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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드라마 프로파일링은 검색 측면에서나 추천 측면에서 필수적인 정보 요소이다. 그러나 사람이 방대한 드라마 에피소드들에 대해 내용을 직접 분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자세한 정보를 담기가 어렵다. 하지만, 드라마가 특정 등장인물 위주로 내용이 전개됨을 이용하면 얼굴 인식, 화자인식 등의 최신 기계 학습 기술을 도입하여 인물 중심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식 알고리즘으로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을 제시하고, 도출된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등장인물간의 소셜 네트워크를 에피소드의 진행에 따라 분석한다. 실험 결과, 각 에피소드의 주제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서서서  론론론론 

 

TV 드라마 프로파일링은 에피소드 내에서 뼈대가 되는 사건이나 인물의 등장 여부 등의 주요 정보를 정리하여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간단하게는 줄거리 요약부터 구체적으로 장면에 따른 상황 설명까지 담을 수도 있다. 이러한 드라마 프로파일은 검색과 추천 서비스 모두에서 중요한 기반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사용자들은 수동적으로 방영되는 채널을 시청하기보다는 수많은 영상 중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검색해서 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와 유사한 것을 추천 받기를 원한다. 이에 방대한 프로파일링 정보는 필수적이다. 기존의 프로파일링은 주로 사람에 의한 줄거리 요약이나 태깅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드라마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IPTV의 출현에 따라 사용자는 방대한 양의 드라마를 리모콘만으로 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프로파일링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효율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줄거리와 같은 간단한 작업 외에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인물이 누구와 같이 등장했는지,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이 친한 관계에 있는지, 둘 사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는지 등의 세세한 정보는 제공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 문제에 기계학습 기술이 해결책을 줄 수 있다. 기계 학습은 현재 컴퓨터비젼, 음성 인식, 스팸 필터링 등 여러 가지 패턴 인식 문제에 사용되고 있다.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것에 비해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많은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사람이 놓치기 쉬운 세부적인 특징도 잡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드라마는 영화나 뉴스와 같은 다른 비디오와 비교해서 독특한 점이 있는데, 바로 정해진 주인공들이 중심이 되어 내용 전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명 미국 시트콤 프렌즈(Friends)의 경우에는 주인공 6명의 이야기가 10년 동안 계속된다. 드라마 내의 모든 스토리는 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음성을 분석하거나, 얼굴을 분석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 그 6명을 분석함으로써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신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한 등장 인물의 얼굴, 음성을 인식하여 드라마를 프로파일링 기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내의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 논의하며 그 한 예로서 인물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소셜 그래프를 소개한다. 

2절에서는 제안하는 드라마의 프로파일링 기법의 개요를 소개하고 관련 연구를 정리한다. 3절은 프로파일 기반의 인물간 관계 분석 기법을 설명하며, 4절에서 실제 TV 드라마 데이터에 대한 분석실험 결과를 정리한다. 5절에서는 제안하는 분석 기법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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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물인물인물인물 중심중심중심중심 드라마드라마드라마드라마 프로파일프로파일프로파일프로파일링링링링 

 

TV 드라마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물 중심으로 에피소드가 구성되어 있다. 비디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크게 보면 화면 정보(visual information)와 소리 정보(auditory information)로 여기에 얼굴 인식(face 

identification) 및 화자 인식(speaker identification)을 각각에 대해 사용하면 특정 시점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에 따른 인물의 등장 정보가 본 논문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기초 프로파일이 된다(그림 1). 얼굴 인식은 화면으로부터 얼굴을 감지(face 

detection)하여 누구의 얼굴인지 판별하는 기술이고, 화자 인식은 소리 정보로부터 누구의 목소리인지 판별하는 기술이다. 둘 모두 기계학습 분야의 오래된 문제로, 각각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두 모달리티를 모두 사용하여 인물을 판별하는 문제도 꽤 연구된 바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우선 두 모달리티를 결합하여 하나의 분류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음성과 얼굴을 각각 따로 분석하였다. 이는 드라마에서는 화자와 화면에 등장하는 얼굴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고, 심지어 얼굴이나 음성 중 하나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적절한 융합 논리를 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의 설정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state-of-the-art의 얼굴 인식, 화자 인식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파이프라인 개요는 그림 2와 같다. 

