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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통계기법을 이용한 기계학습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시간 정보가 포함된 동적 스트림(stream) 분석에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이미지, 텍스트, 음성 등 다양한 특성이 결합된 
멀티모달 동영상을 지능적으로 분석하여 스토리 구간을 유추하려는 시도가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
어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동일 이미지 반복이라는 사전 지식을 이용하여 이미지 구간을 분리하였으며 
각 스토리 구간을 특정 짓는 이미지/텍스트의 분포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했기 때문에, 다양한 동영상 데이터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반복 등의 사
전 지식을 이용하지 않고 비디오 스트림을 설명할 수 있는 생성 모델(Generative Model)을 구성한 후 구성
된 모델이 관찰한 장면(scene)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Likelihood)에 기반 하여 주어진 드라마의 스토
리 구간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제안 방법은 드라마 스트림에 존재하는 스토리 구간의 은닉 
구조(Latent Structure)를 가정한 후 해당 구간의 이미지 및 텍스트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첫째, 기존 방
법과 달리 스토리 구간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도 여러 개의 스토리 구간을 구분할 수 있으며, 둘째, 분석 
대상 드라마 스트림이 온라인으로 입력되는 상황을 처리할 수 있고, 셋째, 분석 대상 데이터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각 스토리 구간의 은닉 구조 설명 모수 비교가 
어렵다는 난점 해결을 위해 스토리 구간의 은닉 구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스토리 구간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토픽이 스팬(span)하는 공간이 스토
리를 설명한다는 가정 하에 새로운 데이터를 설명하는 스토리 공간이 기존의 공간과 같지 않으면 스토리
가 변화했다고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드라마 동영상에 제안 방법을 적용하여 획득된 추정 결과를 인
간 실험자의 스토리 구분 결과와 비교하여 제안 방법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제시하였다.

1. 서론

  우리가 접하는 세상은 시간성을 띄고 있는 대규모 데이
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1] 실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시간성을 띄고 있는 데이터를 지능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TDT (Topic 
Detection and Tracking) 연구 그룹에서는 이미 동영상 데
이터를 분석하여 스토리를 구분하고 주제를 감지하는 연
구를 진행하여 왔다[2]. 그러나 기존 연구자들[3, 4]은 사
전에 구성해 놓은 이미지 인식을 이용하거나, 동일한 이
미지가 반복되고 스토리에 따라 등장하는 단어가 확연히 
구분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데
이터에 잠재된 시간 정보를 감안하여 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데이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이용하지 않고 시간 변화
에 따른 데이터 구조(분포) 변화를 추정할 수 있도록 X. 
Wang 등은 TOT (Topics over Time) 모델을 소개하였으며 
[5], X. Wei 등은 데이터의 시간 정보를 고려한 동적 혼합 
모델 DMM (dynamic mixture model)을 소개하였다[6]. 기존 
연구 방법들은 시간성을 고려한 동적 혼합 모델을 생성할 
수 있지만 비디오 스트림과 같은 데이터 설명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 D. Blei 등의 DTM (Dynamic 

Topic Modeling)[8] 방법의 경우 순차적인 데이터가 군집
화 되어있기 때문에 진정한 동적 모델이라고 하기 어렵
다. 군집 내에서의 문서들은 서로 그 순서가 교환가능 하
기 때문에(exchangeable) 문서간의 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
기에 부족하다. 또한 토픽 공간의 시간적인 연결이 정규
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변화를 나타내지 못한다. 
DMM (Dynamic Mixture Model)의 경우 각각의 문서를 개
별화 하지만 토픽을 고정함으로써 그 표현력이 현저히 떨
어지고, 시멘틱의 변화를 추정하려는 우리 문제에 적합하
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순차 데이터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모달
리티로 구성된 동영상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동적 혼
합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DTM (Dynamic Topic 
Model)에 기반한 것으로 Topic Mixture 모델은 주어진 데
이터의 은닉 인자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특히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각 시점에서 관찰되는 이
미지 정보 및 텍스트 정보의 변화와 현재 스토리 구간에 
대하여 생성된 스토리 모델이 현 시점의 데이터를 생성할 
우도(Likelihood)를 모두 감안하여 스토리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간략화 된 추론 모델을 이용하여 
스토리 구간 모델을 생성하고 우도를 계산한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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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을 구분하기 위해 연속된 구간의 은닉 구조를 설명하
는 인자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
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은닉 구조 설
명 인자를 비교하지 않고, 은닉 구조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산하여 스토리 구간을 추정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론을 미국 드라마 동영
상 파일에 적용하여 해당 파일에 존재하는 스토리 변환 
지점을 추정하였으며, 인간 실험자의 스토리 변환 지점 
판단 결과와 비교하여 제안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2. 스토리 변환시점 추정 

