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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에고센트릭(Egocentric)비디오는 웨어러블 카메라에서 촬영된 1인칭 시

점의 영상을 일컫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이 이루어지므로 편집

되지 않은 긴 영상을 기록하는 특징을 갖는다. 에고센트릭 비디오 요약의

목적은 이러한 특성을 갖는 비디오를 짧고 간략하게 만들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스토리보드로 표현하는 것이며, 짧은 시간 안에 전체 내

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에고센트릭 비디오는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배경의 변화가 크고 흔들림이 많은 프레임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제된 프레임들로 이루어져 있는 영화나 TV의 요약을 위한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에고센트릭 비디오에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가 많다. 최근 이러한 에고센트릭 비디오의 특징을 반영하여 비디오 요약

을 하는 방법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매우 많이 든다는 문제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에고센트릭 비디오를 제대로 요약

할 수 있으면서도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구체적

으로, 제안한 방법에서는 자주 나오는 중요한 프레임(frame) 들을 뽑아내

기 위하여 컬러 히스토그램(color histogram) 기반의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spectral clustering)을 수행한 후, 클러스터 별로 평균과 가장 가까운 프

레임을 뽑아 후보(candidate) 프레임들로 정하며, 이들의 블러(blur), 컨트

라스트(contrast), 스큐(skew)와 같은 화질에 관련된 측정값을 계산하여

이 값이 좋지 않은 프레임 들은 후보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후보에

남은 프레임들에 대하여 시프트 특징점(SIFT feature)과 컬러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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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뽑아서 이벤트(event)와 클러스터(cluster)로 나눈 후 그래프 매칭

(Graph matching)을 적용하여서 최종 요약 결과를 얻는다. 실험 결과, 제

안된 방법은 기존의 에고센트릭 비디오 요약 방법에 비하여 처리 시간을

줄여서 빠른 요약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래프 매칭을 통하여 클러스

터 들 간의 관계를 반영하면서도 블러, 컨트라스트, 스큐 면에서 화질도

좋은 값을 가지는 최적의 프레임들을 요약 결과로 얻을 수 있었다.

주요어 : 에고센트릭 비디오, 에고센트릭, 비디오 요약

학 번 : 2012-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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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최근 영상 센서 기술과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정보 기술의 빠른 발전

으로 인하여 가볍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웨어러블 카메라들이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구글 글래스1 (Google Glass), 고프로2 (GoPro)

등과 같은 각각의 특징과 기능을 가진 웨어러블 카메라들이 출시되어 일

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군사용 작전을 위한 비

디오 카메라나 차량의 블랙박스, 자율주행 로봇의 시각센서 등과 같이 여

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인식을 하는

제품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편리하고 사용성이 뛰어

난 기기들이 끊임없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하고 편리해진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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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 카메라와 블랙박스 카메라의 출시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사용자들을

불러올 것이고 멀지 않은 미래에 웨어러블 카메라는 휴대폰과 같이 보편

적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웨어러블

카메라를 활용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최근 이를

활용한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

에고센트릭(Egocentric)비디오란 이러한 웨어러블 카메라, 블랙박스, 주

행로봇 등에서 촬영된 1인칭 시점의 영상을 의미한다. 에고센트릭 비디오

는 상시 장착/착용되고 있는 비디오에서 촬영되는 것이므로, 착용자/착용

기기의 움직임에 따라 배경이 계속해서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급

격한 움직임에 따라 녹화된 영상에 흔들림이 많이 생기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의 여러 알고리즘들은 비교적 잘 고정

된 카메라로 얻어진 흔들림이 적고 배경의 변화가 적은 영상을 입력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존의 방법들을 바로 에고센트릭 비디오에 적

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웨어러블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에고센트릭 비디오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갖고 있거나 보고

있는 물체를 인식하는 분야 (Object Recognition)이고, 두 번째는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인식하는 분야 (Activity Detection)이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착용하고 끊임없이 촬영이 진행되어 굉장히 긴

재생시간을 갖는 에고센트릭 비디오를 요약하는 분야 (Video

Summarization)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중 에고센트릭 비디오를 요약하

