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최근 카메라 를 비롯한 다양한 센서 기술의 발달, GPS
과 초고속 네트워크 서비스의 보급 디지털 저장장치의,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일상생활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프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의 생활을[1].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원하는 기억을 나중에 검색하고자
할 때에 유용하다.
라이프 로그는 실외에서 수집되었을 때와 실내에서 수

집되었을 때 데이터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 실외에서는, .
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 포함된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데이터가 수집되며 수집된 정보는 모바일 컨텍스트의,
추론 주요 사건 요약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된,
다 실내에서는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비디오 데이터[2].
를 중심으로 다양한 로그가 수집될 수 있으며 이를 분,
석하여 사용자에게 요약이나 검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해 줄 수 있다[3].
본 논문은 오피스 환경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

여 수집한 실내 비디오 로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사용 로그를 분석하여 이벤트의
요약을 위해 활용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또한 실내 오.
피스 이벤트를 멀티 카메라를 통해 잡아냄으로써 하나의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뷰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
다.

관련연구관련연구관련연구관련연구2.2.2.2.

실내 라이프 로그 데이터의 활용2.1.

실내 환경에서 수집된 라이프 로그는 카메라를 통해 수

집된 비디오 데이터가 주가 되며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소,
리 센서 압력 센서 등이 적절히 로그 데이터 수집을 위해,
활용된다.

등은 학회장에서 학회 참석자들의 데이터를 수Y. Sumi
집하기 위해 천장의 유비쿼터스 센서와 안내 로봇의 카메
라 일부 학회 참석자들의 카메라를 이용하였고 참석자들, ,
에게 간단한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였다[4]. G. C. Silva
등은 유비쿼터스 홈에서 사용자들의 로그를 수집하여 요약
및 검색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다이어리 서비스를 제공하였
다 유비쿼터스 홈 내에서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3].
해 바닥에 압력센서를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영역을 커버,
할 수 있도록 방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하여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등은 실내 이벤트 데이터를 다. C. Zhang
양한 시점에서 비추기 위해 네 대의 카메라를 사무실 구석
에 설치하였으며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기 위해 사용자에게,
적외선 센서를 부착하고 적외선 카메라를 네 대의 카메라
옆에 설치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검색 서비스,
를 제공하였다[5].

비디오 요약2.2.

본 논문에서 요약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게 될 비디오
데이터는 영화 뉴스 스포츠 등 전문가에 의해 촬영된, ,
것에서 미리 셋업 된 환경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연구자
가 직접 수집한 것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영화 뉴스. ,
와 같이 장면 과 샷 의 구분이 명확하고 배(scene) (shot)
경의 변화가 동적인 비디오의 요약 및 검색을 위한 절차
는 크게 내용 분석 구조 분석(content analysis),

요약 및 검색(structure parsing), (summarization)
의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 내(indexing & retrieval) [6].

용 분석은 하위수준의 특징으로부터 의미 수준의 내용을

사용자 로그분석을 이용한 멀티 카메라 사무실 이벤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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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메라를 비롯한 다양한 센서 기술 및 디지털 저장장치의 발달로 사용자의 일상생활의 기록인 라이
프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라이프 로그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포함된.
다양한 센서를 통해 실외에서 수집되는 경우와 실내에 카메라를 중심으로 한 센서를 설치하여 수집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수집된 로그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요약이나 검색과,
같은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오피스 환경에 다수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집한 실내 비.
디오 로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분석하여 요약을 위해 활용한다 다수, .
의 카메라는 오피스의 가운데 부분을 비추도록 하여 발생한 하나의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시점의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요약 과정은 크게 데이터 어노테이션 사용자 로그분석을 이용한 이벤트 시. ,
퀀스 요약 도메인 지식을 이용한 카메라 뷰의 선택으로 나뉘어 수행된다 최종적으로 실험을 통해 제안하, .
는 요약 방법이 좋은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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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단계로서 영상 처리 기법과 인식 기술 등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수행되기도 하고 사람에 의해 수[7],
동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구조 분석은 내용 분석 결[8].
과를 바탕으로 비디오 데이터를 개별 장면이나 샷으로
나누는 단계이다 요약은 이렇게 분석된 정보를 이용하.
여 중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단계이다.
직접 환경을 구축하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집된 데이

