기법은 사 에 미리 정해 놓은 시나리오 범  내

에서만 만화를 생성할 수 있어 다양한 만화를 얻는 것

은 어렵다. Comic Chat은 마이크로소트  연구소에서 

개발한 채  시스템으로 만화를 이용하여 사용자 사이

의 화 기록을 보여 다[17]. 이 연구에서는 말풍선 자

동 생성, 캐릭터의 치 배정 등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사용자는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를 설정하여 사용

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8가지 감정을 설

정하여 캐릭터의 표정을 바꿀 수 있다.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을 두 만화 생성 연구와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Comic Chat의 경우 인터넷 채 을 바탕으로 만화를 구

성하여서, 만화는 화자의 구별이나 화자의 감정상태를 

표 하는 정도로 제약되어 사용되었다. Comic Diary는 

학술 회라는 특수 상황을 가정하여 만화를 정해진 몇 

가지 스토리에 용하 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반 으

로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특이성과 만화 이미지 요소를 결합하여, 사용자의 일상

생활을 만화로 표 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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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만화 생성 연구 비교

스토리 구성 방법 이미지 구성 방법

Comic Chat 채  화 로그 사용 단어 매칭 감정 표 , 캐릭터 치/방향, 배경

Comic Diary 시나리오 스크립트(스토리 스트림) 템 릿 기반

제안하는 방법 가 치 , 온톨로지 보정 유사도 기반 매칭

그림 1 제안하는 방법의 개요

3. 제안하는 방법의 구조

그림 1은 만화를 생성하는 체 인 과정을 보여 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특이성과 사용자 로 일을 시스

템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특이성은 상황 인식 모듈을 통

해 인식된 사용자의 일정 정보 이다. 특이성은 시간에 따

른 사용자의 행동  감정 상태, 치, 다른 특이성과의 

인과 계와 가 치로 표 된다. 를 들어, 사용자가 학

교에서 친구와 화통화를 했다면, “친구와 화”라는 행

동이 외부 상황인식 모듈을 통해 인식된다. 사용자의 행

동과 함께 치, 시간, 연 성을 갖는 다른 행동, 해당 행

동의 가 치( 요도)가 함께 외부 모듈을 통해 인식된다.

하루 동안 생성되는 다양한 특이성들을 모두 만화로 

구성한다면 사용자는 무 많은 정보로 인해 스토리에 

해 흥미를 잃기 쉽다. 따라서, 요한 행동이나 감정, 

상태를 심으로 스토리를 구성하기 해 가 치가 높

은 특이성을 우선 으로 선택하게 된다. 특히 인간의 기

억 구조가 주요 사건과 련 사건들을 함께 에피소딕하

게 장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 하여 연 된 특이성

이 많은 경우 연 된 특이성들의 가 치를 추가 으로 

해당 특이성의 가 치에 반 한다. 선택된 스토리상에서 

사건 개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해 스토리 스트

림을 사용하여 특이성 사이의 보간을 통해 스토리를 보

정한다.

만화 선택 과정에선 선택된 특이성들과 만화 이미지 

사이의 유사도 매칭을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만화를 생

성한다. 만화 이미지는 배경, 보조배경, 캐릭터, 보조캐

릭터, 설명으로 구성하여 제한된 만화 이미지로 다양한 

만화 컷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 다. 구성된 만화가 사

용자의 취향을 반 할 수 있도록 각 만화 컷에 해 행

동의 강조, 캐릭터 선택, 애니메이션 효과 용 등이 가

능하다. 

3.1 특이성

사람의 기억은 에피소드 단 로 장이 되고 이를 

표하는 특이성들을 떠올려 연 된 사건을 기억할 수 있

다고 한다. 사용자에게 표 인 특이성들을 만들어 보

여 다면 나머지 기억들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특이성

은 시간, 장소를 포함한 행동과 감정을 나타내며 사람에 

따라 결정되는 특이성에 차이가 생긴다. 를 들어 매일 

외식을 하는 사람에게 “ 스토랑에서 외식”은 일상 인 

일이지만 거의 외식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억에 남

을 만한 경험이다. 본 시스템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특이

성 목록을 상으로 만화를 생성한다. 다양한 일상 상황

을 포 할 수 있는 특이성들이 외부 특이성 추론 모듈

에 의해 표 2와 같이 정의된다. 특이성은 특이성이 발생

한 시간, 특이성을 설명하는 특이성 이름 부분, 특이성

의 요도를 표 하는 가 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이

성과 련이 있는 다른 특이성의 ID  해당 계의 연

결강도로 구성된다. 이  사용자의 일상 생활을 정의하

는 특이성의 이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되었다. 