는 방법을 연구한다. 에고센트릭 비디오의 요약은 라이프 로깅 (Life

Logging)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림 1.1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메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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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한 사람의 하루 종일을 기록한 후 요약하여 스토리보드(Storyboard)

형식으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1 에고센트릭 비디오의 요약

1.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에고센트릭 비디오는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여 기기의 착용자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1인칭의 영상을 기록하며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이 이루어

지므로 편집되지 않은 긴 영상을 기록한다. 따라서 이 비디오에는 촬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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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 패턴에 따라 다양한 환경, 사람, 물체가 영상에 기록되며 끊임없

는 움직임에 따라 배경이 자주 바뀌며 흔들림이 많은 프레임들로 이루어

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비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에고센트릭 비디오에 대한 연구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비디오 요약 분야의 알고리즘들은, 흔들림이 적고 배경이 자주

바뀌지 않는 미리 잘 편집된 영상들이 입력이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에고센트릭 비디오에 적용했을 시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는 경우의 에고

센트릭 비디오라고 한다면 친구를 보다가 음식을 보고, 다시 주변을 보는

등 화면이 끊임없이 바뀌고 흔들리는 영상을 가지게 되므로 기존 알고리

즘 적용 시 제대로 된 요약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이러한 에고센트릭 비디오의 특징을 반영하여 비디오 요약을 하는

알고리즘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Lee 등은 [1]에서 에고센

트릭 비디오 내의 중요한 물체 및 사람을 찾아 요약을 진행한다. Lu 등은

[2]에서 에고센트릭 비디오를 서브샷(subshot)으로 나눈 후 연관성을 찾아

연결하여 요약을 진행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기존의 비디오 요약 분야

의 알고리즘이 실패하는 것과 다르게 에고센트릭 비디오를 비교적 잘 요

약하여 결과를 제공하지만, 계산 시간이 매우 크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Lee 등이 제시한 [1]에서는 중요한 물체 및 사람을 찾기 위하여 우선 매

프레임 별로 자동 물체 세그멘테이션 (automatic object segmentation)

[5]을 하여 후보 영역(region)들을 분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프레임 별로 수백 개의 영역이 나오며 미리 훈련을 통하여 구해놓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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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score function)을 이용하여 영역 별로 점수를 구하여서 중요한 영역

을 판단하는데 사용한다. 처리시간을 보면 프레임 한 장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데 약 7분 정도 소요가 되므로 (480 x 320 영상, Intel quad core

2.33GHz 기준) 영역 별로 점수를 구하는 시간 등 다른 처리시간을 모두

제외한다고 해도 결과 영상으로 사용된 3시간 영상을 세그멘테이션 시 50

일 이상의 시간이 걸림을 알 수 있다 (1fps 기준으로 1시간에 3600 프레

임). 이는 CPU의 발전을 감안해도 큰 시간이며 실제 알고리즘을 에고센

트릭 비디오의 요약에 적용하여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편집 영상에 대한 요약 알고리즘이 적용

되기 어려운 에고센트릭 비디오를 제대로 요약할 수 있으면서도 빠른 처

리 속도를 가지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알고리즘을 단계별로 보

면 다음과 같다. (1) 자주 나오는 중요한 프레임(frame) 들을 뽑아내기 위

하여 컬러 히스토그램(color histogram)으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spectral

clustering) [3] 을 하여 클러스터 별로 평균과 가장 가까운 프레임을 뽑

아 후보(candidate) 프레임들로 정한다. (2) 앞의 클러스터링 결과인 후보

프레임들에 대하여 블러(blur) [6], 컨트라스트(contrast), 스큐(skew) [7]

와 같은 화질 관련 측정값들을 계산한 후, 특정 기준에 따라 화질이 좋지

않은 프레임들은 후보에서 제외한다. (3) 앞의 결과 프레임들에서 시프트

특징점(SIFT feature)과 컬러 히스토그램을 뽑아서 이벤트(event)와 클러

스터(cluster)로 나눈다. (4) 그래프 매칭(Graph matching) [17] 을 적용하

여서 최종 요약 결과를 얻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1]과는 달리 모든 프레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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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그멘테이션을 하지 않으므로 처리 시간을 확연히 줄일 수 있고

