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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의미적 유사도 기반의 장면 분할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의미적 접근을 통해 기존 연

구에서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고 정확한 장면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의미적 유사도 비교를 Class 

종류 비교, Class별 객체의 개수 비교, 샷 간의 Histogram비교, 객체의 관심영역(ROI) Histogram비교 총 

4가지 규칙으로 정의했고 이때 도출된 4가지 유사도는 전처리를 거쳐 종합 유사도를 계산한다. 또한 의미적 

접근을 통해 연속되는 Shot의 유사도를 비교하고 기준값에 따라 Shot을 묶어서 최종적으로 의미적 유사도

(Semantic Similarity)에 기반한 장면의 경계(Scene Boundary) 분할 방법을 제시한다.

키워드: 의미적 유사도(Semantic Similarity), 장면 분할(Scene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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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인공지능 및 딥러닝의 발전으로 동영상 활용 분야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GPU 발전으로 과거에 불가능했던 실시간 

영상처리가 가능한 단계에 접어들면서 영상 분석, 영상 제작 등 사용자

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장면 분할이 적용되고 있다. 장면 분할을 

위해서는 영상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하기에 객체 

추출과 객체의 정보를 판단하는 연구 또한 활발하다. 본 논문에서는 

Object Detection을 위한 YOLO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영상의 속성을 

정의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Meta Data)를 생성하고 추출된 정보들을 

활용해 의미적 유사도 기반의 장면 분할 방법을 제안한다[1].

II. Related works

2.1 장면 분할 기법

장면 분할 기법은 비디오 요약, 비디오 분석, 내용(Story)에 기반한 

장면 분할과 같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기존 연구에서의 장면 

분할방식은 밝기, 히스토그램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왔다[2]. 히스토그

램과 같이 픽셀 기반의 유사도 비교는 간단하고 장면 분할에서 꼭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지만 객체의 이동, 교차편집 등 잡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유사도 비교를 위한 방법을 독립적으로 적용해 오차와 한계성이 

뚜렷하다. 가장 큰 이유는 의미적 유사도(Semantic Similarity)에 

기반한 접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적 

요소들을 적용하여 종합적인 의미적 유사도 접근을 통한 장면 분할

(Scene Segmentation)방식을 제안한다[2][3].

2.2 객체 검출 및 인식 방법

객체 검출(Object Detection) 방식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어 온 

방식은 YOLO를 통한 방식이다. YOLO는 지금도 꾸준히 새로운 

버전을 내놓으며 발전 중인 딥러닝 API로 Sementic Segmentation, 

Instance Segmentation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장면 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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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인 에 대한 구분은 HSV Channel에 대한 Histogram 

Compare 기법을 적용해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이후 단계인 장면 

분할을 주로 다룬다. 따라서 을 입력으로 사용했고 YOLO를 

활용한 객체 검출 및 Identity를 부여를 통해 Instance Segmentation

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적 유사도 기반의 장면 분할에 활용했다.

III. Scene segmentation

3.1 의미적 유사도의 판단

간의 의미적 유사도란 과 에 포함된 객체들의 

유사도로 정의한다.

Fig. 1. Decision Flowchart for Semantic Similarity

간의 의미적 유사도에 대한 계산과정은 Fig. 1과 같이 이루어

진다. 본 논문에서는 의미적 유사도에 기반한 장면 분할의 방법론을 

주로 다룰 것이고 객체의 Instance segmentation은 2.2절의 설명과 

같이 모두 완료했다. 먼저 입력되는 에 대한 모든 객체에 관한 

정보는 YOLO를 통해 추출했고 객체가 속하는 

Class(Classification), 프레임( )당 검출된 객체의 수, ROI 

기반의 객체의 좌표 정보를 검출할 수 있었다. 의미적 유사도에 기반한 

장면 검출에 활용하기 위해 총 4가지 Rule을 조합해 유사도 검출에 

적용하였고 3장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룬다. 또한 각 Rule 적용을 

통해 얻은 유사도의 Scale 차이로 인한 오차를 방지하기 적절한 

전처리()를 거쳐 최종 유사도인 

  을 도출한다.

3.2 장면 분할을 위한 Rule 적용

이해를 돕기 위한 부호 규약은 다음과 같다.

     

      

      

  




는 객체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었고 유사도를 0~1의 값으로 

정규화하기 위해 를 사용하였다. 의미적 유사도 기반의 장면 분할을 

위해 4가지 Rule을 적용해 유사도( )를 구하고 Rule을 

조합해   을 도출한다.

Rule 1. Similarity of Shot Object Classes

     ⋯          (1)

YOLO를 통해 별로 검출된 모든 객체의 Class를 비교해 

각 별로 몇 개의 Class가 일치하는지를 계산해  

을 도출한다. YOLO는 에 속하는 모든 객체(Object)를 식(1)과 

같이 검출한다. 이때 검출된 객체들은 YOLO가 검출하는 총 80개의 

Class 중 하나이다.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 으로 이어질 때 각 에서 검출된 

모든 객체를 리스트에 담아 중복되는 Class는 하나만 남도록 정리해주

면 각 별로 검출된 Class의 종류를 식(2)와 같이 집합에 담을 

수 있다.

    

             (2)

검출된 Class의 집합 식(2)와 같다고 가정하고  에 대한 

Class 유사도 비교를 Table. 1에 나타냈다. 본 논문에 적용한 YOLO가 

분류하는 Class의 개수는 80개이다. 각 에서 검출된 객체는 

정의된 80개의 Class에 Index Number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에서 검출한 객체의 Class는 80개의 1차원 배열로 나타낼 

수 있고 [1×80] 1차원 배열 2개를 AND 연산하여 Class가 일치할 

때만 1의 값을 가지게 한다.