그림 1 인간 실험자에 의한 스토리 지속 구간 추정 결

과. 4명의 피실험자가 3개 에피소드에 대하여 실험.

  

Episode 1 Episode 2 Episode 3
실험자 A 23 26 26
실험자 B 24 23 23
실험자 C 17 22 26
실험자 D 34 33 27

표 1 인간 실험자가 판단한 스토리 변환점의 개수

  TDT Community에서 스토리는 “a topically cohesive 
segment of news that includes two or more DECLARATIVE 
independent clauses about a single event”라고 정의된다[9].  
본 논문에서는 스토리에 대한 인간 실험자의 개념을 제한하
지 않기 위하여 스토리의 정의를 사전에 인간 실험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주어진 동영상1)에서 한 스토리가 다른 스토
리로 변환되는 시점을 판단하도록 요청하였다. 인간 실험자
의 판단 결과는 표 1과 2 및 그림 1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1과 표1에서 알 수 있듯 동일한 동영상임에도 

1)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폭스 텔레비전이 ABC를 위해 제작한

미국의 법률 드라마인 보스턴 리걸(Boston Legal)의 에피소드 3

개(시즌 1의 에피소드 1, 2, 3)를 실험용 동영상으로 사용하였다.

불구하고 스토리 변환 시점 판단 결과가 매우 다양하며, 
표 2에서는 모든 인간 실험자가 공통되게 판단한 변환 시
점의 수도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 실험자가 판단한 모든 변환 지점을 유효한 스토리 
변환 시점으로 간주하고 해당 변환 시점을 제안 방법론을 
통해 추정하였다.  

공통점 수 2 공통점 수 3 공통점 수 4

Episode 1 5 10 6
Episode 2 10 19 0
Episode 3 10 10 5

표 2 인간실험자가 공통되게 판단한

스토리 변환점의 수

3. 스토리 지속구간 추정 방법 및 결과

그림 2 제안 방법론의 도시. 데이터 변화 및 데이터 생성

우도(likelihood)에서의 유의미한 변화 발생 여부 추정 각 스

토리 에 대한 모델.  : 각 이미지에 대한 토픽 혼합 결정 인

자, ω: 시점 에서 관찰한 이미지+텍스트,  : Dirichlet 분포
초기화 결정 인자, φ: 각 토픽의 워드 분포, K: 토픽의 수, 
D: 이미지 개수, Nd: 각 이미지 안에 포함된 시각 단어의 개