클러스터링을 통하여 후보를 줄이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추가적인 계산

감축을 할 수 있다. 컬러 히스토그램 외에도 시프트 스파스 코딩(SIFT

sparse coding) [4], 블러 [6], 컨트라스트, 스큐 [7] 등의 화질 관련 측정

값을 적용하여 고품질의 요약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래프 매칭을 통하

여 클러스터 들 간의 관계를 반영하면서도 블러, 컨트라스트, 스큐 도 좋

은 값을 가지는 최적의 프레임들을 요약 결과로 얻을 수 있다.

에고센트릭 비디오의 요약은 긴 시간의 비디오를 짧고 간략하게 만들

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긴 시간의 영상을

간략한 스토리보드로 정리함으로써 몇 초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고품질의 에고센트릭 비디오 요약

기법은 카메라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의 하루를 함축적으로 기록하는 역할

을 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도와주는 용도, 감시 카메라나 탐사

로봇이 촬영한 영상을 요약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웨어

러블 카메라를 착용하는 사람/로봇/차량 등이 늘어남에 따라 활용도는 점

점 더 커질 것이다.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비디오 요약 알고리

즘 및 최근의 에고센트릭 비디오 요약 알고리즘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

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에고센트릭 비디오를 효율적으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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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얻은

실험 결과를 제시 및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으로 본 논문

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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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 연구

이 장에서는 우선 기본적인 비디오 구조(video structure)에 대하여 알

아보고, 정제되고 편집된 비디오를 입력으로 가정하는 기존의 비디오 요

약 알고리즘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후 최근에 발표된, 에고센트릭 비디

오에 특화된 비디오 요약 알고리즘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에고센트릭 비디

오를 분석하는 다른 연구 결과들도 같이 살펴본다.

2.1 비디오 구조

비디오는 크게 scene, shot, key-frame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볼 수 있

다. Shot은 비디오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서 하나의 카메라로 촬영되고 중

간에 끊기거나 방해받지 않은 한 덩어리의 프레임들을 의미한다. 각각의

shot은 여러 개의 프레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shot의



9

그림 2.1 비디오 계층 구조 [21]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프레임들

을 key-frame이라고 한다. 비디오의 key-frame은 indexing이나 browsing

등에도 사용되며 key-frame의 개수는 shot의 내용에 따라 많아지거나 적

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체의 움직임이 적은 shot의 경우에는 하나의

프레임으로도 shot의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지만 움직임이 많은 shot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프레임을 사용해야 shot의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

다. 그림 2.1이 비디오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설명한 비디

오의 shot과 key-frame의 관계를 볼 수 있으며 shot에 따라 key-frame의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Scene은 shot을 모아서 만들어지며, 의미 있게 연결되거나 시간적으로

인접한 shot들을 모아서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Scene은 어떤 물체나 사

건에 대하여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연속되는 shot들의 모임을 뜻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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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1을 보면 비디오 계층 구조에서 scene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비디오 구조에서 주요 연구 분야로는 shot detection, key-frame

extraction, scene detection (segmentation) 등이 있다. Shot detection은

shot boundary를 찾는 것으로 주로 연속되는 프레임을 비교해서 큰 변화

가 있으면 shot boundary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구현된다. 우선 프레임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후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비교하여 boundary를

찾아내어서 shot으로 나눈다. Key-frame extraction은 shot을 대표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프레임을 추출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

되었다. Zhuang 등은 [9]에서 unsupervised clustering을 이용하여

key-frame을 추출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각각의 shot을 대표하는

key-frame을 선택 시 몇 개의 프레임을 선택하는 지를 threshold

parameter를 사용하여 정하였다. Scene detection은 shot 들을 모아서 의

미가 연결되는 scene을 만드는 것이며, 예를 들어 Chasanis 등은 [3]에서

spectral clustering을 사용하여 scene detection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으며 global k-means algorithm을 사용하여 clustering 속도를 향상 시켰

다. Video를 우선 shot으로 나눈 후 spectral clustering을 사용하여

key-frame을 추출하고 visual similarity에 따라 shot들을 묶은 후

sequence alignment algorithm을 사용하여 scene boundary를 찾도록 하

였다.