Table 1. Comparation of Object Classes in Two Sh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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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연산을 적용하면 Class가 동일한 경우에만 ‘1’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모두 합해   도출 식(4)의 분자로 

적용한다. 분모는 식(3)과 같이 과 의 총 객체 수를 비교하여 

더 큰 값을 식(3)과 같이  에 저장한다.

  max           (3)

 

 ∧              (4)

따라서 식 4와 같이 0~1 범위를 가지는 Rule 1.에 대한 의미적 

유사도(  )을 도출할 수 있다. 이때 유사도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다고 정의한다.

Rule 2. Similarity of Object Count between Classes

 ⋯       (5)

YOLO를 통해 별로 검출된 모든 객체의 Class의 수를 

저장해 각 안에 Class별 수를 비교해  을 도출한

다. YOLO로 얻어낸 의 Class 집합은 식(5)의 형태를 띤다고 

할 때  간의 Class 별 객체의 개수 변화는 장면의 의미적 

접근에 유용한 규칙이 될 수 있다. 연속성을 고려해 과 
의 Class 개수를 리스트에 담아보면 식(6)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6)

 max
  

     (7)



    (8)

이 소유하고 있는 객체의 Class별 개수에서 의 개수를 

뺀 값을 분자로 한다. 식(7)과 같이 두 중 더 큰 값을 선택해 

분모로 적용한다. 또한, 1에서 빼주어 한 Class에 대한 

  를 구한다. 와 에 속한 

Class로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

 


  




    (9)

그런 뒤 다른 identity를 가진 모든 Class를 식(9)와 같이 합하고 

으로 나누어  를 구한다. 

Rule 3. Frame Histogram-based Similarity

    ⋯         (10)

모든 에 대한 Frame은 HSV (H:색상, S:채도, V:명도) 

형식 중 H값을 사용한다. 이는 영상의 밝기와 채도 값으로 인한 

오류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는 256 범위이며 H(색상)의 히스토그램 인덱스를 나타낸다. 여기

서 은 마지막 프레임으로 계산하고 는 첫 번째 프레임으로 

계산한다.

 max            (11)

 

         (12)

동일한 장면(Scene)에 속하는 의 경우 각 의 히스토그

램(Histogram)끼리의 유사도가 높다. 따라서 유사도를 구하기 위해 

의 히스토그램과 의 히스토그램을 인덱스별로 빼준 뒤 절대값

으로 변환하여 합산한다. 그리고 그 값을 max 연산을 통해 더 큰 

값을 분모로 가지게 하여 들 간의 히스토그램 유사도를 계산한

다. 

 




         (13)

위에서 구한 히스토그램의 모든 범위( : 0~255)를 합하고 범위의 

최대값 255으로 나누어 rule 3.의  를 구한다.

Rule 4. Object-based Histogram Similarity

  


 


 ⋯ 


     (13)

는  에서 등장하는 객체에 대한 히스토그램 합의 집합이

다. 를 토대로 과 가 만들어지고 이를 비교해 적용한다. 

여기서 Rule 3. 와는 다르게 히스토그램 합을 먼저 계산한 이유는 

객체상태의 변화로 인한 오검출을 막기 위함이다.

 max              (14)

동일한 를 가진 객체에 대해 히스토그램 합의 최대값을 로 

받는다. 

 

          (15)

식(15)와 같이 과 에서 동일한 를 가진 객체에 대해서만 

히스토그램 비교를 한다. 동일한 를 가진 객체의 갯수의 최대값을 

로 받는다.

            (16)

 


  




         (17)

에서 를 빼준 값의 절대값을 분자로 취하고, 를 적용하여

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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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tandardization

3.2의 과정을 통해 4가지 의미적 유사도(Semantic similarity)를 

도출했다. 또한 각각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Class 종류 기반의 

유사도 비교, 동일 Class에 속하는 객체의 개수 기반의 유사도 비교, 

Shot의 Frame간 Histogram 비교, 객체의 관심영역(ROI) 기반의 

Histogram 비교 총 4가지 Rule에 대해 수학적으로 정의했다. 4가지 

Rule에 의한 의미적 유사도는 (0~1)사이의 범위를 갖지만 Scale의 

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절한 표준화 전처리를 

통해 오차를 줄이고  의 도출에 적용한다.

 





  



   

          (1.1)

 

  
         (1.2)

  


  




       (1.3)

먼저 4가지 Rule을 통해 얻어진 유사도의 표준편차를 (1.1)로 

구하고 이를 (1.2)로 표준화한 유사도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전처리를 

거친 4개의 유사도 평균값을 (1.3)으로 최종 유사도()을 

도출한다. 최종 유사도의 결과가 기준값() 이상이면 

동일한 장면()으로 규정하고 기준값 이하이면 다른 장면()

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장면 분할 위한 의미적 유사도 계산을 위해 4가지 

Rule을 모델링 하였다. 또한, 각각의 유사도를 전처리하여 Scale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유사도를 도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본 논문에서

는 객체 인식을 통해 추출한 정보를 다양하게 장면 분할에 적용하여 

내용 기반의 영상 분석을 위한 토대가 되게 하였다. 4가지 Rule과 

최종 유사도 단계에서 장면 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준값은 사용자가 

임의로 적용해야 하는 이기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토대로 실험을 통해 기준값을 얻고 적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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