터의 경우 의 실내 라이프 로그 데이터와 같이 주로2.1 ,
실내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함께 사용하는 멀티 카메
라 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실내[3-5].
가 배경이 되므로 배경 변화가 정적이고 따라서 장면보,
다는 사용자의 위치나 해당 도메인에서 발생하는 행[3],
동 이나 이벤트 단위로 비디오 데이터(activity) (event)
를 나누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4].

멀티 카메라 사무실 환경멀티 카메라 사무실 환경멀티 카메라 사무실 환경멀티 카메라 사무실 환경3.3.3.3.

실험 환경3.1.

그림 멀티 카메라 사무실 환경에서 수집된 영상 예1.

실험 환경은 등이 수행했던 기존 연구와 같다Park
간단히 설명하면 연구실 내 영역을 타겟[9]. , 4m×4m

으로 대의 카메라가 둘러서 중앙을 바라보도록 설치하8
여 하나의 이벤트를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하였다 설치된 카메라에 의해 수집된 영상.
은 그림 과 같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카메1 .
라의 설치순서와 동일하게 그림을 배치하였으며 제시된,
예는 미팅장면에 대한 것이다 실험을 위해 사용된 카메.
라는 소니 네트워크 카메라 이며 의SNC-P5 , 30 fps

파일로 저장하였다MPEG .

이벤트 어노테이션3.2.

본 논문에서는 사무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적인 이벤트를 사전에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
영상의 어노테이션이 이루어졌고 그 상위에서 요약이,
수행되었다 사무실 이벤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ntry (• A),
if stand (A, entrance-area) and face (A, in)

Leaving (A),•
if stand (A, entrance-area) and face (A, out)

Calling (• A),
if hold (A, phone) and speak (A)

Vacuuming (• A),
if hold (A, vacuum cleaner) and stand (A, center-area)

Eating (• A),
if hold (A, food)

Nap (• A),
if rest (A, corner-area)

Work (• A),
if sit (A, corner-area) and
{use (A, computer) or hold (A, document)}

Printing (• A),
if exist (A, printer-area) and hold (A, printout)

Conversation (• A, B),
if {exist (A, x) and exist (B, y) and close (x, y)} and
{speak (A) or speak (B)}

Meeting (• A, B, C),
if {exist (A, x) and exist (B, y) and exist (C, z) and close (x, y, z)} and
{speak (A) or speak (B) or speak (C)} and
{hold (A, document) or hold (B, document) or hold (C, document)}

Seminar (• A, B),
if {stand (A, screen-area) and sit (B, center-area)} and speak (A)

영상처리 및 패턴인식 기법을 통한 물체 및 이벤트 인
식 연구는 그 자체로 중요한 연구 이슈로써 기존의 비,
디오 요약 연구에서는 대부분 자동 혹은 반자동으로 물
체나 이벤트의 어노테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논[7, 10].
문에서는 사람의 어노테이션으로 대체하였으며 이 부분,
은 향후 자동화 할 예정이다.

제안하는 방법제안하는 방법제안하는 방법제안하는 방법4.4.4.4.

그림 제안하는 방법의 개요2.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적인 개요는 그림 와 같다 대2 . 8
의 카메라를 이용해 수집된 이벤트 시퀀스를 입력으로
받아 요약이 수행되며 전체 과정은 이벤트 어노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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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시퀀스의 평가 및 요약 그리고 카메라 뷰 선택,
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벤트 어노테이션은 에 기. 3.2
술된 바와 같다.

사용자 로그 분석을 이용한 샷 평가 및 요약4.1.

어노테이션 된 이벤트 시퀀스는 샷으로 나뉜다 샷은.
이벤트 사람 물체 정보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연속된“ , ,

프레임의 집합 으로 정의하였다 나뉘어진 샷은 사용자” .
로그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의 식 에 의해 평가(1)~(5)
된다 이 때 사용자 로그는 사용자가 요약을 위해 선택. ,
한 키워드의 로그를 의미한다.