2.2 기존 비디오 요약

비디오에 대한 또 다른 주요 연구 분야로는 비디오 요약(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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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ation)이 있다. 다양한 촬영 기기의 보급으로 비디오 촬영은 점

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저장 공간이 커짐에 따라 점점 더 길게 촬영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비디오 요약은 이러한 긴 비디오를 짧게 요

약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디오 내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긴 비디오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비디오 요약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대표적으로는 비디오 안에서 여러 장의 key-frame을 찾아서 비디오를 요

약하는 방법이 있다. Wolf는 [10]에서 optical flow를 사용하여 shot안에서

의 움직임을 계산한 후 local minima를 찾아서 key-frame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Zhang 등은 [11]에서 우선 shot으로 나누고 shot 안

에서 첫 번째 프레임을 key-frame으로 선택한 후 인접한 프레임의 색상

(color)의 차이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새로운 key-frame으로

추가 선택하고 카메라 panning, zooming 등을 찾아서 새로운 key-frame

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비디오 요약을 위하여 비디오의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여러 개의

subshot을 찾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Subshot은 shot안에서 카메라의 움직

임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Nam 등은 [12]에서 비디

오에서 subshot을 우선 찾고 adaptive nonlinear sampling을 사용하여 비

디오의 내용을 대표하는 여러 개의 subshot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Ngo 등은 [13]에서 Normalized cut algorithm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나눈 후 graph modeling을 사용하여 video structure를 구한 다음 motion

으로 attention value를 만들어서 중요한 subshot 들을 찾는데 사용하여서

비디오 요약 결과를 만들었다. 비디오 요약을 위하여 subshot을 찾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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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에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요약에 사용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Ellouze 등은 [14]에서 사용자에 따라 요구하는 비디오 요약의 내용이 다

르다고 생각하여 scene, shot 별로 대표되는 frame 들을 하나의 커다란

영상으로 보여주어서 선택하게 한 후 선택 내용을 분석하여 요약 결과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비디오 요약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Aner 등

은 [15]에서 mosaic 기반으로 scene, shot내의 여러 장의 프레임을 합쳐서

foreground object를 제거한 background 를 얻어낸 후 scene, shot의 구

별에 사용하여서 비디오 요약 결과를 얻었다. Caspi 등은 [16]에서

foreground object를 분리해서 pose를 분석한 후 하나의 영상 안에 움직

이는 여러 pose를 담아서 요약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비디오 요약 분야에서 제안된 방법들은 흔들림이 적고

배경이 자주 바뀌지 않는 미리 잘 편집된 영상에 주로 적용하는 것을 가

정하고 만들어졌다. 즉, 기존 방법들은 잘 편집된 영상을 가정하여 shot을

나누고 scene으로 묶는 등의 비디오를 구조화하는 작업을 먼저 한 후 이

를 기반으로 비디오 요약을 진행한다. 하지만 에고센트릭 비디오는 머리

의 잦은 움직임 및 이동 등에 따라 배경이 계속해서 바뀌며 흔들림이 많

으므로 shot이나 scene으로 나누는 것에서부터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비디오 요약 방법들은 에고센트릭 비디오에 적용 시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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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에고센트릭 비디오 요약

에고센트릭 비디오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배경이 계속해서 바뀌며 머

리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림이 많이 기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비디오 요약 분야에서의 연구는 비교적 잘 고정된 카메라로 촬영하여 배

경의 변화나 흔들림이 적은 영상에 대한 연구가 많으므로 이러한 에고센

트릭 비디오에 적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에고센트릭 비디오의 특징

을 반영하여 비디오 요약을 하는 방법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Lee 등은 [1]에서 에고센트릭 비디오 내의 중요한 물체 및 사람을 찾아

