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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YouTube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이 발전하면

서 대규모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관리, 분석 기술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더구나 비디오 데이터

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데이터에 

관한 메타 데이터(meta data)를 생성하는 주석 작업

(annotation task)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비디오 콘텐츠 자동 분석 기술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비디오 주석 작업은 수작업으로 진

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작업 방식의 비디오 

주석 과정은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된 비디오 주석 

기술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심층 신경망 기반의 영상 처리 기술은 이러한 

비디오 콘텐츠 분석과 자동 주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작업 방식의 한계성을 벗어나 프로그램 스

스로 비디오 콘텐츠를 분석하여 미리 정의해둔 스키

마에 따라 메타 데이터를 자동 생성할 수 있는 인공

지능 심층 신경망 기반의 비디오 주석 도구의 설계와 

구현에 대해 소개한다.

주석 데이터 생성을 위한 비디오 콘텐츠 분석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 연구는 주로 심층 신경망 기술을 

이용하여 비디오 프레임에 등장하는 객체(인물, 물

체 등)를 탐지한 후 이를 다시 사용자가 수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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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비디오 프레임 내 객체 

영역을 수동으로 검출해주면 심층 신경망 기반 물체 

추적기(tracker)가 이후 프레임들에서 해당 물체를 

추적하는 방식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단

순히 비디오의 각 프레임 영상별 등장 물체만을 탐지

해냄으로써 생성 가능한 주석 데이터에 제한이 많았

고, 사람이 전처리 혹은 후처리 작업에 개입해야 하

는 반-자동 방식이어서 대규모 비디오 데이터 집합

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Fig. 1과 같이 다양한 요소가 포함

된 긴 드라마 비디오에서 각 씬(scene) 혹은 샷(shot)

단위의 다양한 메타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

는 심층 신경망 기반의 자동화된 비디오 주석 도구 

AnoVid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드라

마 비디오 주석을 위한 메타 데이터 스키마를 설계하

였고, 이 스키마를 토대로 개발된 AnoVid 비디오 주

석 도구는 물체 탐지(object detection), 장소 인식

(place recognition), 시간대 인식(time recognition),

인물 인식(character recognition), 행동 인식(activity

recognition), 설명문 생성(description generation)을 

위한 총 6가지의 심층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복합

적인 주석 데이터를 생성한다. 또한, 비디오 주석 도

구 AnoVid는 비디오별로 JSON 형태의 주석 데이터 

파일을 자동 생성하는 기능 외에, 비디오 콘텐츠 분

석 결과를 해당 비디오와 장면 그래프 형태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화 기능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tvN 드라마 “미생” 비디오 데이터를 이

용하여 AnoVid의 심층 신경망 모델 학습과 성능 실

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AnoVid의 실질적인 

효용성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론에 이어 2장

에서는 비디오 자동 주석과 연관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비디오 메타 데이터 스키마 설

계와 학습 데이터 구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비디오 주석 도구 AnoVid의 설계에 대해 설명하고,

5장에서는 AnoVid의 구현과 성능 실험을 소개한다.

끝으로 6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를 요약한다.

2. 관련 연구

2.1 비디오 메타 데이터

비디오를 포함한 멀티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표준 

메타 데이터 형식으로는 Dublin Core[1], MPEG-7

MDS[2] 등이 있으며 검색,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XML, RDF 형태로 다양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정의된 표준화 된 메타 데이터 집

합이다. Dublin Core는 ISO 15836으로 표준화 되었

으며, 동영상, 소리, 이미지, 텍스트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하여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단순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MPEG-7 MDS는 Dublin Core보다 더 세밀히 

정의된 메타 데이터로, 미디어 매체의 내용을 직접적

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방대한 종류의 스키마를 정의

해 놓은 기법이다.

Fig. 2는 이러한 표준을 바탕으로 연구된 온톨로

지들의 예를 보여준다. (a)의 Drammar[3]는 특정 스

토리 플롯에 따라 구성되는 드라마 온톨로지를 정의,

활용한 연구로 드라마 내 컨텐츠의 시멘틱(seman-

tic) 정보를 포함하여 설계하였다. 한편 (b)의 Onto

Media[4]는 영화나 소설에 초점을 맞춰 계층적 구조

로 정의한 온톨로지로, 크게 미디어 내 등장하는 객

체와 사건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인 예시로 

콘텐츠 메타 데이터 중 하나인 영화 메타 데이터에는 

대표적으로 제목, 장르, 제작국가, 출연자, 감독, 작

Fig. 1. The DNN-based tool for video an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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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급, 평점, 줄거리, 배역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규 메타 데이터 스키마는 표준 스키마를 

참고하여, 씬, 샷 단위의 영상 내 포함된 부가적인 

정보들을 추가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등장인물에 대

한 행동, 해당 영상의 시간대, 장소, 모든 영상 정보를 

포함한 설명문 등이 있다.

2.2 비디오 주석 도구 

비디오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

해서는 영상 콘텐츠에 대한 많은 양의 주석 데이터들

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Fig. 3과 같이 비디오의 

주석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비디오 주석 도구들이 개발되어왔다. 하지만 주석 도

구에 따라 생성할 수 있는 주석 데이터의 형태가 다

르므로, 사용자는 생성하고자 하는 주석 형태에 따라 

주석 도구를 선택하여 이용해야 한다.