(1)

(2)

(3)

(4)

(5)

위 수식에서 SV는 샷의 평가 결과인 샷 점수(shot
를value) , KV는 키워드 점수 를 그리(keyword value) ,

고 C는 두 키워드 간의 상관관계 를 의미한(correlation)
다. P는 특정 키워드가 사용자에게 선택 되었는지 아닌
지를 의미하는 이며predicate , dp 는(decay parameter)
시간이 지날수록 키워드의 중요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수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과거에 많이 선.

택한 키워드는 이후에도 키워드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
므로 높은 키워드 점수를 받게 된다 샷 점수는 샷이 포.
함한 키워드 점수의 합이며 컨텍스트의 고려를 위해 근,
접한 샷의 점수 또한 w 만큼의 비율로 반영하도(weight)
록 하였다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키워드 이외의 다른.
키워드는 선택된 키워드와의 상관관계에 따라 점수가 주
어진다 사용자 로그를 통해 선택 키워드와 사용 패턴이.
유사하면 높은 상관관계를 갖게 되며 키워드 점수 또한,
높아지게 된다 식 에서. (5) A, B는 두 키워드 와 가

로그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값이 결정되는 사(
용되면 사용되지 않으면 의 벡터이다1, 0) predicate .
위와 같이 샷의 점수가 계산되면 높은 점수를 받은 샷

을 선택하여 요약이 가능하다 샷의 길이가 긴 경우 하, . ,
나의 샷을 모두 요약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부분의 프
레임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샷의.
시작이나 끝 보다는 가운데 부분이 특정 이벤트를 잘 반
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가운데 부분의 프레임

집합을 선택하였으며 이 부분은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메인 지식을 이용한 뷰 선택4.2.

이벤트 평가와 그에 따른 요약이 수행되면 동일한 이,
벤트를 비추는 여러 대의 카메라 뷰 가운데 하나를 선택
하는 뷰 선택 과정이 수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지식을 이용하여 뷰 선택을 수행하였다.
뷰 선택을 위한 도메인 지식은 사용자 서베이를 통해

얻은 지식을 포함한다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규.
칙을 구성하였으며 규칙은 그림 과 같이 표현된다 이, 3 .
규칙은 사람 가 부분에 위치하며 이벤트를 수“ A 2 Work
행하고 있을 때는 번 카메라 뷰를 선택한다 는 규칙을3 ”
표현한 것이다.

그림 뷰 선택을 위한 규칙 예3.

실험결과실험결과실험결과실험결과5.5.5.5.

시나리오 및 데이터 수집5.1.

에서 정의된 이벤트를 이용하여 명의 사용자가3.2 , 3
세미나를 수행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약 분 분량의 시20
나리오를 설계하였고 그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는 세 사람이 시간에 따라 이벤트를 수4 A, B, C
행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주며 는, CA, CONV, EN, LE

의 약자이다calling, conversation, entry, leaving .

그림 세미나 중심의 시나리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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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어노테이
션 한 결과 총 개의 샷으로 나뉘어졌다32 .

샷 평가 및 요약 결과5.2.

그림 는 실험에 사용된 사용자 로그를 보여준다 사5 .
용자가 키워드를 선택하고 요약을 수행하면 그 때마다
함께 사용한 키워드가 로그에 누적 기록된다 실험을 위.
해 선택된 키워드는 이며"Conversation, Seminar" dp는
0.05, w는 가 사용되었다0.2 .

* 2008.04.01

Calling,Entry

Calling,Meeting,Seminar

Conversation,Meeting,Seminar

Calling,Conversation

Entry,Leaving,Study,Work

Conversation,Meeting

Calling,Entry,Leaving,Nap,Printing,Study,Vacuuming,Work

Meeting,Seminar,Study,Work

Calling,Conversation,Nap

Seminar

Meeting,Seminar

Calling,Seminar

* 2008.04.12

Calling,Entry,Meeting

Calling,Conversation,Nap,Vacuuming,Work

Calling,Leaving

그림 사용자 로그5.