요약을 진행한다. 우선 훈련을 통하여 해당 영역이 중요한 물체 및 사람

에 속해있는 지 판단할 수 있는 점수 함수(score function)를 regression으

로 구한다. 비디오를 시간별 이벤트(event)로 나눈 후 각 이벤트에서 영역

별 중요도를 점수 함수로 구하고 중요한 사람 및 물체를 갖고 있는 프레

임을 선택하여 비디오 요약 결과를 만든다. 여기서 사용된 에고센트릭 비

디오 데이터는 Looxcie wearable camera를 사용하여 320x480 해상도에

15fps를 갖는 것으로서, 4명이서 총 37시간의 비디오를 촬영하여 사용하

였다. 촬영된 에고센트릭 비디오는 식사, 쇼핑, 운전, 요리 등 일상생활에

서 많이 하는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요 영역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점

수 함수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ground truth 비디오 데이터를 만들었으며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에고센

트릭 비디오에서 중요한 물체 및 사람을 찾아서 해당 영역을 표시해 놓았

으며 보통 3-5 시간의 비디오에서 700개 정도의 영역을 찾아서 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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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물체 및 사람을 찾기 위하여 우선 각 프레임에 대하여 자동 물

체 세그멘테이션[5]을 하여 후보 영역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프

레임 별로 약 800개의 영역이 생성되었다. 각 영역 별로 중요도를 계산하

기 위하여 여러 가지 feature 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Egocentric

feature로는 interaction, gaze, frequency를 정의하였으며 사람의 손을 찾

아서 손과의 거리를 구하여 interaction으로 사용, 중점과의 거리를 통하여

gaze로 사용, 인접 프레임에서 color, DoG+SIFT를 사용하여 영역별로 자

주 나오는지를 계산하여 frequency로 사용하였다. Object feature로는

object-like appearance, object-like motion, likelihood of person’s face를

정의하였으며 appearance와 motion을 분석하여 해당 영역이 얼마나 물체

(object)와 같은지로 사용하였고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영역인지를 확인하

여 점수(score) 계산에 사용하였다. Region feature로는 영역의 크기, 중

점, bounding box의 중점, 가로, 세로 길이 등이 사용되었으며 전체적으

로는 14개의 feature 들이 중요한 영역인지 판단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리

고 이러한 feature들을 사용하여 linear regression model으로 중요한 영역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점수 함수를 만들었다.

이 방법에서는, 비디오 요약 결과를 얻기 위하여 에고센트릭 비디오를

입력으로 받은 후 우선 시간에 따른 이벤트들로 나누었다. 컬러 히스토그

램(Color histogram)을 사용하여 pairwise distance matrix를 만들어서

complete-link agglomerative clustering을 적용하여 이벤트로 나누었다.

각 이벤트 내의 프레임들의 모든 영역 별로 위에서 구한 점수 함수를 적

용하여 점수를 얻은 후 중요한 사람 및 물체별로 묶어서 클러스터

(cluster)를 만들었다. 각 클러스터 별로 가장 점수가 높은 영역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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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당 영역이 포함된 프레임들을 비디오 요약 결과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비디오 요약 방법과는 다르게 에고센트릭 비디오를

비교적 잘 요약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요약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위에서 확인했듯이 중요한 물체 및 사람을 찾기 위

하여 우선 매 프레임 별로 automatic object segmentation [5]을 하여 후

보 영역들을 분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때 프레임 한 장을

segmentation 하는 데에도 약 7분 정도 소요가 되므로 (480 x 320 영상,

Intel quad core 2.33GHz 기준) 결과 영상으로 사용된 3시간 영상을

segmentation 시 50일 이상의 시간이 걸림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연구를

실제 에고센트릭 비디오의 요약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처리시간임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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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하는 방법

에고센트릭 비디오의 요약은 긴 시간의 비디오를 짧고 간략하게 만들면

서도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긴 시간의 영상을 간략

한 스토리보드로 정리함으로써 몇 초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이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2장에서 설명한대로 기존의 비디오 요