일부 주석 도구들은 비디오 내에서 특정 시간 구

간을 선택하고,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라벨을 생성하

는 기능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주석 도구로는 Advene

[5]와 ELAN[6]가 있다. Advene는 서로 다른 시간 

구간의 라벨들을 생성하여, 한 비디오 내에 발생한 

다양한 이벤트를 기록할 수 있고, ELAN는 한 시간 

구간에서 클래스 간의 계층 구조를 생성함으로, 특정 

클래스의 속성이나, 하위 클래스들을 기록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주석 도구들은 특정 시간 영역에 

대한 라벨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특정 프레임 내 인

물 및 사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계 상자(Bounding

box)를 생성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한 일부 주석 도구

들은 특정 프레임에서의 경계 상자를 주석으로 생성

하는 기능을 제공하였으나, 프레임별 주석 생성은 사

(a) (b)

Fig. 2. Multimedia ontologies: (a) Drammar ontology, (b) OntoMedia ontology.

(a) (b)

Fig. 3. Video annotation tools: (a) ELAN, (b) Dark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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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게 큰 노력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점차 자동

화 기능이 추가된 주석 도구들이 발전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EVA[7], DarkLabel[8], VoTT[9],

VATIC[10]과 같은 반-자동 도구들은 마우스 드래

그 방식으로 사용자가 쉽게 경계 상자를 생성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전 프레임의 경계 상자를 기반으로 

Cam-Shift 알고리즘, 물체 추적기(Tracker)알고리

즘 등을 사용하여 경계 상자 간의 위치적 차이를 고

려해 다음 프레임의 경계 상자를 추가 예측하는 기능

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주석 도구들은 

저마다 지원하는 주석 형태가 다르고 모두 다른 형식

(format)을 갖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다루기 어려

우며 단순히 영상 내 등장하는 인물, 사물 위주의 정

보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주석 데이터를 생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게다가 자동화 기능을 지

원하는 일부 주석 도구들은 수동 생성된 주석 데이터

를 보간하여 생성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동화 기능을 

지원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석 도구는 

다양한 종류의 주석 데이터 생성 기능을 지원하고,

생성되는 주석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JSON

형식으로 저장한다. 또한, 생성된 메타 데이터를 검

증하고, 지식화하기 용이하도록 동영상 및 장면 그래

프 형태로 시각화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2.3 비디오 주석 모델

얼굴 인식은 최근까지도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로 

이미지 또는 비디오 내에 존재하는 얼굴 영역 및 랜

드마크를(face-landmark) 검출하고, 후보 영역에서 

추출된 정보에 얼굴 정렬(face-alignment), 영상 정

규화(image normalization)와 같은 전처리를 적용하

여 인식 성능을 높여왔다. 최근, 얼굴 인식 분야에 CNN

을 적용하면서 Face R-FCN[11], SFD[12], MTCNN

[13] 등이 등장하였고, 그중에서도 MTCNN은 얼굴 

인식과 정렬을 동시에 예측하는 계단식 구조의 얼굴 

인식기로 빠른 처리 속도 및 높은 인식 성능을 보인

다. 최근에는 [14]와 같이 C3D를 활용하여 비디오 내 

등장하는 얼굴 인식 성능을 높인 연구도 존재한다.

물체 탐지 기술은 컴퓨터 비전 처리의 가장 큰 핵

심 문제로, 물체 탐지에 많이 사용되는 합성 곱 신경

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기반의 물

체 탐지기들은 크게 두-단계 탐지기(two-phase de-

tector)계열과 단일-단계 탐지기(single-phase de-

tector)계열로 나눌 수 있다. 두-단계 탐지기[15-18]

들은 영상에서 후보 영역들을 제안한 후, 각 후보 영

역들에 대한 분류 작업을 수행한다. 반면, 단일-단계 

물체 탐지기[19-23]들은 이미지 내에서 모양과 크기

가 다른 다양한 경계 상자(anchor box)를 사용하여 

후보 영역들을 생성하고, 그와 동시에 후보 영역들에 

대한 분류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단일-단계 물체 

탐지기들은 두-단계 탐지기들보다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성능 면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RetinaNet[24]은 Focal-

Loss를 사용하여 단일-단계 탐지기이면서도 기존의 

모든 탐지기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행동 인식 기술은 비디오에서 행동이 발생하는 시

간 구간을 알아내고, 해당 시간 구간에 해당하는 행

동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기존 컴퓨터 비전 연구 중 

심층 신경망을 사용한 행동 인식 연구[25, 26]들에서

는 비디오를 일정한 크기의 클립(clip) 단위로 분할하

여 클립 별 행동을 예측한 후, 같은 행동을 갖는 연속

된 클립을 연결하여 전체 영상에 대한 행동 인식결과

를 얻어내었다. 이때 행동 분류 과정[27, 28]에는 연

속된 프레임들을 함께 이용하여 움직임에 대한 시각

적 특징을 추출하였고, 다중프레임에 대한 시각 특징

을 추출하기 위해선 합성 곱 신경망 기반의 C3D

(Convolutional 3D)가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러한 연구들은 전체 인물의 몸체를 바탕으로 연속적

인 프레임에 대한 행동을 예측하는 모델들로, 본 연

구에서 사용하는 “미생”과 같이 단순히 바스트 샷

(Bust shot) 위주의 동영상이나, 몸체가 나오지 않는 

비디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각정보를 추출하지 못

하기 때문에 낮은 성능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행동 인식 모델은 영상을 클립 단위로 

잘라 각 클립의 대표 프레임(Key frame)의 시각정보

와 벤치마크 데이터 집합을 미리 선행 학습시킨 C3D

를 통한 연속적인 프레임에 대한 시각정보를 복합적

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연속적인 클립별 정보

로부터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대표적인 순환 신경망 

중 하나인 LSTM을 추가하여 앞뒤 클립 간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입력 영상을 분석해 장면을 인식하는 영상 기반 