그림 의 로그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5 32
개 샷을 평가한 결과 그림 의 그래프를 얻었으며 이6 ,
그래프의 가로 세로축은 샷 번호와 샷 점수를 의미한다, .
샷의 정의에 따라 모든 샷의 길이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시나리오에서 이벤트의 비율과 해당 샷의 비율은 다를
수 있다.

그림 샷 평가 결과 및 높은 점수를 받은 샷6.

그림 의 그래프에서 샷 점수가 높은 샷은 번6 7 ,
번 번이며 세 부분을 각각 라고16~20 , 25~29 , A, B, C

하면 는 는 에 해당하는A, C Conversation, B Seminar

부분이다 사용자가 선택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부분이므.
로 높은 점수가 할당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택 키워드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이벤트에 대.
한 점수는 사용자 로그에서의 선택 키워드와 상관관계에
따른 키워드 점수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과. Conversation

다음으로 키워드 점수가 높은 이벤트는 로그에Seminar
서 두 키워드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Meeting, Calling,

정도이다 이벤트는 번 샷까지 연Nap, Work . Nap 2~13
속해서 포함되어 있으며 이벤트는 그림 의 시나, Work 4
리오에서 보이듯이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포함되어있
다 이벤트는 수집한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Meeting
없으며 이벤트는 대부분 이벤트와 함께, Calling Leaving
발생해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하는 내용이라 어노테이션
에서 제외되었다 번이나 번 샷과 같이 점수가 가. 14 22
장 낮은 부분은 서로 다른 이벤트가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벤트가 정의되지 않아 으로 어노테이션 된Unknown
부분에 해당한다.
요약 결과는 평가된 샷 가운데 사용자가 선택한 기준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가진 샷으로 구성하되,
이나 의 경우처럼 샷의 길이가 길Conversation Seminar

어지는 경우 가운데 부분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어플리케이션5.3.

그림 어플리케이션 스크린 샷 재생모드7. ( )

수집된 비디오 데이터를 살펴보고 원하는 이벤트 키,
워드를 추가하여 요약을 수행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그림 은 대의 카메라에 의해 수집된 데이. 7 8
터를 한 번에 보여주는 재생모드의 스크린 샷이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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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택된 키워드에 따라 요약된 결과를 보여주는 스크8
린 샷이다 요약 모드에서 요약을 수행하려면 먼저 파일.
을 연 후 해당 도메인을 선택하고 현재의 도메인은(

현재 도메인 내에서 선택 가능한 키워드 가운데office),
관심이 있는 키워드를 선택하여 리스트에 추가하고 요약
버튼을 통해 요약을 수행하면 된다 요약 버튼이 눌리면.
현재 선택된 키워드가 사용자 로그에 추가되며 제안하,
는 방법에 따른 샷 평가 및 요약 과정이 수행되게 된다.
그림 은 이벤트를 그림 은 이벤7 Seminar 8 Conversation
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보여준다.

그림 어플리케이션 스크린 샷 요약모드8. ( )

결론 및 향후연구결론 및 향후연구결론 및 향후연구결론 및 향후연구6.6.6.6.

본 논문은 동일한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시점을 얻기
위해 오피스 환경에 다수의 카메라를 같은 장소를 향하
도록 멀티 카메라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이로부터 수집,
한 비디오 로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요약 및 뷰 선택을
수행하였다 요약 과정에서의 샷 평가를 위해 사용자가.
과거에 선택한 키워드 로그를 분석하여 활용하였으며,
도메인 지식을 이용하여 뷰 선택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
과는 사용자 로그 분석을 통한 요약 결과가 잘 동작함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 수동 어노테이션을

수행하고 그 위에서 요약 및 뷰 선택을 수행하였다 수, .
동 어노테이션 부분은 장기적으로 영상처리 및 패턴인식
기법을 활용한 자동 어노테이션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어플리케이션 또한 키워드나 샷 점수 등 의 분석 결과까
지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후 제안하.

는 방법과 어플리케이션의 검증을 위한 사용성 평가 또
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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