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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ocial-aware video는 자유로운 스토리 전개를 통해 인물들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지식을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특히 부동한 장소에서 사람들간의 

대화습성과 행동패턴은 사회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이다. 하지만 

멀티모달하고 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컴퓨터가 비디오로부터 자동으로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딥하이퍼넷 

모델을 사용하여 드라마 등장인물의 시각과 언어 정보를 기반으로 계층적 구조를 사용해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장소정보를 사용하지 않아 전반적인 스토리로부터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장소정보를 추가하여 

부동한 장소에서의 스토리를 분석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총 4400분 분량의 TV드라마 

“Friends”를 사용했고 C-RNN모델을 통해 등장인물을 인식하였으며 Bag of Features로 장소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딥하이퍼넷 모델을 통해 자동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생성하였고 부동한 

장소에서의 인물관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1. 서 론 

Social-aware video는 자유로운 스토리 전개를 통해 

인물들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지식을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특히 부동한 

장소에서 사람의 대화습성과 행동패턴은 사회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이다. 이러한 

지식을 컴퓨터로부터 자동으로 습득하고 소셜 네트워크 

를 생성할 수 있으면 인물관계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로운 스토리 생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디오의 멀티모달하고 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비디오를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 Social aware video 분석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1]은 물체의 상호작용 특징정보와 

시공간적 정보로부터 인물관계를 분석하였고 [2]는 소셜 

커뮤니티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영화속 등장인물간의 

사회관계를 정의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인물의 역할과 

사회적 배경에 대한 지식을 미리 정의한 다음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 

해 드라마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드라마로부터 소셜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분석하기 위해 

[3]은 자동으로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딥하이퍼넷를 

사용하였다. 딥하이퍼넷는 비디오의 등장인물 정보와 

시각-언어 정보를 이용해 소셜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스토리의 전반적인 인물관계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딥하이퍼넷를 사용하여 4400분 분량의 

드라마 “Friends”를 분석하였다. 6명의 등장인물을 

인식하기 위해 얼굴인식 모델을 적용하였고 Bag of 

Features를 통해 자동으로 장소를 인식하였다. 실험에서 

딥하이퍼넷를 통해 부동한 장소에서의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장소에 따른 인물간 친밀도와 인물관계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3]에 비해 더욱 

다양한 분석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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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딥하이퍼넷 모델 

딥하이퍼넷 모델[4]는 계층적 학습모델이다. 그림 1과 

같이 층 사이의 연결은 성기고 노드들의 개수와 연결은 

학습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델은 비디오로부터 지식을 동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학습 데이터는 비디오속 인물의 대사와 대응되는 

영상의 페어들의 집합이고 이들은 Monte Carlo Sampling 

방법을 통해 H층의 Low-Layer 하이퍼에지를 구성한다. 

C
1층 노드는 H층 하이퍼에지의 부분집합의 유사성을 

근거로 클러스터링 한 조합이고 노드의 수량은 학습에 

따라 변하게 된다. C
2층의 노드는 등장인물에 대응되며 

등장인물과 C
1층의 노드에 포함된 정보의 연관성이 큰 

것들과 연결된다.  

3. 등장인물 인식 방법  

등장인물을 인식하기 위해 컨볼루션-순환 딥러닝(C-

RNN)[5]을 적용하였다. 모델은 특징벡터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단일 계층 CNN과 얼굴을 추론하는 

Deep RNN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모델학습을 위하여 

6명 등장인물의 6000장의 얼굴이미지를 학습시켜 

테스트한 결과 89%이상의 인식율을 보였다. 

4. 장소 인식 방법 

Bag of Features(BoF)[6]는 이미지에서 추출된 특징벡터 

를 통해 영상”바코드”를 만들어 분류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SIFT벡터를 추출하여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용해 Bof를 생성하였고 SVM으로 클래스들의 Bof분포를 

학습하였다. 실험을 위해 드라마에서 출현하는 7개의 

장소이미지 350장을 학습하였고 테스트 셋으로 350장을 

실험한 결과 77.0%의 인식율을 보였다. 그림 3은 

장소인식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류한 실험결과이다.  