장면 인식 기술은 인식 알고리즘이나 모델은 복잡하

고 가변적인 환경에서도 높은 인식 정확성, 동시에 

실시간 응용을 위해 빠른 인식 속도도 함께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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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에는 조명(illumination), 겹침(occlusion), 복

잡한 배경(complex background), 영상 노이즈(image

noise)와 같은 노이즈를 줄이며, 빠르고 정확한 인식

을 위하여 합성곱 신경망에 여러 알고리즘을 적용하

는 방법[29]들이 등장하였다. 이를 응용하여 장소 인

식기로써 [30]와 같은 연구들은 ImageNet[31]같은 

물체 인식 데이터 집합으로 미리 사전 학습시킨 네트

워크를 장소 인식에 특화된 Places[32] 같은 데이터

로 재-학습시켜 사용하는 연구들로 장면 내의 특정 

물체를 인지하거나 영상 패턴을 학습하는 방식을 제

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의 비

디오에 대한 설명문(description) 생성 연구는 인코

더-디코더 구조(encoder-decoder framework)의 종

단 간 신경망 모델(end-to-end neural network)[33-

35]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는 비디오를 입력받아 합

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한 뒤 순환 신경

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통해 인코

딩하고, 다시 순환 신경망으로 디코딩하여 자연어 문

장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입력 

비디오에 대한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활용하기 위하

여 고-수준(high-level) 특징인 의미 특징(semantic

features)을 함께 활용하는 연구[36]들이 제안되었

다. 또한, 입력 특징들에 적절한 주의집중(attention)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캡션 생성 성능을 높이는 연구

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 메타 데이터 스키마와 학습 데이터 구축

3.1 메타 데이터 스키마 설계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자동 주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메타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비디오는 씬(Scene), 샷(Shot), 프레임

(Frame)의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씬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 샷

은 카메라가 작동을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 얻어진 일

련의 화면, 그리고 프레임은 필름에서 상이 맺힌 하

나의 독립된 공간으로서 정사진이나 한 장의 그림에 

해당하는 비디오의 시간적 최소단위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디오 계층 구조에 따라 씬, 샷,

프레임에 대하여 각각 주석 스키마를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 정의한 씬 스키마는 Table 1에 기술

된 바와 같이 비디오 파일 관련 스키마와 씬에 포함

된 내용 관련 스키마로 이루어져 있다. 씬은 일련의 

샷들로 구성되어 있고, 샷은 일련의 프레임들로 구성

되어 있다. 따라서 씬은 다수의 샷과 프레임을 포함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씬, 샷, 프레임 모두에서 동일

한 비디오 파일 관련 정보를 씬 스키마로 설계하였

다. 또한, 씬의 경우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

는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을 의미하므로, 장소와 시간

대 정보 또한 씬 스키마로 정의하였다. 이 외에도 해

당 씬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행동, 씬의 내용을 설명

하는 설명문 리스트도 씬 스키마에 포함된다.

Table 1. Scene schema

Element Type Description

Video_id String Video identifier

Scene_id String Scene identifier

Width Int Width of image frame

Height Int Height of image frame

Duration Int Playtime

FPS Int Frames per second

Num_frame Int Number of frames

Num_shot Int Number of shots

Characters List List of character IDs

Activities List List of activity IDs

Place_id String Place identifier

Timezone_id String Timezone value

Descriptions List List of d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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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정의한 샷 스키마는 Table

2에 기술된 바와 같다. 샷 스키마는 씬 스키마와 유사

하게 샷 파일 관련 스키마와 샷에 포함된 내용 관련 

스키마로 구성되어 있다. 샷은 씬의 구성요소이고,

일련의 프레임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샷이 속

한 씬 ID 정보와 샷에 포함된 대표 프레임(key frame)

ID 정보를 샷 스키마로 설계하였다. 또한, 샷에 등장

하는 인물과 인물의 행동, 감정 정보도 샷 스키마에 

포함된다. 그리고 Table 2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시선 

방향 정보, 관계(호의/적의) 리스트, 상대 배우 정보

도 샷 스키마에 정의되어 있다. 시선 방향 정보는 샷

에 등장하는 인물의 시선이 영상 기준으로 위, 가운

데, 아래 중 어느 방향인지를 나타내는 정보이고, 관

계(호의/적의) 리스트와 상대 배우 정보는 현재 샷에 

등장하는 인물의 상대 배우와 상대 배우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정의한 프레임 스

키마는 Table 3에 기술된 바와 같다. 먼저 해당 프레

임이 속한 비디오, 씬, 샷 ID 정보와 해당 프레임의 

ID 정보가 프레임 스키마에 포함된다. 그리고 프레임

에 등장하는 인물과 물체정보, 인물 간의 방향 관계 

리스트, 감정 리스트를 프레임 스키마로 정의한다.

또한, 프레임은 정사진에 해당하므로 인물, 물체 탐

지를 위해 필요한 경계 상자(bounding box, bbox)정

보도 프레임 스키마에 정의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 스키마에 따라 

메타 데이터를 구성하며, 이때 구성 데이터 중 인물,

물체, 행동, 장소, 시간대, 설명문 6가지의 정보를 심

층 신경망 모델로 인식하여 메타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구축

앞서 정의한 스키마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tvN 드

라마 ‘미생’을 사용하여 주석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드라마 ‘미생’은 회사 내에서 직장인의 사회생활을 