우선 3명의 학생으로부터 각자의 일상을 보고서 형식

으로 받아서, 일상 사건을 표 할 수 있는 단어들을 정

리하 다. 다음 그 단어들  만화 이미지를 명확히 설

명하며, 이미 설명된 이미지를 다시 복 설명하는 것이 

없도록 단어들을 표 3과 같이 선택하 다. 특이성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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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특이성 이름 목록

분류 특이성 수

행동

공간 실내, 실외, 일상지역, 지하 4

람 경마, 공연, 농구경기, 야구경기, 화 람, 응원, 축구경기, 애인과, 친구와 9

교통 고속버스, 기차, 선박, 철, 항공기, 승용차, 택시, 걷기 8

그룹상

태
그룹, 직장동료, 학교친구와, 혼자, 애인과 5

모임 만남, 모임, 자유시간, 회식 4

병원 병문안, 입원, 진료 3

사진 물건 기, 셀카 기, 음식 기, 풍경 기, 즐거운 사진 기 5

쇼핑 백화 , 시장, 쇼핑센터, 옷가게 4

핸드폰
화, SMS, 스팸문자, 업무상 많은 화, 오랜만의 반가운 통화, 오랜만의 SMS, 즐거운 통화, 귀찮은 SMS, 

핸드폰 게임
9

식사 식사, 패스트푸드, 스토랑, 외식, 차마시기 5

운동
러닝머신, 수 , 골 , 농구, 수상스키, 스노우보드, 스 이트, 스쿼시, 스키, 실내운동, 요가, 실외운동, 

체육 회, 테니스, 헬스, 낚시, 행 라이더
17

유흥 노래, 춤, 음주, 미용실, PC방, 콘서트, 연극, 화, 놀이공원, 찜질방 10

음악 즐거운 음악, 슬  음악, 혼자 음악 듣기 3

이동 걷기, 빨리 걷기, 뛰기, 우산 들고 걷기, 우산 들고 뛰기 5

일터 발표, 복사하기, 서류검토, 짐나르기, 컴퓨터작업, 회의 6

여행 

 

자연

등산, 산책, 해돋이, 해변, 녹차밭, 목장, 개울가, 시민공원, 호수, 유 지, 박물 , 수족 , 식물원, 갯벌 14

종교 미사, 배, 불 3

집 나갈 비, 머리손질, 샤워, 설거지, 세면, 수면, 식사, 요리, 청소, 컴퓨터게임, 컴퓨터작업, 화장, TV보기 13

학교 동아리활동, 공부, 수업, 시험, 졸기, 축제, 그룹 스터디, 발표, 토론, 연구 10

행사 결혼, 약혼, 선거, 성묘, 장례, 제사, 입학, 졸업 8

감정
설렘, 즐거움, 행복, 사랑해, 황홀, 뿌듯, 짜증, 당황, 실망, 화남, 놀람, 그리움, 답답, 귀찮음, 외로움, 슬픔, 

긴장, 바쁨, 피곤, 아픔, 힘듦, 심심, 배고픔, 몸단장, 취함, 졸림, 잠이 안 옴, 몸이 아픔, 더움
30

표 2 특이성 구성요소

속성 이름 값

특이성 ID 고유 숫자

특이성 이름 행동/감정을 표

시작 시각 이벤트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이벤트 종료 시각

가 치 0～100 사이의 숫자

인과 계 특이성 목록 련된 특이성의 ID  연결 강도의 목록

게 행동과 감정으로 분류하고, 행동은 더 작은 세부 행

동으로 분류하 다. 세부 행동의 경우 특이성을 결정하

는데 유사한 조건이 사용되는 것들끼리 세부 행동을 분

류하 다. 