 

그림 1 딥하이퍼넷의 구조 그림 2 인물 중심 소셜 네트워크 시각화 
 

   

  

  
  

(1) Women’s living room 

(2) Hospital 

(3) Hallway 

(4) Cafe 

그림 3 장소인식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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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결과 

5.1 데이터 및 전처리 

실험을 위해 드라마-“Friends” 183편, 4400분 분량의 

비디오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Friends”는 주인공의 변화가 

없고 활동장소가 적어 데이터 처리가 쉽고 인물관계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다. 제안된 얼굴인식 모델을 통해 

6명의 등장인물을 인식하였고 Bof모델로 7개의 장소를 

인식하였다. 이미지패치는 R-CNN를 사용하여 4096차원의 

특징벡터를 추출하였고 자막은 Word2vec을 적용하여 

200차원의 실수벡터로 표현하였다. 

5.2 등장인물 친밀도 분석 및 소셜 네트워크 시각화 

  그림 2는 딥하이퍼넷를 이용하여 생성된 등장인물 

소셜 네트워크이다. 그래프에서 등장인물과 연결된 

노드는 추상적인 인물관계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래프를 

통해 인물관계를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다. 

그림 4은 에피소드의 전개에 따른 Monica의 친밀도 

변화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인물간 친밀도가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중 

Ross와의 친밀도가 가장 높은데 드라마속에서 Monica와 

Ross는 서로 가족관계이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스토리의 

전반적인 인물관계 특성을 관찰할 수가 있다.  

  그림 5는 부동한 장소에 따른 인물관계 그래프이다. 

결과를 보면 Rachel과 Monica는 Women’ living room과 

Cafe에서 친밀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를 볼수가 있는데 

이 두 장소는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장소이다. 

또한 이런 정보를 이용하여 드라마에서 장소에 따른 

인물간의 관계 및 특성를 쉽게 알아낼수 있다.  

6.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드라마의 등장인물 소셜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생성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변화하는 

인물관계를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실험을 위해 

얼굴인식과 장소인식 기술을 적용해 부동한 장소에서의 

등장인물간 소셜 네트워크를 생성하였고 장소에 따른 

인물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SNS로부터 

얻은 데이터에 제안된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R0126-15-1072-SW스타랩, 

10035348-mLife, 10044009-HRI.MESSI)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참고문헌 

[1] V. Ramanathan, B. Yao, and L. Fei-Fei, “Social Role 

Discovery in Human Events”, In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2013), 

2013, pp. 2475-2482. 

[2] C.-Y. Weng, W.-T. Chu and J.-L. Wu, “RoleNet: Movie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Networks”, In IEEE 

Transactions on Multimedia (TMM2009), 2009, pp. 256-271. 

[3] C.-J. Nan, K.-M. Kim, and B.-T. Zhang, “Social Network 

Analysis of TV Drama Characters via Deep Concept 

Hierarchie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Social Networks Analysis and Mining (ASONAM 2015), 

2015, pp. 831-836. 

[4] J.-W. Ha, K.-M. Kim and B.-T. Zhang, “Automated 

Construction of Visual-linguistic Knowledge via Concept 

Learning from Cartoon Videos”, In Proceedings of the 

Twenty-Ninth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AAI 2015), 2015, pp. 522-528. 

[5] 이범진, 이충연, 장병탁, “컨볼루션-순환 딥러닝을 

이용한 컬러-깊이-열화상 얼굴 이미지 인식 방법“, 

2014 한국정보과학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KCC2014), 2014, pp. 616-618. 

[6] L. Fei-Fei, “A Bayesian Hierarchical Model for Learning 

Natural Scene Categories”, In IEEE Computer Society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2005), 2005, pp. 524-531 vol.2. 

     

그림 4 에피소드 전개에 따른 Monica의 Affinity 변화            그림 5 장소에 따른 인물사이의 Affinity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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