Table 2. Shot schema

Element Type Description

Video_id String Video identifier

Scene_id String Scene identifier

Shot_id String Shot identifier

KeyFrames List List of keyframe IDs

Characters List List of character IDs

Actions List List of activity IDs

Emotions List List of emotions

Eyeline_direction String Eye-line direction

Adversarial_relation List List of adversarial relations

Counterpart String Counterpart actor

Table 3. Frame schema

Element Type Description

Video_id String Video identifier

Scene_id String Scene identifier

Shot_id String Shot identifier

Frame_id String Frame identifier

Characters List List of character IDs

Character_positions List List of face bounding boxes

Objects List List of object IDs

Object_positions List List of object bounding boxes

Directional_relation List List of directional relations

Emotions List List of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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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드라마로 시나리오상 다양한 등장인물 간

의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토리 플롯을 구성하

고 있는 드라마다. 본 드라마는 총 20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내와 실외 장면이 다양하게 등장하며, 그

중 회사 내 사무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Table 4는 드라마 콘텐츠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 구현한 심층 신경망 모델의 학습/검증 데이

터에 대한 사양을 정리한 것으로, 이때 등장인물은 

조연을 “someone”으로 정의하고, 그 외 주요인물 6

명을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현재 주석 데이터

를 생성할 드라마 미생의 경우, 드라마의 특성상 인

물의 바스트 샷을 위주로 제작된 영상 컨텐츠이다.

따라서, 행동이나 장소, 시간대의 경우, 실제 드라마 

내 자주 등장하는 클래스로 단순화하여 정의하였다.

이때 장소의 경우, 드라마 내 장소를 인식하기 위

하여 1∼5, 10∼11화 에피소드를 토대로 훈련 및 검

증용 데이터 집합을 제작하였으며, 이때 Table 5의 

“Element(Eng)” 축은 실제 자동 분류되는 클래스 

명, “Element(Kor)” 축은 해당 데이터의 의미를 나타

낸다. “Data” 축은 실제 미생 드라마 내 대본에 명시

된 장소명이며, 이 표현은 매우 세세하고, 방대하므

로 “Data” 축에 등장하는 장소들을 총 12개의 클래스

로 단순화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Table 4. Training data specification

Element
Dataset # of

Labels
Labels

Train Test

Character 40,749 1,708 7
N/A(someone), janggeurae, ohsangsik, kimdongsik,
anyoungyi, jangbaekki, hanseokyul

Activity 1,759 195 10
N/A, calling, conversation, driving, eating, going_to_
work, leaving_work, meeting, presentation, working

Place 20,074 8,721 13
N/A, lounge, office, rooftop, office_pantry, corridor, car,
stairway, storage, outdoor, meeting_room, restaurant

Timezone 23,781 8,450 2 daytime, night

Object 246,690 81,434 80
N/A, tie, monitor, laptop, car, cup, book, potted_plant,
chair,…

Description 1,700 190
[voca]
44

–

Table 5. Place schema

Element(Eng) Element(Kor) Data

N/A N/A -

lounge 휴게실 휴게실 (안)

office 사무실 부서별 사무실, 부장실

rooftop 옥상 옥상(정원), 헬기 옥상,

office pantry 탕비실 탕비실

corridor 복도
계단문밖, 소회의실2 밖, 협렵업체 밖, 감사실 문 앞,

탕비실 앞 통로, 15층 인근 통로

car 자동차 안 자동차 안, 트럭 안

stairway 계단 사무실 계단 참

storage 창고 창고, 평택 서부화학 창고마당, 협력업체 밖 일각, 15층 창고 안

outdoor 야외 공원, 거리 일각, 건물 뒷마당, 건물 외경, 고속도로, 서리, 회사 로비 밖

meeting room 회의실 각종 회의실

restaurant 음식점 술집,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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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편 드라마 내 물체 인식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의 경우, 이미 물체 탐지용 데이터로 잘 알려진 MS

COCO[37] 벤치마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MS COCO

데이터의 경우 80개의 클래스를 보유하고 있는 대규

모 물체 탐지용 데이터로 드라마에 등장하는 대다수

의 사물을 다 보유하고 있기에 그대로 활용하였다.

Table 6은 설명문 생성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학

습 데이터에 대한 템플릿(template)을 정의한 것으

로, 주체자에 따른 행동 라벨을 기준으로 설명문 템

플릿을 정의하고 정의한 템플릿에 맞춰 학습 데이터

를 생성하였다. 이때, Table 6의 actor, place, time-

zone의 경우, 앞서 정의한 Table 4의 값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연어 문장 데이터 집합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비디오 주석 도구의 설계

4.1 설계 개요

Table 1과 같이 정의된 스키마에 따라서 주석 데

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자동 주석 도구를 

설계한다. 자동 주석 도구는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

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포함한다. 먼저 주석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능, 생성된 주석 데이터를 시각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 기능, 그리고 주석 데

이터 생성에 사용되는 모델들의 성능 평가 기능이 

자동 주석 도구에 포함된다. 먼저 자동으로 주석 데

이터를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력과 출

력 데이터 형태를 정의한다. 입력으로는 씬 단위의 

비디오들을 입력받고, 다양한 문제에 쉽게 사용될 수 

있는 JSON 형태의 주석 데이터를 출력으로 정하였

다. Table 1과 같이 정의된 스키마는 비디오 ID, 프레

임 개수 등과 같이 영상 파일로부터 바로 알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인식을 통해 알아내야 하는 등장인

물,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포함한다. 자동 주석 

도구에서는 인식이 필요한 주석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학습된 심층 신경망 모델들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등장인물, 물체, 장소, 시간대, 행동, 설명문을 

인식 및 생성할 수 있는 6가지 심층 신경망 모델들을 

정의한다. 각 모델은 생성하려는 주석 데이터 종류에 

따라 독립적으로 학습된다. 그리고 자동 주석 생성 

시에는 학습된 모델들을 모두 이용하여 입력된 씬 

영상에 해당하는 주석 데이터들을 생성한다.