약 방법들을 에고센트릭 비디오에 적용할 시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으며 기존의 에고센트릭 비디오를 위한 요약 방법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비디오 요약 방법이

요약하기 어려운 에고센트릭 비디오를 제대로 요약할 수 있으면서도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요약 방법을 단계별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고, 이 과정들을

그림 3.1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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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제안하는 에고센트릭 비디오 요약 방법

1. 전체 비디오에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프레임(frame)들을 뽑아내기

위하여 컬러 히스토그램(color histogram)으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spectral clustering) [3] 을 적용한다. 프레임 별로 HSV 컬러 히스토그램

을 뽑아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을 적용함으로써, 비디오를 관련된 프레임

들의 클러스터(cluster)들로 나눈다. 각 클러스터 별로 평균을 구해서 평

균과 가장 가까운 프레임을 뽑아서 요약 결과 후보(candidate) 프레임들로

정한다.

2. 앞의 클러스터링 결과인 후보 프레임들에 대하여 블러(blur) [6], 컨

트라스트(contrast), 스큐(skew) [7]와 같은 화질을 나타내는 측정값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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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고, 블러 또는 컨트라스트 값이 좋지 않은 프레임 들은 후보 프레임

에서 제외한다.

3. 앞의 결과 프레임들에서 시프트 특징점(SIFT feature)과 컬러 히스토

그램을 뽑아서 이벤트(event)와 클러스터로 나눈다. 컬러 히스토그램의 거

리(distance)를 구한 후 계층 클러스터링(hierarchical clustering) [1] 을

적용하여 이벤트로 나눈다. 시프트 특징점을 뽑은 후 스파스 코딩(sparse

coding) [4] 을 적용하여 프레임 당 하나의 특징(feature)값을 뽑은 후 스

펙트럴 클러스터링을 적용해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나눈다.

4. 그래프 매칭(Graph matching) [17] 을 적용하여서 최종 요약 결과를

얻는다. 클러스터 별로 시프트 스파스 코딩(SIFT sparce coding)의 평균

을 이용해서 그래프 매칭에 사용할 가중치 행렬(weight matrix)을 구한

후 블러, 컨트라스트, 스큐 값을 사용하여 비용 행렬(cost matrix)을 만들

어서 그래프 매칭에 적용하여 최종 요약 결과를 얻는다.

3.1 컬러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에고센트릭 비디오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담고 있는 비디오로서 요약에

중요한 사람이나 물체가 자주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친

구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 친구의 모습이 나오는 프레임과 음식

이 나오는 프레임이 자주 나올 것이며 이러한 프레임들이 요약 결과에 필

요하다. 반면에 가끔씩 주변을 봤을 때의 프레임이나 고개를 돌리 때 흔

들리는 프레임 등은 요약 결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본 절에서는

에고센트릭 비디오에서 자주 나오는 프레임을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가정

하고 이러한 프레임들을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을 이용해서 뽑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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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설명한다.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비디오에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프레임들을 뽑아내기 위하여

컬러 히스토그램으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3] 을 적용한다. 프레임 별로

HSV 컬러 히스토그램을 뽑아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여 클러스

터로 나눈다. (2) 각 클러스터 별로 평균을 구해서 평균과 가장 가까운 프

레임을 뽑아서 요약 결과 후보 프레임들로 정한다.

일반적인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방법 [18] 은 아래와 같다. N개의 집합

(    ⋯  )을 K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를 가정한다.

1) 유사도 행렬(similarity matrix) ∈   를 집합 S의 원소의 모든

쌍(pair)에 대하여 계산하여 구한다.

2) A의 i번 째 행의 요소를 모두 더하여 (i,i)에 넣은 대각 행렬

(Diagonal matrix)을 D로 정의한다. 라플라시안 행렬(Laplacian matrix)

L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1)

3) L의 K개의 eigenvector    ⋯  를 구한 후 N x K 행렬 X =

[  ⋯  ] 로 만든다.

4) X의 행이 단위길이를 가지도록 정규화 하여 행렬 Y를 만든다.

