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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통계기법을 이용한 기계학습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면서 시간 정보가 포함된 동  스트림(stream) 분석에 

기계학습 기법을 용하려는 시도가 주목 받고 있다. 그러

나 기존 연구는 동일 이미지 반복이라는 사  지식을 이용

하여 이미지 구간을 분리하 으며 각 스토리 구간을 특정 

짓는 이미지/텍스트의 분포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데이터를 

상으로 하 기에, 다양한 동 상 데이터에 용하기에는 

합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반복 등의 사  지

식을 이용하지 않고 비디오 스트림을 설명할 수 있는 생성 

모델(Generative Model)을 구성한 후 구성된 모델이 찰

한 장면(frame)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Likelihood)에 

기반 하여 주어진 드라마의 스토리 구간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각 스토리 

구간의 은닉 구조 설명 모수 비교가 어렵다는 난  해결을 

해 스토리 구간의 은닉 구조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데이

터의 설명 가능성을 계산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방법론을 

이용하여 스토리 구간 모델을 생성하 으며, 드라마 동 상

에 제안 방법을 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인간 실험자의 스

토리 구분 결과와 비교하여 제안 방법의 성능을 실험 으

로 제시하 다.

키워드 : 스토리 분 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생성모델

Abstract With the advancement of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various machine learning methods have been 

applied to dynamic analysis of multimodal stream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limitations for tackling 

various real-world streams because they focus on 

utilizing very limited characteristics of certain domains 

such as repetition of fixed frames.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generative model-based segmenting method 

in which a story segment of a video stream is estimated 

through the likelihood of a given model to explain 

incoming data without requiring prior knowledge. There 

exists a profound question of how to compare each 

segment's latent structure parameters. In the proposed 

model, this difficulty is circumvented by computing 

likelihood of a new frame given a story model. We apply 

the proposed method to distinguishing several story 

segments in a TV drama episode. We employ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framework for generating a 

story segment model. The proposed method is validated 

by comparing its results with those of human estimation. 

Key words : Story Segmentation, LDA(Latent Diri-

chlet Allocation), Generative Model

1. 서 론

우리가 하는 세상은 시간성을 띄고 있는 규모 데

이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1] 실제 발생하는 데이터

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시간성을 띄고 있는 데이터를 

지능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

존 연구자들[2,3]은 사 에 구성해 놓은 이미지 인식을 

이용하거나, 동일한 이미지가 반복되고 스토리에 따라 

등장하는 단어가 확연히 구분되는 데이터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데이터에 잠재된 시간 정보를 

감안하여 동 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데이터에 한 사  지식을 이용하지 않고 시간 변화

에 따른 데이터 구조(분포) 변화를 추정할 수 있도록 X. 

Wang 등은 TOT(Topics over Time) 모델을 소개하

으며[4], X. Wei 등은 데이터의 시간 정보를 고려한 

동  혼합 모델인 DMM(dynamic mixture model)을 

소개하 다[5]. 기존 방법들은 시간성을 고려한 동  혼

합 모델을 생성할 수 있지만 비디오 스트림과 같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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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용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를 들어 재 활

발히 연구되고 있는 HDP(Hierarchical Dirichlet Pro-

cess)[6]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다양한 특성

의 비디오 스트림에 한 용 가능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 으며, DMM(Dynamic Mixture Model)은 각각의 

문서를 개별화 하지만 토픽을 고정하기 때문에 그 표

력이 히 낮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순차 데이터 에서도 특히 다양한 모

달리티로 구성된 동 상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동  

혼합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DTM(Dynamic 

Topic Model)[7]에 기반한 것으로 Topic Mixture 모델

은 주어진 데이터의 은닉 인자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특히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각 시 에서 찰되는 이미지 정보의 변화와 재 스토

리 구간에 하여 생성된 스토리 모델이  시 의 데

이터를 생성할 우도(Likelihood)를 모두 감안하여 스토

리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간략화 된 

추론 모델을 이용하여 스토리 구간 모델을 생성하고 우

도를 계산한다. 스토리 구간을 구분하기 해 연속된 구

간의 은닉 구조를 설명하는 인자를 직  비교하는 방법

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해

결하기 하여 은닉 구조 설명 인자를 비교하지 않고, 

은닉 구조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산하여 스토리 구간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 방법론을 미국 드라마 동 상 일에 용하여 해

당 일에 존재하는 스토리 변환 지 을 추정하 으며, 

인간 실험자의 스토리 변환 지 단 결과와 비교하여 

제안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 다.