시각화 기능은 씬 영상으로부터 자동 생성된 JSON

형태의 주석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사용자에게 나타

낸다. 구체적으로는 자동 생성된 인물, 물체, 장소,

시간대, 행동, 설명문을 영상의 흐름에 맞추어 영상

과 함께 나타내며, 장면 그래프 형태의 시각화도 포

함한다. 또한, 시각화 기능은 생성된 주석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 주석 데이터 생

성 기능과 병행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

와 같은 시각화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생성된 주석 

데이터가 적절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성능 평가 

기능은 주석 데이터의 생성과 별개로 주석 데이터를 

생성하는 각 모델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

는 주석 데이터 생성에 사용될 수 있는 모델 중 미생 

드라마에 제일 적절할 모델을 선택하기 위함이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보다 나은 모델을 선택하고 

해당 모델로부터 주석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4.2 심층 신경망 모델

앞서 4.1절에서 언급한 대로 본 논문에서 주장하

는 자동 주석 도구는 등장인물, 물체, 장소, 시간대,

행동, 설명문 총 6종류의 데이터를 씬(scene) 단위 

영상에 대하여 생성, 인식할 수 있는 심층 신경망 모

델을 정의하였다.

이 중, 인물 인식 모델은 자동화 데이터 생성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실제 Table 4에서 정의한 

것처럼 총 7가지의 클래스(“N/A(someone, 조연), 장

그래, 오상식, 김동식, 안영이, 장백기, 한석율”)에 대

Table 6. Description template

Description Template

(actor)

(is/are) meeting

in (place)

at (timezone)

(is/are) shopping

(is/are) eating

(leaves/leave) work

(goes/go) to work

(is/are) driving

(has/have) presentation

(has/have) conversation

(is/are) calling

(is/are) working

(is/are) stu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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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물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 인물 인식 모델은 한정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Fig. 4과 같이 크게 얼굴 탐지부(Face de-

tection), 얼굴 분류부(Face classification)로 나뉘고,

이는 다시 이중 얼굴 인식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MTCNN[13]과 커스텀 CNN 구조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물체 탐지 모델의 경우, Fig.

5와 같이 2.3절에서 언급했던 대로 실시간 물체 탐지

가 가능한 Retina-Net을 기반으로 구성된 모델로,

MS-COCO[37] 벤치마크 데이터 집합을 기반으로 

미리 학습시킨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

으로 모델이 예측한 물체들 중 “노트북, 키보드, 차,

넥타이 등….” 과 같은 드라마 내용에 적합한 일부 

물체만을 필터링하여 메타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정의한 행동 인식 모델은 Table 4에서 정의

된 스키마에 따라서 씬 영상 단위로 행동을 인식한

다. 또한, 효과적으로 행동을 인식하기 위해서, 씬 영

상을 여러 클립(clip)으로 분할 하고 클립별로 행동을 

인식한다. Fig. 6은 이러한 행동 인식 모델의 구조를 

나타내며, 행동 인식 모델은 각 클립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단일 프레임을 입력받는 CNN과 

여러 프레임을 동시에 입력받는 C3D를 함께 사용한

다. 먼저 CNN은 클립의 제일 첫 번째 프레임을 해당 

클립의 대표 프레임(key frame)으로 선택한 후, 해당 

정적 이미지에 대한 시각 특징을 추출한다. 이와 반

대로 C3D는 여러 프레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므

로 해당 클립의 시각적 변화를 고려한 시각 특징을 

추출한다. 하지만 미생과 같이 등장인물 간의 대화가 

주를 이루는 영상만으로 C3D를 학습하는 것은 타 

영상에 대하여 일반화를 이룰 수 없으므로, 이에 따

라 벤치마크 데이터 집합 UCF101[38]로 C3D만을 따

로 선행 학습(pre-train)한 후, 미생 데이터에 대하여 

미세 조정(fine-tuning)하여 일반화를 이룰 수 있도

록 하였다.

이후, 두 신경망을 통해 추출된 각 시각 특징을 

결합(concatenate)하여 순환 신경망인 LSTM에 입

력하게 되는데, 이때 LSTM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되어 얻는 클립 간의 맥락 정보를 추출할 수 있

Fig. 4. Character detection model.

Fig. 5. Object dete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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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최종적으로 각 클립마다 얻어진 특징으로부

터 MLP(Multi-Layer Perceptron)를 거쳐 행동을 예

측한다. 그리고 연속된 클립 중 동일한 행동 집합이 

나올 경우, 이를 하나로 합쳐 각 행동의 시간 구간을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씬 영상에서 

등장한 여러 행동들의 라벨과 해당하는 시간 구간을 

인식할 수 있다.

장소 인식 네트워크 (PRN)는 Fig. 7와 같은 구조

의 합성곱 신경망(CNN)으로 구성된다. 이 네트워크

는 Places[32]데이터 집합으로 미리 사전 학습시킨 

장면 인식 네트워크를 ‘미생’ 드라마에서 수집한 새

로운 장소 별 영상 데이터들로 재-학습시켜 사용한 

모델로 마지막 입력 영상에 대하여 완전 연결 계층

(Fully Connected layer)를 바탕으로 Table 5에서 정

의한 12개의 클래스로 분류하게 된다.

시간대 인식 모델은 장소 인식 모델과 같이 CNN

기반의 심층 신경망 모델로, Fig. 8과 같은 분류

(classification) 구조를 갖고 있다. 이때 영상 특징 데

이터 추출에 탁월한 ResNet-18 기반의 모델을 바탕

으로 설계하였으며, 본 모델은 Table 4에 기재된 데

이터 사양과 클래스 종류만큼 자체적으로 학습 데이

터를 생성하여, 모델을 학습시켰다.