 

2.1. 화자 인식 화자인식을 위해 사용한 GMM (Gaussian Mixture 

Model)모델은 MFCC (Mel-Frequency Cepstral Co-

efficients)를 특성값(feature)으로 사용하여 각 등장인물의 

음성 모델을 학습하고, 최대 우도(maximum likelihood)를 이용하여 화자를 추론한다. 이 방법은 오래되었으나, 단순하면서도 비교적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FCC 특성값은 소리 데이터로부터 음성학적으로 중요한 특성들을 뽑아내는 매우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3], MFCC의 상수들은 보통 20차원에 20ms 정도마다 계산되며 단시간의 음성 특성을 반영한다. 상수가 구해지고 나면 각 차원에 대해 E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Gaussian Mixture를 학습시킨다. 학습된 

Gaussian들은 각 등장인물의 성문(voiceprint) 모델을 나타낸다. 

 

2.2. 얼굴 인식 얼굴인식 알고리즘은 보통 얼굴 감지, 얼굴 부위별 감지, 템플릿 매칭과 같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4]. 각 단계별로 Boosted Cascade Haar feature 

classifier[5], Gaussian Tree등의 기술이 사용되고[6], 본 논문에서는 전체 파이프라인이 구현된 공개 코드[7]를 사용하여 face descriptor를 추출하고, multi-class SVM을 이용하여 인물을 분류하였다. 

 

3. 프로파일프로파일프로파일프로파일 기반기반기반기반 소셜소셜소셜소셜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분석분석분석분석 

 한 에피소드에 대한 프로파일이 분석되고 나면 이를 이용해서 등장인물간의 사회적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관계로써 친밀도를 들 수 있으며, 이는 한 장면에서 같이 등장하는 횟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라마 

Friends의 프로파일에서 등장인물인 Chandler와 Joey가 일정 시간 윈도우 내에서 같이 등장했다면, 대화를 하거나,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므로 친밀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 관계는 6명의 조합에 따라 소셜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인물인물인물인물    중심중심중심중심    프로파일링프로파일링프로파일링프로파일링((((시간에시간에시간에시간에    따른따른따른따른    등장등장등장등장    인물의인물의인물의인물의    얼굴얼굴얼굴얼굴및및및및    음성음성음성음성    인식인식인식인식))))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프로파일프로파일프로파일프로파일    생성생성생성생성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다이어그램다이어그램다이어그램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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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에피소드에 따라, 또는 시즌에 따라 분석될 수 있다.  

 

4. 드라마드라마드라마드라마 분석분석분석분석 실험실험실험실험 

 

4.1. 데이터 및 전처리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는 미국 드라마 Friends의 시즌1 에피소드1 비디오를 사용하였고, 테스트로는 시즌1의 에피소드 2~19편을 사용하였다.  음성 데이터는 비디오로부터 추출한 소리를 사람이 직접 해당 인물을 판별하여 태깅하였고, 각 6명 인물 별로 1분 이상씩 수집하였다. 얼굴 데이터는 비디오를 0.5초 마다 캡쳐한 이미지에 얼굴 감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얼굴부분만 뽑아내고, 

역시 사람이 수동으로 인물을 판별하여 태깅하였다. 학습 데이터는 2000장 정도이며, 인물 6명에 대해 고르게 분포한다. 