수, z: 토픽

  
  그림 2에서 제안 방법론을 도시하였다. 제안 방법에서는 
관찰 데이터 의 집합으로 스토리를 구성하고 해당 스토리 
구간을 설명할 수 있는 확률 모델을 토픽 모델에 기반 하여 
추정한다. 추정된 확률 모델은 현재시점 t에서 관찰한 데이
터 생성 가능성(우도) 계산에 사용하는데, 제안 방법에서는 
각 특성 그룹(토픽)이 스토리의 기저 벡터를 형성한다고 가
정하였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의 스토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면, 이 데이터는 기
존의 파라미터로써 표현 될 수 있어야 한다. 각각의 토픽의 
경우 시간 구간 마다 그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 이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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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불가능 하다. 첫째, 토픽 
모델은 확률적인 모델로써 매번 추정 할 때마다 그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형태를 고정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하더라도 각 시간 구간에서의 토픽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이와 같은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 방
법에서는 이제까지 학습한 토픽 모델에 기반 하여 새로 관
측된 장면(Scene)의 우도를 계산함으로써 스토리 공간의 변
화를 추정한다. 이 때, 제안 모델에서 사용하는 토픽은 사전
에 정의한 토픽이 아니라 특성의 결합을 통해 실험 과정에
서 추정되는 특성 집합을 의미하며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10]모델에서의 토픽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에피소드 1에 대하여 수행한 스토리 구간 
변화 추정 결과를 소개한다. 에피소드 1은 총 42분의 동영
상으로써 초당 10장의 이미지를 샘플링 하여 총 25443장의 
연속된 이미지로 변환하였다.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11]을 이용하여 각각의 이미지에서 시각 특성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시각 특성으로 1000개의 시각 단어를 
구성하여 각각의 이미지를 시각 단어의 히스토그램으로 변
환 하였다. 각각의 이미지는 토픽 모델에서의 문서
(Document) 에 해당한다. 토픽 모델 기법을 사용하려면 문
서를 문서군 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여 전체 이미지를 군집화 하였다. 첫째, 연속된 이미
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의 거리 값이 적을 경우 연속된 이미
지로 판단한다. 둘째, 첫째 가정에 의해 군집화 된 이미지의 
경우 한 공간 안에서 카메라촬영 때문에 ABA’와 같이 곧바
로 같은 이미지로 돌아오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A의  마지막 이미지와 A’의 시작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
램의 거리 차가 적을 경우 ABA’를 하나의 새로운 군집  A
로 재정의 하였다. 첫 번째 가정으로 25443개의 후보 구간
을 518개로 줄일 수 있고, 두 번째 가정으로 다시 153개의 
후보 구간으로 축소할 수 있다.
  현재 관찰데이터  는 이미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로 

구성된 복합 데이터로 이미지 데이터는 현재 시점에서 동영
상 데이터의 스크린샷(Screen shot)이며 텍스트 데이터는 현
재 시점 해당하는 대사에 해당한다. 이미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는 각 모달리티에 해당하는 토큰(Token)으로 구성되며 
인자 를 이용하여 현재 시점 에 해당하는 복합 데이터를 

구성하는 토큰의 구성을 설명한다. 
  X. Wei 등은 이런 상황에서 연속 데이터의 동적 혼합 모
델(Dynamic Mixture Model) 구성에 사용할 수 있는 DMM 
(Dynamic Mixture Model)을 제안하였다[6]. 그러나 DMM에
서는 를   에 기반 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연속된 스토

리 구간에 대한 생성 모델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본 논문에
서 의도하는 스토리 변환 판단에는 사용할 수 없다. 표 3에
서 스토리 변환 판단을 위해 제안된 방법론을 설명한다.

표 3. 스토리 지속구간 추정

․입력: 전처리된 멀티 모달 스트림 데이터(드라마 동

영상)

․출력: 스토리 변화 발생 추정점

1. 초기화

- 새로운 스토리 시작점에 대하여

2. 군집 t에서의 혼합 분포(mixture distribution) 인자

추정: 각 군집에서 서로 다른 φ값을 가진다.

-  


  



  

 
...(1)

3. 은닉 컴퍼넌트 혼합 분포 인자 추정

-    


 ′  



  ′ 

  
...(2)

4. 새로운 스토리 시작점 추정

-     ≐ 군집 t에서 다음 스탭인 t+1의 단어를 

생성할 우도. 의 크기와   크기의 곱으로 정규화 

한다. 우도의 크기에 따라서 분석 구간의 크기가 달라지
게 된다.