2. 스토리 변환시  추정

본 논문에서는 스토리에 한 인간 실험자의 개념을 

제한하지 않기 하여 스토리의 정의를 사 에 인간 실

험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주어진 동 상1)에서 한 스토리

가 다른 스토리로 변환되는 시 을 단하도록 요청하

다. 인간 실험자의 단 결과는 표 1과 표 2  그림 1과 

그림 2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1은 실험에 사용한 에피

소드에 하여 인간평가자가 단한 변환 발생지 을 평

균값을 통해 도시한 것이며 표 1은 인간 평가자의 변환 

발생 지 에 기반하여 생성한 변환 발생 구간의 통계  

특징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표 1의 스토리 변환구간은 

그림 1의 변환지  평균값 계산에 사용된 평가 자료들이 

속한 구간을 정리한 것으로 어느 한 스토리 변환시 에 

한 인간평가자들의 반응 차이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1)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폭스 텔 비 이 ABC를 해 제작한 미국의 법

률 드라마인 보스턴 리걸(Boston Legal)의 에피소드 1개를 실험용 동

상으로 사용하 다.

표 1 인간 평가자가 단한 스토리 변환구간의 특징

변환지  수 54개
변환발생구간

길이의 표 편차
2.94

변환발생구간의

평균길이
3.87

변환발생구간

길이의 최
11

변환발생구간길이의

최소
1.0

표 2 인간평가자의 스토리 변환지 의 특징

Episode 1

평균일치정도 7

100% 일치 5/54 = 9.3%

0% 일치 11/54 = 20.4%

그림 1 인간 평가자에 의한 스토리 지속 구간 추정 결

과. 19명의 평가자에 의한 스토리 변환 을 평

균한 결과를 도시한 것임

그림 2 인간평가자들의 평가 일치도 경향그래 . x축은 

어느 한 변환구간에서 변환이 발생했다고 단

한 평가자의 수. y축은 각 구간의 백분율 의미

그림 2와 표 2에서 알 수 있듯 동일한 동 상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 변환 시  단 결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시 에서 스토리 변환이 발생했다고 결

정하기 어렵다.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우리는 

인간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스토리 변환이 발

생하는 구간을 설정한 후 해당 구간에 스토리 변환 

측 값이 포함될 경우 정확한 측이라고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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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리 지속구간 추정 방법  결과

표 3  그림 3에서 제안 방법론을 설명한다. 제안 방

법에서는 찰 데이터 의 집합으로 스토리를 구성하

고 해당 스토리 구간을 설명할 수 있는 확률 모델을 토

픽 모델에 기반 하여 추정한다. 추정된 확률 모델은 

재시  t에서 찰한 데이터 생성 가능성(우도) 계산에 

사용하는데, 제안 방법에서는 각 특성 그룹(토픽)이 스

토리의 기  벡터를 형성한다고 가정하 다. 새로운 데

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의 스토리

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면, 이 데이터는 기존의 라미

터로써 표  될 수 있어야 한다. 각각의 토픽의 경우 시

간 구간 마다 그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 이의 변화를 감

지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불가능 하다. 첫째, 토픽 

모델은 확률 인 모델로써 매번 추정 할 때마다 그 형

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형태를 고정하는 것

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각 시간 구간에서의 토픽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이와 같은 난 을 해

결하기 해 제안 방법에서는 이제까지 학습한 토픽 모

델에 기반 하여 새로 측된 장면(frame)의 우도를 계

산함으로써 스토리 공간의 변화를 추정한다. 이 때, 제

안 모델에서 사용하는 토픽은 사 에 정의한 토픽이 아

니라 특성의 결합을 통해 실험 과정에서 추정되는 특성 

집합을 의미하며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8]

모델에서의 토픽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한 개의 에피소드에 하여 수행한 스

토리 구간 변화 추정 결과를 소개한다. 상 에피소드는 

총 42분의 동 상으로써 당 10장의 이미지를 샘 링 

하여 총 25443장의 연속된 이미지로 변환하 다.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9]을 이용하여 