 

4.2. 화자 및 얼굴 인식을 이용한 프로파일링 앞에서 언급된 화자 인식 및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각 드라마 에피소드에 대해서 테스트하면 언제 어떤 인물이 등장했는지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다. 에피소드 

20에 대한 프로파일 결과가 그림 3에 나타나있다. 가로축은 에피소드가 진행됨에 따른 시간이고, 세로축은 어떤 인물로 분류되었는지를 나타낸다. x표시로 나타낸 것이 음성을 이용한 화자 인식 결과, O표시로 나타낸 것이 얼굴인식을 사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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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그림그림그림 3. 드라마드라마드라마드라마 1편에편에편에편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프로파일프로파일프로파일프로파일 예제예제예제예제. 프렌즈프렌즈프렌즈프렌즈(Friends) 시즌시즌시즌시즌1 에피소드에피소드에피소드에피소드 20의의의의 초기초기초기초기 500초에초에초에초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인물별인물별인물별인물별 음성음성음성음성 및및및및 얼굴얼굴얼굴얼굴 인식인식인식인식 결과결과결과결과를를를를 하나의하나의하나의하나의 그래프에그래프에그래프에그래프에 정리하였다정리하였다정리하였다정리하였다.  

 다음은 분석된 프로파일에 대해 몇 가지 정량적인 특징을 계산해본 결과이다 (시즌 1 에피소드 20 기준) 

(1) 인식된 화자의 얼굴이 등장하는 비율 17.7% 

(2) 둘 이상의 화자가 동시에 말하는 비율 21.3% 

(3) 음성이 나오지 않는 시간의 비율 15.5% 

(4) 얼굴이 나오지 않는 시간의 비율 25.6% 

(5) 가장 음성이 많이 나온 등장인물 Chandler 

(6) 가장 얼굴이 많이 나온 등장인물 Others 

 

(7) 등장 인물 별 음성이 나온 비율 이름 Monica Rachel Pheobe Joey Ross Chandler Others 등장횟수 20.9% 21.2% 8.2% 2% 2.2% 23.5% 22% 

 

(8) 등장 인물 별 얼굴이 나온 비율 

이름 Monica Rachel Pheobe Joey Ross Chandler Others 등장횟수 22.0% 7.2% 4.1% 14% 4.4% 23.9% 43.3% 

 

4.3. 프로파일 기반 소셜 네트워크 분석 소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하여 3절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5초의 시간 윈도우를 주어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에피소드별로 인물간의 친밀도가 변화하는 그래프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시즌 전반에서 등장인물 

Monica, Rachel, Chandler의 서로간 친밀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모달리티에 관계 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오버피팅(overfitting)과 같은 알고리즘의 문제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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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화 음성인식 기반 인물관계 네트워크 (b) 17화 음성인식 기반 인물관계 네트워크 

  

(c) 2화 얼굴인식 기반 인물관계 네트워크 (d) 17화 얼굴인식 기반 인물관계 네트워크 그림그림그림그림 4. 프로파일프로파일프로파일프로파일 정보를정보를정보를정보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소셜소셜소셜소셜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의의의의 예예예예. 프렌즈프렌즈프렌즈프렌즈 시즌시즌시즌시즌 1의의의의 2화화화화 및및및및 17화에화에화에화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음성음성음성음성 및및및및 얼굴얼굴얼굴얼굴 인식인식인식인식 결과를결과를결과를결과를 기반으로기반으로기반으로기반으로 동시동시동시동시 출현출현출현출현 빈도를빈도를빈도를빈도를 도식화하였다도식화하였다도식화하였다도식화하였다.  

 

5. 결론결론결론결론 및및및및 논의논의논의논의 

 본 논문에서는 TV 드라마 에피소드에서의 프로파일을 시간에 따른 인물의 등장 여부로 정의하고, 화자 인식과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또한 생성한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등장인물들 간의 소셜 네트워크를 에피소드에 따라 분석해보았다.  실험 결과 프로파일링의 성능 즉, 분류 정확도는 

60~70%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는 드라마 데이터가 소리의 경우 잡음이나 웃음 소리가 많고, 화면의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에피소드에 따라 소셜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경향, 서로 다른 모달리티를 사용한 결과임에도 유사한 네트워크가 그려지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인물간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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