   



  (3.2)

5) Y의 행을 k-means를 사용하여 K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링 한다.

6) 행렬 Y의 i행이 클러스터 j에 할당되었으면 를 클러스터 j로 할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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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컬러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방법을 그대

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Chasanis 등이 [3]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

다. 구체적으로, 각 프레임 별로 컬러 히스토그램을 계산해서 스펙트럴 클

러스터링에 사용하며 전체 N개의 프레임에서 n 번째 프레임의 컬러 히스

토그램을 이라고 정한다. 전체 N 개 프레임의 컬러 히스토그램 집합을

   …  라고 하고 이를 K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스펙트럴 클러스

터링을 진행한다. 거리 함수(distance function)로는 히스토그램 사이의 유

클리디언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였으며 유사도 행렬 A는 다음

과 같다.

    




∈

  
 (3.3)

[3]에서는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의 속도 향상을 위해, 위에서 나열한 일

반적인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방법의 5번째 단계에서 k-means algorithm

을 global k-means algorithm으로 변경하여 진행한다. 라플라시안 행렬

(Laplacian matrix) L을 구한 후 eigen value들을 분석하여 적절한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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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를 정한다.

[3]은 scene boundary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비디오를 우선 shot으로

나눈 후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을 적용한다. 잘 편집된 비디오를 입력으로

하므로 shot을 나누는데 문제가 없지만 에고센트릭 비디오는 머리의 잦은

움직임 및 이동 등에 따라 배경이 계속해서 바뀌며 흔들림이 많으므로

shot이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자주 나오는 중요한 사

람이나 물체를 뽑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shot 대신 일정한 길이의 비디

오로 잘라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였다.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에

는 HSV 컬러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색상(Hue)으로 8bin, 채도

(Saturation)로 4bin, 명도(Value)로 4bin을 사용하여 128 차원의 특징벡터

(feature vector)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클러스터가 K개로 나누어지면

각 클러스터 별로 평균을 구한 후 평균과 가장 가까운 프레임을 뽑았으며

각 클러스터 별로 뽑은 프레임들을 모아서 요약 결과 후보 프레임으로 정

하였다. 에고센트릭 비디오는 요약에 중요한 사람이나 물체가 자주 나오

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후보 프레임에는 이러한 특징이 잘 반영된 프레

임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절의 방법을 UT egocentric dataset (UTE) [14]의 3시간 정도의 영

상에 적용 시 10000 개가 넘는 전체 프레임이 500개 정도의 후보 프레임

으로 줄어들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 단계들을 후보 프레임에만

적용하므로 전체 프레임에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처리 속도의 향상을 가

져올 수 있었다. 최종 요약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이 후보 프레임들에 다음

절들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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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후보 프레임들의 품질 평가

앞에서 구한 후보 프레임들의 품질(quality) 평가를 위하여 각 프레임

별로 블러(blur) [6], 컨트라스트(contrast), 스큐(skew) [7] 를 계산하여

구한다. 블러는 [6]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영상에 로

우 패스 필터(low pass filter)를 적용 시 edge가 많은 sharp한 영상의 경

우는 변화가 크고 그렇지 않은 영상의 경우는 변화가 작은 것을 이용하여

블러를 측정한다. 주변 값들의 변화를 분석하여 측정하며 로우 패스 필터

적용 시 변화가 있는 픽셀만 측정에 사용한다. 모션 블러(motion blur) 측

정을 위하여 수직, 수평 방향을 모두 측정 후 더 큰 값을 최종 블러 값으

로 정한다. 더 흔들린 영상일수록 블러 값이 크도록 값을 정하였다.

그림 3.3 블러 측정 알고리즘 [6] 의 흐름도

컨트라스트는 분산(variance)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어둡거나 정보가

없는 영상일수록 컨트라스트가 낮게 나오도록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어서

측정하였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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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이 낮으면 컨트라스트 값이 높고 분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비슷

한 컨트라스트 값을 가지도록 sigmoid function을 사용하였다. 컨트라스트

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인 비디오 프레임이 범위 내에서 분

포되도록 실험적으로 의 값을 정하였다(k=20).