각각의 이미지에서 시각 특성을 추출하 고, 추출된 시

각 특성으로 1000개의 시각 단어를 구성하여 각각의 이

미지를 시각 단어의 히스토그램으로 변환 하 다. 각각

의 이미지는 토픽 모델에서의 문서(Document) 에 해당

한다. 토픽 모델 기법을 사용하려면 문서를 문서군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여 체 

이미지를 군집화 하 다. 첫째, 연속된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의 거리 값이 을 경우 연속된 이미지로 

단한다. 둘째, 첫째 가정에 의해 군집화 된 이미지의 경

우 한 공간 안에서 카메라촬  때문에 ABA’와 같이 곧

바로 같은 이미지로 돌아오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A의 마지막 이미지와 A’의 시작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의 거리 차가 을 경우 ABA’를 하나의 새

로운 군집 A로 재정의 하 다. 첫 번째 가정으로 25443

개의 후보 구간을 518개로 일 수 있고, 두 번째 가정

으로 다시 153개의 후보 구간으로 축소할 수 있다.

표 3 스토리 지속구간 추정

- 표기

 : 시  에서의 데이터의 토큰 혼합 분포 인자

 : 은닉 컴퍼 트 에서 찰되는 토큰 의 수

 : 의 토큰  은닉 컴퍼 트 에 속한 토큰의 수

 : 토큰 혼합분포 인자의 하이퍼인자

 : 해당 스토리구간의 하이퍼인자로 해당 이미지에서의 

집 도 결정

 : 토픽의 단어 분포

 : 토큰 집합의 크기

 : 은닉 컴퍼 트 집합의 크기

그림 3 제안 방법론의 도시. : 각 이미지에 한 토픽 혼합 

결정 인자, ω: 시  에서 찰한 이미지+텍스트, : 

Dirichlet 분포 기화 결정 인자, φ: 각 토픽의 워

드 분포, K: 토픽의 수, D: 이미지 개수, Nd: 각 이미

지 안에 포함된 시각 단어의 개수, z: 토픽

재 찰데이터 는 이미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

터로 구성된 복합 데이터로 이미지 데이터는 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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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 상 데이터의 스크린샷(Screen shot)이며 텍스

트 데이터는 재 시  해당하는 사에 해당한다. 우리

는 특히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모달리티가 사

용할 토큰(Token)을 구성하 으며 인자 를 이용하여 

재 시  에 해당하는 복합 데이터를 구성하는 토큰

의 구성을 설명하 다.

X. Wei 등은 이런 상황에서 연속 데이터의 동  혼

합 모델(Dynamic Mixture Model) 구성에 사용할 수 

있는 DMM(Dynamic Mixture Model)을 제안하 다[5]. 

그러나 DMM에서는 를   에 기반 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연속된 스토리 구간에 한 생성 모델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본 논문에서 의도하는 스토리 변환 단에

는 사용할 수 없다. 표 3에서 스토리 변환 단을 해 

제안된 방법론을 설명하 다.

식 (1)에서 는 토픽 z에 할당된 단어 w의 수이

다. 깁스 샘 링을 통하여 반복 으로   값을 갱신할 

수 있다. 식 (2)는 각 토픽에 한 단어의 분포 확률로

써, 는 문서 t 내에서의 토픽 z에 할당된 토큰의 수

이다. 이 한 깁스 샘 링을 통하여 추정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은닉 컴포 트에서 찰되

는 토큰의 수와 데이터 의 토큰이 속한 은닉 컴포 트 

정보를 이용하여 획득된 은닉 컴포 트들의 혼합비를 이

용하여 스토리 구간을 설명하는 모델을 생성한다.

제안 모델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측도를 사용하 다.

선택된후보군의비율⌗모델적용전의후보군
⌗모델적용후의후보군

정확도⌗모델적용후의후보군
⌗인간실험자결과와일치하는후보군

- 우도 기 값(threshold) : 각 군집이 다음 군집을 

생성할 수 있는지 단하는 기

그림 4  그림 5는 제안 모델의 변환지  추정 성능

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 4는 우도 기  값에 따른 후보

군 선택 비율(녹색선)과 선택된 후보군에서 정확한 추정 

결과가 차지하는 비율(청색선)로, 처리를 통하여 뽑아

낸 153개의 후보군 에서 우도의 기  값을 변화 시키

면서 찾아진 후보군이 어떤 비율로 생성되는지를 나타

낸다. 기  값이 작을 때는 각 군집별로 다음 군집을 생

성할 우도가 매우 작더라도 무조건  군집으로부터 다

음 군집이 생성되었다고 단하기 때문에 후보군이 잘 

생성되지 않지만(모든 군집이 하나로 군집화 되고, 스토

리 구간을 나 지 못하게 된다) 기  값이 커지면 선택

되는 후보군의 비율이 높아진다. 우도 기 이 낮을 때는 

선택된 후보군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

지만, 우도 기 이 높아지면서 선택된 후보군의 규모가 

커지면 측 정확도가 낮아진다(청색선).