설명문 생성 모델은 Fig. 9와 같은 구조로, 드라마

의 특성상 영상 대부분이 인물의 얼굴 위주로 구성되

Fig. 6. Activity detection model.

Fig. 7. Place recognition model.

Fig. 8. Timezone recogni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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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인물의 대사가 영상의 내용 파악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소리 없는 영상을 입력

으로 사용하여 설명문을 생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른 요소 모델들을 통해 

인식한 장면 구성 요소(scene component)인 인물,

행동, 장소, 시간대 정보를 활용하여 설명문을 생성

한다. Table 6에 묘사된 바와 같이 인식된 인물, 행동,

장소, 시간대 정보를 입력받아 LSTM을 통해 스스로 

자연어 문법에 맞도록 설명문을 생성하게 된다.

5. 구현 및 실험

5.1 모델 구현과 학습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자동 주석 생성 도구

를 위해 여러 신경망 모델을 구현하였다. 이때 모델

의 학습 과정에는 앞서 언급한 미생 기반의 학습용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학습과 검증 데이터의 

구성 비율은 8:2 정도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하였다.

얼굴 인식 모델은 심층 신경망 라이브러리인 Keras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얼굴 인식 모델에서 MTCNN

은 기존에 미리 학습된 네트워크를 차용하였으며, 얼

굴 분류 네트워크의 경우 미생 드라마에서의 얼굴 

데이터로 학습하였다. 모델 학습을 위한 손실 함수

(loss function)는 식 (1)과 같이 범주별 크로스엔트

로피(categorical cross-entropy)를 사용하였고, 최

적화 알고리즘은 Adam을 사용하였다. 학습 과정에 

사용한 batch size는 64, epoch은 15으로 설정하였다.

  


  



log log (1)
물체 탐지 모델의 경우, Keras로 구현된 Retina

Net을 사용하였으며, 모델 학습을 위해 80개의 물체 

클래스로 이루어진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MS-COCO

를 이용하였다. 손실 함수는 물체 영역 인식에 대한 

손실로 Smooth L1을, 물체 분류에 대한 손실로 범주

별 크로스엔트로피(categorical cross-entropy)를 사

용하였다. 그리고 최적화 알고리즘으로는 Adam을 

사용하였다. 행동 인식 모델은 Keras로 구현하였다.

행동 인식 모델 중 C3D는 벤치마크 데이터셋 UCF-

101을 통해 사전 학습하였다. 그리고 미생 데이터셋

을 이용하여 End-to-End로 학습하였다. 손실 함수

는 각 클립의 분류 결과에 대한 범주별 크로스엔트로

피(categorical cross-entropy)를 사용하였고, 최적

화 알고리즘으로는 Nadam을 사용하였다. 학습 과정

에 사용한 batch size는 32, epoch은 30으로 설정하였

다.

장소 인식 모델의 경우 Pytorch로 구현하였으며,

Places365 데이터 집합으로 미리 학습된 ResNet-

152 기반의 장면 분류 네트워크를 드라마 미생 학습

용 데이터 집합으로 추가 학습시킨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였다. 모델 최적화 알고리즘은 SGD, 손실 함

수는 식 (1)에 표현된 범주별 크로스엔트로피(cate-

gorical cross-entropy)를 사용하였으며, batch size

는 128,. epoch 90, learning rate 0.1를 사용하였다.

시간대 인식 모델은 Keras로 구현하였으며, 이미지 

특징 추출에 탁월한  Resnet-18 모델을 바탕으로 구

현하였다. 모델 최적화 알고리즘은 Adam을 사용하

였고, 손실 함수는 범주별 크로스엔트로피(categor-

ical cross-entropy)를 사용하였다. 학습 과정에 사용

한 batch size는 64, epoch은 20이다.

한편, 설명문 생성 모델은 Keras 라이브러리를 이

용하여 구현하였다. 설명문의 최대 길이는 15단어로 

제한하였고 구성하는 단어의 총 개수는 44개, <EOS>

Fig. 9. Description gener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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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전까지를 생성한 설명문이라 간주하였다. 설명

문 생성 모델은 장면 구성 요소들(인물, 행동, 장소,

시간대)과 자연어 설명문 쌍으로 이루어진 설명문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되었다. 모델 최적화 알

고리즘은 RMSprop을 사용하였고 손실함수는 식 (1)

에 표현된 범주별 크로스엔트로피(categorical cross-

entropy)를 사용하였으며, batch size는 10, epoch은 

100으로 설정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5.2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Fig. 10은 구현된 자동 주석 도구의 메인 화면을 

나타낸다. 먼저 그림의 (A)에서는 입력 영상들의 경

로와 주석 데이터를 저장할 경로를 정할 수 있다. 자

동 주석 도구에서는 에피소드 폴더 별로 씬 영상들이 

정의되었다고 가정하고, 해당 에피소드 폴더들의 상

위 경로를 입력하면 그 하위 경로에 존재하는 모든 

씬 영상들을 인식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리고 (B)에

서는 주석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 (B)의 에피소드에 대한 체크 박스들은 (A)의 

‘Video Path’에 존재하는 에피소드들과 일대일 대응

된다. 체크 박스를 체크하면 해당하는 에피소드에 포

함된 모든 씬 영상을 입력 영상들로 사용하도록 구현

하였다.