3.2 스토리 구성

스토리는 기본 으로 입력된 특이성 목록  특이성

의 우선순 가 높은 것들을 심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우선순 만 사용해 특이성을 선택하다 보면 요약된 이

야기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요약된 스토

리의 흐름이 논리 으로 일 성을 갖게 하기 해서는 

후 계에 있는 특이성들끼리 묶어야 좋은 이야기가 

구성이 된다. 따라서 우선순 가 높으면서 인과 계 그

룹 안에 있는 특이성들을 우선 으로 선택하기 해 연

결 계에 있는 특이성의 우선순 를 높여주는 가 치 

방법을 사용하 다. 우선, 각 특이성의 인  계 

목록을 참조하여, 연 성이 있는 특이성들을 그룹화한

다. 그룹화된 특이성들은 식 (1)을 용하여 인과 계

를 갖는 특이성의 우선 순 를 바탕으로 우선순 를 조

정한다.

           
∑

∈

××+=
Linki

ii gwnpnp lpst
 (1)

np  : 해당 특이성의 우선순

st : 인과 계의 연결 강도

lp : 해당 특이성과 인과 계를 갖는 특이성의 우선순

gw : 특이성 그룹의 우선순

이 식에서 특이성 그룹의 우선순 는 특이성 그룹에 

포함된 체 특이성들의 우선순  평균으로 구한다. 식 

(1)을 용하면, 인과 계 없이 동떨어지게 등장하는 특

이성보다 다른 특이성들과 인과 계를 갖고 함께 등장

하는 특이성들이 추가 인 우선순 를 얻어서, 결과 으

로 시나리오 선택 시 유리하게 된다.

가 치 가 완료되면 최종 으로 우선순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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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토리 스트림을 사용한 스토리 보정 과정

그림 2 특이성 구성 과정

그림 3 만화 스토리를 한 XML 스키마

기 으로 필요한 만큼의 특이성을 선택한다. 선택되는 

특이성의 개수는 사용자의 로 일을 바탕으로 한다. 

그림 2는 추론된 특이성을 바탕으로 스토리 구성을 

해 특이성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 다. 한, 선택된 

특이성들을 그림 3에 표 된 XML 스키마 형태의 만화 

스토리로 출력된다.

3.3 스토리 보정

특이성 선택 과정을 거쳐 나온 스토리를 구성하는 특

이성은 외부 상황 인식 모듈에서 입력된 특이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인식된 특이성은 정확도가 낮아, 입력된 

특이성만으로 스토리를 구성하게 되면 연결이 자연스럽

지 못한 경우가 있다. 즉, 스토리 개상 필요한 부분이

지만 실제 일어나지 않았거나 그 반 의 경우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스토리 스트림을 사용한다. 스토

리 스트림은 특이성 사이의 선행 계를 정의한 온톨로

지이다. 입력된 특이성들을 토 로 스토리 스트림과 비

교하여 해당 스토리 스트림에서 빠진 특이성을 스토리

에 추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시간  순서를 갖는 특이성 Ln과 Ln+1이 있고 스토리 

스트림의 인과 계가 Sn, Sn+1, Sn+2의 순으로 되어 있

다. 이때 Ln과 Sn이 동일하고 Ln+1과 Sn+2가 동일하다면 

Sn+1이 Ln과 Ln+1사이에 추가된다. 따라서 Ln+1, Sn+1, 

Ln+1의 순으로 특이성이 보정된다. 를 들면, L4(집)과 

L5(학교)라는 두 특이성이 그림 4와 같이 만화 스토리로 

구성 되어있다. 이 때 스토리 스트림 온톨로지 상에 S1

(집)에서 S4(학교)으로 이어지는 패스가 존재하는 경우, 

S2(이동)이라는 특이성이 추가된다. 이런 온톨로지를 사

용해 스토리를 보정하면 스토리의 흐름은 더 자연스러

워질 것이다. 재는 자주 발생하는 특정 사건들만 보정

이 되지만, 사람들이 겪는 일상 사건들의 순서와 인과 

계 등을 온톨로지로 만드는 연구[18]를 활용하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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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배경 이미지의 일부

상 인 사건들도 보정이 가능할 것이다.