그림 4 우도 기  값에 따른 후보군 선택 비율과 정확

도. 이 그래 에서 x축은 우도 기 , y축은 퍼

센트(%) 의미

그림 5 우도 기 값의 변화에 따른 스토리 변환 의 변

화 그래 (청색선: 인간 실험자가 찾은 스토리 

변환 구간, 색깔 : 모델 측 스토리 변환 지

, 가로축: 시간, 세로축: 우도 기 값, 붉은 실

선: 한 우도 기 값). 우도 기 값을 조 하

면서 제안 모델의 측 성능 확인

그림 5는 우도 기 값의 변화가 스토리 변환  추정

결과에 미치는 향을 도시한 것이다. 청색 세로 실선은 

인간 실험자가 찾은 스토리 변환 구간(도시 편의를 

하여 1명의 자료 사용)이고, 색깔 은 모델이 측한 

스토리 변환 지 ,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우도 기

값, 붉은 가로 실선은 한 우도 기 값이다. 높은 우

도는 인 한 스토리 후보 구간이 같은 스토리 구간에 

속함을 의미한다. 우도 기 값 조 을 통해 스토리 변화 

감지의 민감도를 조 할 수 있다. 그림 5를 통해 제안 

모델이 측한 변경 이 높은 우도 기 에도 살아남아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우도 기 값을 

정하면 제안 모델이 안정 으로 스토리 변화 지 을 감

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 동 상에 한 의미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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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면 제안 방법은 우수한 측 성능을 보 다. 그러

나 인간 평가자의 평가 결과와 측 결과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발견하 다. 첫째, 제안 

방법은 밝기 변화에 민감하다. 를 들어 조명 등의 변

화로 인한 색상 변화에 민감하며, 화면에 고정된 이미지

(타이틀 롤)가 등장할 경우 새로운 특징이라고 인식한

다. 둘째, 격한 변화에 민감한데, 격한 인/ 아웃

이 발생하면 변화라고 인식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

델은 동 상이 보유한 정보  색상 변화에 주목한 모

델이므로 밝기 변화  격한 변화에 제안 모델이 반

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스토

리 변화 구간 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토

리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으나 유의미한 변화 정도를 갖

는 특성 변화를 견뎌낼 수 있는 처리 방법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토의

본 논문에서는 동 상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각 스토리 

구간을 Dirichlet 분포에 기반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스토리 변환 구간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안

하 다. 동 상 데이터에 한 사 지식(토픽)에 기반 하

여 연 된 데이터가 연속된 경우만을 가정했던 기존 방

법론과 달리, 제안 방법은 연 된 데이터가 일정 시간 지

속된 후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스토리)가 등장하는 상황

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제안 방법의 성능은 인간 

평가자의 스토리 변환 단 결과와 비교하여 확인하 다. 

스토리 변환이라는 문제는 인간 실험자들조차 공통된 변

환 을 단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지만, 인간 실험자

의 변환  단 결과를 정답이라고 간주하고 비교한 결

과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정의하여 추정 결과

를 수치 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 

모델에 기반 한 우도 계산으로 실제 스토리 구분 을 찾

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둘째, 스토리 구분  후보군의 

규모를 조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 다.

우리는 Dirichlet 분포를 이용하여 스토리 구간을 모

델링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이미

지 토픽의 존재를 가정하여 변환 지 을 단하 다. 토

픽 개수는 추정 정확성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토픽의 수를 사 에 한정하지 않는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 이미지 정보만을 

사용할 경우 조명 변화, 시  변화와 같은 사소하지만 

격한 변화에 취약함을 확인하 으므로 이미지 정보 

채  외에 다른 채 을 추가하여 제안 방법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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