Fig. 11은 자동 주석 데이터 기능을 통해서 생성된 

주석 데이터의 예시를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스키마

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JSON 형태에 맞게 표현하며,

주석 데이터가 생성되는 계층 수준에 따라 씬 수준 

또는 프레임 수준으로 각 주석 데이터들을 저장한다.

(C)에서는 생성된 주석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기

능을 제공한다. 시각화 기능은 (A)의 ‘Video Path’에 

존재하는 영상의 주석 데이터가 ‘Output Path’에 존

재할 때, 즉 주석 데이터가 생성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콤보 박스에서는 시각화하고자 하는 영상을 선

택하며, ‘U’ 버튼은 콤보 박스를 최신 상태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play’ 버튼은 해당 영상의 시

각화를 시작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버튼을 누를 

시 Fig. 12, Fig. 13과 같은 시각화 화면이 나타난다.

시각화 기능은 동영상 형태의 표현과 장면 그래프 

Fig. 10. Configuration of the main screen of the AnoVid 

video annotation tool.

Fig. 11. Example of annotated data.

Fig. 12. Visualizing the annot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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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표현법으로 나뉘며, 우선 동영상 기능의 경

우, Fig. 12와 같이 해당 영상을 재생하면서 주석 데

이터인 인물, 물체, 장소, 시간대, 행동, 설명문을 함

께 나타낸다. 인물과 물체의 경우에는 경계 상자

(bounding box)로 해당하는 영역을 나타내고, 해당 

영역에 대한 클래스를 경계 상자 위에 출력하여 표시

한다. 그리고 장소, 시간대, 행동은 영상의 흐름 중 

현재 프레임에 맞는 클래스를 좌측 상단에 출력한다.

마지막으로 설명문은 영상 아래에 별로도 출력되며,

영상의 시간에 따라서 해당 시간에 설명문이 존재하

면 출력한다. 그리고 각 설명문은 시간 구간과 함께 

표시된다.

Fig. 13은 장면 그래프 형태의 시각화 기능이며,

Fig. 12의 영상이 재생될 시, 이와 동시에 지속해서 

장면 그래프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장

면 그래프의 구성요소는 인물, 장소, 시간대, 행동,

관계성으로 구성되며 이중 관계성을 제외한 나머지 

값은 생성된 메타 데이터 JSON으로부터 가져오게 

된다. 관계성의 경우, 크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성

과 사람과 행동 간의 관계성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

중 사람 간의 관계성은 세부적인 단계인 사회적 관

계, 위치 관계, 거리 관계로 나뉠 수 있다. 사람과 행

동 간의 관계성의 경우, 각 행동의 종류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뉘며 이에 따른 상세한 장면 그래프의 속

성은 Table 7에 정의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D)에서는 성능 평가 기능을 제공한

다.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인물, 물체, 장소, 시

간대, 행동, 설명문에 따른 평가 데이터가 미리 요구

된다. 성능 평가 결과는 Fig. 14처럼 Fig. 10 (D)의 

빈 여백 부분에 출력된다.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먼

저 평가하고자 하는 모델들을 (B)에서 선택하고, (D)

의 ‘test’ 버튼을 눌러서 성능 평가를 진행한다. 성능 

결과는 Fig. 14처럼 각 모델에 알맞은 척도로 표현되

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평가 데이터 중 

올바르게 예측한 경우의 수와 총 평가 데이터의 수를 

Fig. 13. Visualizing the scene graph.

Table 7. Scene graph representation

Value

Entity List Character, Activity, Timezone, Place

Relation List

Person - Person

Social Relationship subordinate – superior, co-worker

Positional Relationship close, far

Distant Relationship left, right

Person - Activity

participant conversation, meeting, presentation

worker working, leaving_work, going_work

driver driving

caller calling

eater eating

Fig. 14. Visualizing the model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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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타낸다.

5.3 성능 실험

본 논문에서 설명한 자동 주석 데이터 생성 도구

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각 모델 별 학습, 평가용 데이

터를 생성하였다. 각 모델의 종합적인 성능 실험 결

과는 Table 8에 요약하였다.

우선, 인물 인식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집합의 

경우, 훈련 데이터는 40,749개, 검증용 데이터는 

1,70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 설계한 모델

의 경우, 평가용 데이터 집합에 대하여 mAP(Mean

Average Precision)@0.5 수치값이 약 82%의 정확도

를 보여주었다. 물체 탐지 모델을 위한 데이터 집합

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MS-COCO[37] 데이터 

집합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는 246,690개,

평가용 데이터는 81,43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용 데이터 집합에 대하여 mAP(Mean Average Pre-

cision)@0.5 수치값이 약 54%의 정확도를 보였다.

장소 인식용 데이터 집합은 훈련용 데이터 20,074

개, 평가용 데이터 8,721개 제작하였다. 평가용 장소 

인식 데이터 집합에 대한 정확도(Accuracy)를 측정

했을 때 약 70%의 성능을 보이며, 시간대 인식의 경

우, 훈련용 집합은 23,781개 평가용 집합은 8,450개를 

제작하였다. 시간대 인식의 경우, 장소 인식 모델과 

동일하게 평가용 데이터 집합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

하였으며, 약 86%의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설명문 생성 모델은 METEOR 평가 지표에서 약 

96%의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설명문 생성 모델이 

영상으로부터 설명문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된 장면 구성요소들로부터 설명문을 생성하고, 설명

문 학습 데이터가 다양한 자연어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성능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사용한 설명문 생성 모델이 자연어 문장

을 알맞게 생성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델의 설

계 특성상 인식된 장면 구성요소에 오류가 있다면 

설명문도 실제 장면과 다르게 생성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Table 9, 10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행동 인식 모델

의 성능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두 표는 각각 모델이 

1)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클래스 한 개만(Top 1

score)을 예측했을 때와 2) 확률적으로 높은 클래스 

두 개(Top 2 score)를 예측할 때를 의미하며, 이때의 

클래스 단위와 전체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보여준다.