□ 표기

   :
시점 에서 관찰된 데이터 의 토큰 혼합 분포 

인자
  : 은닉 컴퍼넌트 에서 관찰되는 토큰 의 수

  : 의 토큰 중 은닉 컴퍼넌트 에 속한 토큰의 수

  토큰 혼합분포 인자의 하이퍼인자

 :
해당 스토리구간의 하이퍼인자로 해당 이미지에
서의 집중도 결정

: 토픽의 단어 분포

 : 토큰 집합의 크기

 : 은닉 컴퍼넌트 집합의 크기

수식 (1)에서  는 토픽 z에 할당된 단어 w의 수이다. 

깁스 샘플링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값을 갱신할 수 있
다. 수식 (2)는 각 토픽에 대한 단어의 분포 확률로써, 
 는 문서 t 내에서의 토픽 z에 할당된 토큰의 수이다. 

이 또한 깁스 샘플링을 통하여 추정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은닉 컴포넌트에서 관찰되
는 토큰의 수와 데이터 의 토큰이 속한 은닉 컴포넌트 

정보를 이용하여 획득된 은닉 컴포넌트들의 혼합비를 이
용하여 스토리 구간을 설명하는 모델을 생성한다.

그림 3 우도 기준 값에 따른 후보군 선택 비율과 그 정

확도 그래프. 정확도는 ±1.5초의 구간에서 겹칠 경우

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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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우도 기준 값에 따른 후보군 선택 비율과 그 정확
도 그래프. 정확도는 ±2초의 구간에서 겹칠 경우 참으로

간주

  
  그림 3과 그림 4에서 스토리 변환 추정 결과를 제시하
였다.

선택된후보군의비율 ⌗모델적용전의후보군
⌗모델적용후의후보군

정확도 ⌗모델적용후의후보군
⌗인간실험자결과와일치하는후보군

우도 기준값(threshold) : 각 군집이 다음 군집을 생성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람이 판별한 구간을 모두 참값으로 가정하고 모델을 
통하여 찾은 값이 이 시점과 ±1.5초 또는 ±2초 안에 일
치할 경우 값을 찾았다고 판별 하였다. 각 그림에서 점선
은 선택된 후보군의 비율로써, 전처리를 통하여 뽑아낸 
153개의 후보군 중에서 우도의 기준 값을 변화 시키면서 
찾아진 후보군이 어떤 비율로 생성되는지를 나타낸다. 기
준 값이 작을 때 (0%~40%) 는 각 군집별로 다음 군집을 
생성할 우도가 매우 작더라도 무조건 전 군집으로부터 다
음 군집이 생성 되었다고 판별하기 때문에 후보군이 나오
지 않게 된다(모든 군집이 하나로 군집화 되고, 스토리 구
간을 나누지 못하게 된다). 실선은 정확도로써, 모델에 의
해 선정된 후보군 중 실제 인간 실험자의 결과와 일치하
는 후보군의 비율이다. 우도 기준값 을 늘리기 시작하면, 
뽑힌 후보군의 크기는 점점 커지기 시작하지만, 뽑힌 값
의 정확도는(실선) 점점 낮아지게 된다. 

4.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각 스토리 
구간을 Dirichlet 분포에 기반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는 가
정 하에 스토리 변환 구간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
다. 동영상 데이터에 대한 사전지식(토픽)에 기반 하여 연
관된 데이터가 연속된 경우만을 가정했던 기존 방법론과 
달리, 제안 방법은 연관된 데이터가 일정 시간 지속된 후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스토리)가 등장하는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인간 실험자의 스토리 변환 판단 결과

와 비교하여 제안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스토리 변
환이라는 문제는 인간 실험자들조차 공통된 변환점을 판
단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지만, 인간 실험자의 변환점 
판단 결과를 정답이라고 간주하고 비교한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정의하여 추정 결과를 수치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 모델에 기반 한 
우도 계산으로 실제 스토리 구분점을 찾을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둘째, 스토리 구분점 후보군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였다.
  우리는 Dirichlet 분포를 이용하여 스토리 구간을 모델
링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이미지 토
픽의 존재를 가정하여 변환 지점을 판단하였다. 토픽의 
개수의 한정은 추정 정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제약이 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토픽의 수를 사전 한정하지 않는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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