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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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배경에 대한 지식을 미리 정의한 다음 분석을

Social-aware video는 자유로운 스토리 전개를 통해
인물들간의

관계뿐만

등

해 드라마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다양한 지식을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특히 부동한

드라마로부터 소셜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분석하기 위해

장소에서 사람의 대화습성과 행동패턴은 사회관계를

[3]은 자동으로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딥하이퍼넷를

분석하는데

이러한

사용하였다. 딥하이퍼넷는 비디오의 등장인물 정보와

지식을 컴퓨터로부터 자동으로 습득하고 소셜 네트워크

시각-언어 정보를 이용해 소셜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를 생성할 수 있으면 인물관계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스토리의 전반적인 인물관계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있어서

아니라

아주

경제,

중요한

정치,

정보이다.

문화

시도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

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로운 스토리 생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디오의

멀티모달하고

본 연구에서는 딥하이퍼넷를 사용하여 4400분 분량의

동적인

드라마

특성으로 인해 비디오를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Friends”를

분석하였다.

6명의

등장인물을

인식하기 위해 얼굴인식 모델을 적용하였고 Bag of

최근에 Social aware video 분석과 관련된 연구들이

Features를 통해 자동으로 장소를 인식하였다. 실험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1]은 물체의 상호작용 특징정보와

딥하이퍼넷를 통해 부동한 장소에서의 소셜 네트워크를

시공간적 정보로부터 인물관계를 분석하였고 [2]는 소셜

구축하였고 장소에 따른 인물간 친밀도와 인물관계

커뮤니티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영화속 등장인물간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3]에 비해 더욱

사회관계를 정의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인물의 역할과

다양한 분석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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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딥하이퍼넷의 구조

그림 2 인물 중심 소셜 네트워크 시각화

2. 딥하이퍼넷 모델

RNN)[5]을

딥하이퍼넷 모델[4]는 계층적 학습모델이다. 그림 1과

적용하였다.

모델은

특징벡터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단일 계층 CNN과 얼굴을 추론하는

같이 층 사이의 연결은 성기고 노드들의 개수와 연결은

Deep RNN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모델학습을 위하여

학습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6명

인해 모델은 비디오로부터 지식을 동적으로 구축할 수

등장인물의

6000장의

얼굴이미지를

학습시켜

테스트한 결과 89%이상의 인식율을 보였다.

있다. 학습 데이터는 비디오속 인물의 대사와 대응되는

4. 장소 인식 방법

영상의 페어들의 집합이고 이들은 Monte Carlo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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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통해 H층의 Low-Layer 하이퍼에지를 구성한다.

를 통해 영상”바코드”를 만들어 분류하는 기술이다. 본

C1층 노드는 H층 하이퍼에지의 부분집합의 유사성을

연구에서는 SIFT벡터를 추출하여 K-means 클러스터링을

근거로 클러스터링 한 조합이고 노드의 수량은 학습에

이용해 Bof를 생성하였고 SVM으로 클래스들의 Bof분포를

따라 변하게 된다. C2층의 노드는 등장인물에 대응되며

학습하였다. 실험을 위해 드라마에서 출현하는 7개의

등장인물과 C1층의 노드에 포함된 정보의 연관성이 큰

장소이미지 350장을 학습하였고 테스트 셋으로 350장을

것들과 연결된다.

실험한

3. 등장인물 인식 방법

결과

77.0%의

인식율을

보였다.

그림

장소인식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류한 실험결과이다.

등장인물을 인식하기 위해 컨볼루션-순환 딥러닝(C-

(1) Women’s living room

(2) Hospital

(3) Hallway

(4) Cafe

그림 3 장소인식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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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에피소드 전개에 따른 Monica의 Affinity 변화

그림 5 장소에 따른 인물사이의 Affinity 변화

5. 실험 결과

인물관계를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실험을 위해

5.1 데이터 및 전처리

얼굴인식과 장소인식 기술을 적용해 부동한 장소에서의

실험을 위해 드라마-“Friends” 183편, 4400분 분량의

등장인물간 소셜 네트워크를 생성하였고 장소에 따른

비디오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Friends”는 주인공의 변화가

인물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SNS로부터

없고 활동장소가 적어 데이터 처리가 쉽고 인물관계의

얻은 데이터에 제안된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변화가 급격하지 않다. 제안된 얼굴인식 모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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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생성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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