모든 척도는 높을수록 좋은 것을 의미하며, Top 1

score에 대한 성능은 약 55%이며, Top 2 score에 대

Table 8. Performance of individual recognition models

Model Performance

Character Recognition Model [mAP@0.5] 82.40%

Activity Recognition Model [Accuracy] 55.00%

Place Recognition Model [Accuracy] 70.21%

Timezone Recognition Model [Accuracy] 85.52%

Object Detection Model [mAP@0.5] 53.70%

description Generation Model [METEOR] 95.52%

Table 9. Performance of the activity detection model 

(Top 1 score)

Activity Class Accuracy Recall F1-score

none 0.42 0.44 0.43

conversation 0.62 0.29 0.39

calling 0.80 0.43 0.56

working 0.42 0.64 0.51

driving 0.33 0.30 0.31

meeting 0.67 0.89 0.77

leaving_work 0.44 0.18 0.26

eating 0.54 0.50 0.52

going_to_work 0.21 0.08 0.11

presentation 0.61 0.95 0.74

avg/total 0.55 0.54 0.52

Table 10. Performance of the activity detection model 

(Top 2 score)

Activity Class accuracy recall f1-score

none 0.70 0.79 0.74

conversation 0.86 0.71 0.78

calling 0.90 0.48 0.63

working 0.61 0.67 0.64

driving 0.54 0.68 0.60

meeting 0.75 0.92 0.82

leaving_work 0.75 0.31 0.44

eating 0.57 0.50 0.53

going_to_work 0.52 0.21 0.30

presentation 0.72 0.96 0.82

avg/total 0.74 0.73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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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능은 74%의 성능을 보인다. 한정적인 성능의 

원인으로는, 학습을 위한 데이터 집합의 개수가 적

고, 클래스별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이와 동시에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드라마 “미생”의 

특징상 인물의 상체인 바스트 샷을 위주로 제작되었

기 때문에 특히나 행동 인식 면에서 낮은 성능을 보

이는 것을 추측된다.

Fig. 1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AnoVid 주석 도구

의 데이터 생성 시간을 분석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다. 이 실험에서는 영상 길이가 서로 다른 총 3개의 

영상에 대하여 각기 다른 여러 조합의 주석 데이터를 

생성했을 때의 소요 시간을 비교하였다. 이때 사용한 

3개의 영상은 드라마 “미생”의 각 에피소드를 의미

하며, 각각 118개, 74개, 71개의 씬 단위 영상으로 쪼

개져 있다. 3개의 영상은 평균적으로 한 씬 당 20.2개 

정도의 샷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샷은 샷을 구성하

는 영상 길이에 따라 20∼340개 정도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그림의 우측 상단은 모든 씬 단위 

영상을 다 더한 전체 에피소드의 재생 시간을 의미한

다. 이러한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델로는 총 4개

가 존재하며, 이때 Model_ACOPTD의 경우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총 6가지 자동 인식 모델을 모두 사용하

여 메타 데이터를 자동 생성했을 때를 의미한다. 그 

외 나머지 세 모델은 명시된 것과 같이 일부 모델만

을 사용하여 메타 데이터를 생성했을 때를 의미한다.

전체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는 Model_ACOPTD

모델을 기준으로, 세 영상에 대한 평균 생성시간은 

약 20.4시간을 보이며, Model_PT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모델(Model_ACO, Model_CO)은 Model_ACOPTD

모델과 시간 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Model_PT가 단순히 해당 씬을 구성하는 전체 이미

지를 토대로 장소와 시간대만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다소 소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면

에, Model_ACO, CO와 같이 영상을 구성하는 매 프

레임 마다 해당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특정 물체, 인

물, 인물에 따른 행동을 예측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

잡하고 계산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 Fig. 16, Fig. 17의 경우 본 주석 도구를 사용

했을 때의 정성 실험으로, 각각 생성한 실제 주석 데

이터와 검증 비디오를 예제로 보여준다. 그림의 상단

은 입력 영상에 대한 순차적인 이미지이며, 하단은 

결과물로 보는 비디오와 장면 그래프의 모습이다. 이 

예들에서 AnoVid가 인식한 비디오 콘텐츠와 생성된 

JSON 형태의 메타 데이터 등을 비교해보면, 자동화

된 비디오 주석 도구인 AnoVid가 실제 비디오 내용

에 부합되는 올바른 결과를 생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긴 드라마 

비디오에서 각 씬 혹은 샷 단위의 다양한 메타 데이

터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심층 신경망 기반의 자

동화된 비디오 주석 도구 AnoVid를 제안하였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 비디오 주석을 위한 

메타 데이터 스키마를 설계하였고, 이 스키마를 토대

Fig. 15. Comparison of runn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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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AnoVid 비디오 주석 도구는 물체 탐지, 장소 인

식, 시간대 인식, 인물 인식, 행동 인식, 설명문 생성

을 위한 총 6가지의 심층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복합적인 주석 데이터를 생성한다. 또한, AnoVid는 

JSON 형태의 비디오 주석 데이터 파일을 자동 생성

하는 기능 외에, 비디오 콘텐츠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화 기능도 제공한다. 본 논문에

서는 tvN 드라마 “미생” 비디오 데이터를 이용한 실

험들을 통해, AnoVid의 실질적인 효용성과 성능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AnoVid의 추가 성능 개선 연

구와 비디오 주석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디오 

합성 기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Fig. 16. First example of video an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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