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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건 분절은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일상에서의 활동을 유의미한 사건들의 집합으로 나누는 작업을 말한
다. 사건 분절의 자동화를 시도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가속도와 영상 정보를 이용하는데, 이 방법들은 센
서 데이터의 물리적인 변화에 기반하며, 해당 사건이 가지는 상황 요소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상황 정보를 반영한 사건 분절을 딥러닝 기반의 자동 영상 서술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라이프로깅 영상 스트림의 서술 문장
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 문장들을 벡터 형태로 인코딩한 후, 인접한 벡터와의 유사도 계산을 통해 유의
미한 사건들을 반영하는 문장들로 간추려서 사건 분절을 위한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 실생활에서 수집한
라이프로깅 데이터를 실험한 결과는 서술 문장 기반의 분절 오프셋들이 사람이 직접 기록한 것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면서 평균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1. 서

본 논문에서는 일상을 구성하는 주요 사건들의 상황

론

사람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지능 체계 중 하나인 사건
분절(event segmentation)은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사람의

정보를 반영한 사건 분절을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
의 영상 서술 생성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상 활동을 유의미한 사건들의 집합으로 나누는 작업을

제안하는 방법은 먼저 그림 1과 같이 웨어러블 장치를

말하며, 지각심리학 및 인지신경과학 분야에서의 연구

통해 일상에서 획득한 영상 스트림의 서술문(description)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효율적인 기억과 학습 과정

을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과 Bi-directional

을 위해 독립적으로 사건 분절을 수행한다 [1, 2].

recurrent neural networks (BRNN)을 이용하여 학습한 멀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일상에서 획득되는 센서 데이터

티모달 인공신경망 모델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한다. 생

를 분석한 최근 연구들에서도 사건 분절의 자동화를 시
도하였으며, 주로 가속도와 영상 정보를 이용하였다. 즉,
가속도 데이터로부터 특정 상황에 따른 사람의 동작들을
범주화하고 이를 특징으로 사용하여 사건 분절을 하는
방법 [3]과 영상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변화가 큰
시점을 사건 분절을 위한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4].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센서 데이터의 물리적인 변화
가 발생하는 시점을 탐색할 뿐, 해당 사건이 가지는 의
미적인 상황 요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장비에
의존적이고, 센서 데이터에 내포된 노이즈에 취약하며,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R0126-16-1072-SW스타랩)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044009-HRI.MESSI, 10060086-RISF)의 지원을 받았으며, 서울대
학교 컴퓨터연구소로부터 연구장비 및 공간을 지원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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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상 서술 생성을 이용한 사건 분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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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문장들은 최근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Descriptions and the encoded vectors

Similarity

보이는 Skipthoughts 벡터 표상으로 변환한다. 이후 인접
a person walking down a street with luggage

문장들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유의미한 사건들을 반

[-0.01716853 0.00315999 ..., 0.02567324]

영하는 문장들만을 남기고, 최종적으로 간추려진 문장들

0.9479

의 시간 인덱스를 사건 분절을 위한 기준으로 이용한다.

a person walking down a street with a suitcase
[-0.01748121 0.00682487 ..., 0.01648329]

실험 결과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검증을 위해 두 명의

0.3678 (v)

실험 참가자가 각각 14일 동안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a cell phone sitting on top of a wooden table

생활하면서 수집한 영상 데이터로부터 사건 분절을 수행

[ 0.01499827 -0.00788326 ..., 0.04708148]
0.7461

하고, 이를 사람이 직접 기록한 사건 분절 및 확률적 영
a cell phone sitting on a table next to a book

상 특징 기반 분절 시점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 0.01090298 -0.00304115 ..., 0.02745523]
0.3773 (v)
a parking meter with a sign on it

2. 연구 내용 및 방법

[ 0.00696420 0.00093967 ..., -0.00458642]
...

2.1 영상 서술 문장 생성 방법
영상 데이터를 설명하는 서술 문장의 자동 생성을 위

그림 3. 영상 서술문의 벡터 표상과 유사도 계산의 예

해 사용한 멀티모달 인공신경망은 ImageNet과 MS-COCO
의 학습 영상 및 서술 문장들로 학습시킨다 [5]. 학습된

들만을 남긴다. 이때  가 인코딩된 i번째 문장 벡터, N

각각의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새롭게 입력되는 라이프로

이 총 문장 갯수일 때 역치 T 는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깅 영상 스트림에 나타난 객체들을 CNN을 통해 인식하




  

   

     



고, 인식된 객체들과 주어진 문장 사이의 관계를 BRNN
을 이용하여 추론함으로써 영상의 서술문을 생성해낸다.

(1)

3.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기 위해 소
정의 사례비를 받은 두 명의 대학원생이 각자 14일 동안
수집한 라이프로깅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수집
참가자들은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장치인 Google Glass
를 착용하고 평소와 같은 일상 활동을 하면서 약 154시
간 분량의 일인칭 비디오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실
험을 위해 개발된 라이프로깅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설
치하여 수집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위치와 활
동 내역 등을 기록하였다 [7]. 표 1은 수집된 라이프로깅
데이터를 구성하는 비디오와 이미지 파일의 분량, 그리
고 활동 내역에 대한 레이블의 갯수를 정리한 것이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처리된 라이프로깅 데이터의 사건

그림 2. 생성된 영상 데이터의 서술 문장 샘플

분절에 대한 시간적 인덱스 집합을 사람이 직접 기록한
레이블의 시작 시점을 Ground truth로 두고, 비교하여 계

2.2 문장 인코딩 및 유사도 계산
생성된 서술 문장들을 사건 분절을 위한 데이터로 사

산한 정확도는 그림 4와 같다. 이때 상대적인 성능 비교

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벡터 형태로 인코딩해야 한다. 대

를 위해 라이프로깅 영상 데이터의 확률적 특징 벡터들

표적인 인코더로는 Sentence2Vec, Glove, Skipthoughts

표 1. 수집된 라이프로깅 데이터 명세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Skipthoughts [6]를 사용한다.
벡터 표상으로 변환된 문장들에서 변화 발생 시점을

Subject

Video

Image

Activity Labels

탐색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인접한 벡터들의 코사인

Subject 1

95.11 hours

334,238

992

유사도를 계산하고, 주어진 역치보다 작은 유사도를 가

Subject 2

59.12 hours

205,819

497

지는 지표를 기준으로 유의미한 사건들을 반영하는 문장

Total

154.23 hours

540,057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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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라이프로깅 영상의 자동 서술을 통해
일상을 구성하는 사건들의 상황 정보를 반영한 사건 분
절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실제 수집 데이터를 통
해 제안한 방법을 검증 및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사건들의 시간적 분절을 위해 공간 단
위 분절에 기반한 영상 서술 기법이 사용됨에 따라 결과
적으로 상황 정보가 반영된 사건 분절이 가능했던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장의 영상을 함께 사용한 서술 문장 생성, 또는 다른 종
류의 센서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하여 보다 고차원의 상
황 정보를 반영한 사건 분절을 시도해볼 수 있다.
한편, 제시된 실험 결과는 사람이 판단한 사건의 분절
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며, 자동으로 분절된 사건들에
그림 4. 사건 분절 처리 결과의 정확도 및 분포

내포된 상황 정보에는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

을 ImageNet으로 학습된 CNN을 통해 계산해낸 뒤, 이들

한 정보가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의 유사도를 2.2와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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