3.4 만화 이미지 선택

합성을 통해 다양한 만화 생성의 효율을 극 화하기 

해 각 이어 별로 만화 이미지를 제작하 다. 만화 

이미지는 배경과 캐릭터 이미지로 구성된다. 배경은 주 

배경 268장과 날씨와 기타 효과를 한 보조배경 21장

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배경은 특이성의 유형에 따라 

21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 고 이  주요한 배경 분류 

목록으로는 학교, 집, 회사, 교통, 도시, 유흥, 운동, 여

행, 감정 등이 있다. 그림 5는 배경 이미지의 일부를 보

여주고 있다. 각 이미지는 만화 생성 과정에 사용되는 

주석 정보를 갖고 있는데, 배경 이미지의 경우 표 4와 

같은 속성 값들을 갖는다.

캐릭터 이미지에는 주캐릭터와 보조캐릭터가 있으며, 

주캐릭터는 2종류, 보조캐릭터는 4종류로 구성하 다. 

주캐릭터는 각 종별로 203장, 보조캐릭터는 종별로 13장

의 이미지를 사용하 다. 그림 6은 캐릭터 이미지의 일

부를 보여주는데, 다양한 상황에 한 표 과 사용자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강조 효과  애니메이션 효과

표 4 배경 이미지 주석 명세

속성 이름 값

분류 ID 고유 숫자

이미지 ID 고유 숫자

야경 여부 (참, 거짓)

설명 이미지를 표 하는 문자열 집합

를 사용할 수 있다. 강조효과는 이미지의 내용에 과장되

거나 캐릭터를 확 해서 세 함을 표 함으로써 사건 

개의 강약 조 을 표 한다. 애니메이션 효과는 이미

지에 움직임을 부여하여 동 인 행동의 표 을 극 화

한다. 애니메이션 효과는 걷기, 달리기, 운동 등 활동

인 사건의 내용에 추가된다. 그림 7은 강조 효과와 애니

메이션 효과의 이다. 각종 효과들과 같은 캐릭터 이미

지의 속성들을 만화 생성시 쉽게 처리하기 해 표 5와 

같은 주석을 각 캐릭터 이미지 마다 정의하 다.

각 만화 컷은 특이성과 사용자 로필 정보를 바탕으

로 선택된 배경과 캐릭터 이미지를 합성하여 생성된다. 

단순 매칭을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특이성과 사용자 

로필에 해 하나의 만화 컷만이 생성되므로, 합성된 만

화에서 다양성을 기 하기는 힘들다. 하나의 특이성을 

사용해서 다양한 만화 컷을 합성하기 해서는 특이성

표 5 캐릭터 이미지 주석 명세

속성 이름 값

분류 ID 고유 숫자

이미지 ID 고유 숫자

캐릭터종류 (동양 캐릭터, 서양 캐릭터)

시선방향 (우, 좌, 가운데 앞, 뒤)

강조가능여부 (참, 거짓)

강조이미지 여부 (참, 거짓)

체 임 수 숫자 N (N ≥ 0)

재 임 번호 숫자 M (N ≥ M ≥ 0)

설명 이미지를 표 하는 문자열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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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캐릭터 이미지의 일부

그림 7(a) “행복함”을 세  묘사를 통해 강조 (왼쪽은 

일반, 오른쪽은 강조 이미지). (b) “달리기”

를 애니메이션으로 표 하기 한 각 임

과 만화 컷을 유연하게 매칭해 주어야 한다. 매칭시 의

미  유사도를 사용하면, 하나의 특이성에서 다양한 만

화 컷을 생성할 수 있다. 배경과 캐릭터 이미지는 해당 

이미지가 표 하는 행동이나 장소, 사용된 캐릭터의 종

류 등의 의미 정보를 주석으로 갖고 있다. 한 특이성

과 사용자 로필도 사용자의 행동  장소 정보, 특정 

캐릭터에 한 선호도 정보 등을 포함하므로, 이러한 의

미 정보는 특이성과 이미지 사이의 의미  유사도를 계

산하는데 사용된다. 배경  캐릭터 이미지 각각이 갖는 

주석 정보를 image로 표 하고, 특이성  사용자 로

필이 포함하는 정보를 event로 표 할 수 있다. Event

와 image사이의 의미  유사도를 평가하기 해 식 (2)

를 사용하 다.

|)()()(|
|)())()((|),(

kmhm

kmhm
kmhm imagepUPpeventp

imagepUPpeventpimageeventSimilarity
∪∪
∩∪=

(2)

Similarity(eventm, imagekmh): eventm와 imagekmh 

사이의 유사도

eventm: m번째 랜드마크 이벤트

imagekmh: eventm를 한 k번째 카툰 컷 조합 속의 h

유형의 만화 이미지

UP: 사용자 로 일

p(X): 개체 X가 갖는 모든 속성의 집합

이 식은 m 번째 특이성 eventm과 이 특이성과 사용

자 로 일 UP를 한 k번째 카툰 컷 조합 속의 h유

형의 만화 이미지 imagekmh사이의 유사도를 구한다. 

이 유사도는 특이성, 사용자 로 일, 만화 이미지 주

석의 속성들의 일치 정도를 바탕으로 구한다. 이 식을 

사용하면 특이성과 사용자 로 일에 정의된 속성들을 

많이 갖는 만화 이미지일수록 큰 유사도를 갖게 된다.

3.5 만화 컷 구성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만화 컷으로부터 다양한 합성 

만화를 만들어 내기 해 5개의 이어로 만화 컷을 구

성하 다. 구성은 설명, 주캐릭터, 보조캐릭터, 주배경, 

보조배경이 있고 배경  역할을 해주는 캔버스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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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조합 가능한 만화의 수

배경 캐릭터

기본 (Bs) 204 100

효과

날씨(Wt) 21
친구 (Fr: 남/여) 26 (13*2)

과장(Ex) 69

야경(Ns: 실외 배경만) 49
애니메이션(An) 9

스타일(St: 동양/서양) 2

체 이미지 수 Bs+Wt+Ns=204+21+49 274 (Bs+Ex+An*4+Fr)*St=(100+69+9*4+26)*2 462

체 조합의 수 (Bs+Ns)*(Wt+1)=(204+49)*(21+1) 5566 (Bs+Ex+An*2)*(Fr+1)*St=(100+69+9*2)*(26+1)*2 10098

그림 8 만화 이미지 합성의 

진다. 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각 이어 별로 

독립  재사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만화 컷의 구성이 가

능하다. 주배경을 제외한 이미지들은 투명 효과를 주기 

해 마스킹 색상을 가지고 있고 합성 시에 마스킹 색상

을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합성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8은 각각의 독립  만화 이미지가 합성되는 순서와 

결과를 보여 다. 주배경 이미지는 “학교 잔디 앞”, 보조 

배경이미지는 “구름”, 주캐릭터 이미지는 “사진 기”, 

보조캐릭터 이미지는 “서있기” 가 선택되었고 해당하는 

이미지를 DB로부터 가져와 만화 컷을 구성한다.

4. 만화 생성   사용성 평가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 을 때 제한된 수의 만화 이

미지로 얼마나 많은 수의 만화 조합을 생성할 수 있는

지 알아보기 해 가능한 만화 조합의 수를 계산하 다. 

계산 결과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700여장의 배경과 캐

릭터 이미지를 사용하면, 약 5000만 여 가지의 조합을 

생성할 수 있다. 다양한 만화의 조합이 정보 달이 효

과 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가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상 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다 구체

인 검증을 해 가상 시나리오와 사용성 평가를 통해 

추가 검증을 실시하 다.

3장에서 설명한 만화 이미지 선택과 합성 과정을 거

쳐 체 조합  일부 만화 조합이 선택되어 만화로 구

성된다. 만화 이미지 선택 과정을 거치면 만화 내용 정

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XML을 생성하게 된다. 이 

XML을 만화 합성 모듈의 입력으로 넣으면 XML의 내

용을 바탕으로 이미지 DB로부터 이미지를 가지고 와 

합성 과정을 진행한다.

만화 는 학생 사용자의 일상 인 스토리와 산으로 

여행가는 비일상 인 스토리로 구성하 다. 그림 9와 11

은 일상의 일과 여행 스토리 각각의 XML 제이다. 그

림 10의 만화는 학생의 일상 인 생활을 만화로 만든 

것이다. 아침에 등교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방과 후 

쇼핑을 하고 커피 에서 커피를 마시는 내용이다. 그림 

12는 일상을 벗어나 산으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다. 집

에서 놀러갈 비를 하고 산으로 가서 산책을 하며 놀고

난 후, 마지막 컷은 즐거운 마음을 표 한 장면이다.

구성된 만화에 한 사용자의 반응을 평가하기 해 

생성된 만화에 해 사용자로부터 세가지 부분에 한 

평가를 수집하 다. 우선 만화 이미지를 설명하는 주석

의 정확도를 평가하 다. 다음으로 만화 생성 시스템을 

사용해 생성된 만화의 다양성을 평가하 다. 마지막으로 

만화의 다양성이 재미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 

생성된 만화의 다양성과 재미 사이의 계를 상 분석

을 통해 평가하 다. 16명의 20  학생들이 각 항목을 5

 스 일로 평가하 다. 그림 13은 사용성 평가를 해 

선정된 특이성으로부터 생성된 만화이다. 각 행은 하나

의 특이성을 다른 형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 한 것

이다. 그림 13의 스토리는 등교, 수업, 식사, 학교 산책, 

콘서트 람, 주 의 순으로 구성이 되었다. 

각 특이성을 각각의 만화 이미지가 얼마나 잘 표 하

는 가와 생성된 만화 이지미가 얼마나 다양성을 갖는 

지 특이성별로 평가한 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평가는 

최고 5  만 으로 그림 13의 각 특이성에 해서 평가

를 하 다. 표  정확도의 체 평균은 2.96이고, 다양성

의 평균은 3.54이다. 평균 정도의 정확도로 표 된 만화 

이미지가 사용되었음에도, 평균 이상의 다양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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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XML  (일상의 일)

그림 10 생성된 만화  (일상의 일)

그림 11 XML  (여행)

그림 12 생성된 만화의  (여행)

만화를 생성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3의 각 특이성 에 하나씩을 선택해서 4개의 

서로 다른 만화 스토리를 만들었다. 생성된 4개의 만화 

스토리 각각에 해서 다양성과 재미의 정도를 질문하

다. 그 결과 각 만화 스토리는 그림 15와 같은 다양성

과 재미의 정도를 갖고 있었다. 한, 이 결과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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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특이성을 표 한 만화. (a)등교 (b)수업 (c)식사 

(d)산책 (e)콘서트 (f)주

그림 14 각 특이성을 상으로 생성된 만화 이미지의 

다양성  표  정확도

그림 15 생성된 만화의 다양성과 재미의 정도

여 상 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양성과 재미의 정도 

사이의 상 도는 0.300으로 양의 상 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고, 0.015의 유의도를 가져서 유의도 0.05 수

에 유의함을 보 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된 다양한 만화가 사용자의 재미를 이끌어 내고, 재

미요소의 강조로 추후에 사용자가 자신의 기억을 회상

하거나 는 다른 사람들에게 달하고자 할 때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로 일과 외부 상황 인식 

모듈에서 입력된 행동  감정 상태 등의 특이성 정보

로부터 만화를 생성하고 만화 표 을 다양화하기 한 

방법을 제안하 다. 특이성으로부터 스토리를 생성하고, 

스토리 스트림을 사용하여 스토리를 보정하 다. 보정된 

스토리의 각 특이성과 만화 이미지와의 의미  유사도 

매칭을 통해 한 이미지가 선택되도록 하 다. 제한

된 이미지 리소스로부터 다양한 만화를 생성하기 해 

5단계의 이어로 나 어 만화를 합성하 다. 한 만화

에 강조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하여 만화를 다양하

게 표 했다. 제 시나리오와 사용성 평가를 통해 제안

한 방법으로 다양하면서 재미있는 만화 스토리가 생성

됨을 확인하 다.

재 연구의 특이성  스토리 생성은 학생을 상으

로 설계되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생활을 만화로 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서는 특이성, 스토리 스트림, 만화 생성에 있어 일상

인 사람의 생활 형태와 계층에 따른 행동에 한 분석

을 통해 각 계층에 맞는 구성이 필요하다. 한 특이성 

 특이성의 후 계를 정의하는 스토리 스트림 온톨

로지는 문가 설계에만 의존하면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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