그림 3.4 분산을 이용하여 컨트라스트를 구하는  

스큐는 [7]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Block-based

edge detection을 통하여 edge map을 만들고 progressive probabilistic

Hough trasform(PPHT)를 사용하여 line들을 찾은 후 스큐(skew) 값을

얻는다. 스큐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영상이 더 비뚤어

졌음을 의미한다. [7]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natural image를 입력으로 가

정하고 수평선등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15에서 +15 정

도의 각도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후보 프레임들의 품질 평가를 위하여 각 프레임 별로 블러, 컨트라스트,

스큐 값을 구하며 품질이 많이 좋지 않은 프레임들은 후보 프레임에서 미

리 제외한다. 블러 값이 높은 흔들림이 많은 프레임들과 컨트라스트 값이

낮은 프레임 들을 후보 프레임에서 제외한다. 제외를 위한 threshold 값은

실험적으로 정하였으며 이러한 프레임들이 후보로 남아있을 경우 추후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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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링 및 그래프 매칭 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기

서 미리 제외한다. 제외에 사용되지 않은 스큐 값은 추후 그래프 매칭 시

에 cost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블러와 컨트라스트도 cost를 구할 때

같이 사용된다.

그림 3.5 블러와 컨트라스트가 좋지 않은 영상 예

그림 3.6 SIFT Sparse Codin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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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SIFT Sparse Coding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3.3 SIFT Sparse Coding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본 절에서는 앞에서 구한 요약 결과 후보 프레임들을 입력으로 클러스

터링을 하여서 중요한 사람 또는 물체 별로 클러스터를 묶는 방법을 설명

한다. 중요한 사람 또는 물체가 나오는 프레임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

기 위해서는 프레임간의 비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SIFT sparse coding

[4]을 사용하였다.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하여 프레임 별로 하나의 특징 벡

터가 있어야 하는데 SIFT를 프레임에 적용할 시 여러 개의 SIFT

descriptor [19] 가 나온다. 이러한 여러 개의 SIFT descriptor 들을 하나

의 특징 벡터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sparse code의 max pooling [4]을 사

용하며 구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spatial pyramid matching(SPM) [20]을

사용한다. 본 절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후보 프레임들에서 컬러 히스토그램을 뽑아서 이벤트(event) [1]로

나눈다. 컬러 히스토그램의 거리(distance)를 구한 후 hierarchical

clustering 을 적용하여 이벤트로 나눈다.

(2) 후보 프레임들에 SIFT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로 나눈다. SIFT

descriptor를 뽑은 후 sparse coding [4] 을 적용하여 프레임 당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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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벡터로 만든다. 이 특징 벡터를 사용하여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spectral clustering)을 해서 여러 개의 cluster로 나눈다.

후보 프레임들을 시간에 따른 이벤트로 나누는 것은 [1]에서 제안한 방

법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shot detection 방법은 에고센트릭 비디오에 적

용 시 머리의 잦은 움직임에 따라 너무 많은 개수로 나누어지므로 사용할

수 없다. [1]에서는 비슷한 global appearance를 가지는 프레임들을 그룹

으로 묶으면서도 중간에 연관이 없는 프레임이 조금 들어가는 것을 허용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적절한 개수의 이벤트로 나누어지도록 한다. 모

든 후보 프레임을  라고 가정하고  에 속하는 모든 프레임 쌍

(  ∈ )에 대하여 pairwise distance matrix  를 구한다.

       
 exp 


    (3.5)


  


      (3.6)

위의 식에서     는 두 프레임의 컬러 히스토그램의 chi-square

distance를 의미하며 weight는 시간 상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프레임이

같은 그룹으로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t는 멀리 떨어져

있음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이며 은 모든 프레임들의 -distance

의 평균을 의미한다. 위의  를 구한 후 이를 사용하여 complete-link

agglomerative clustering을 진행한다. 가장 작은 maximum inter-frame

distance가 평균에 두 배의 표준편차 값을 더한 값보다 클 때까지 클러스

터링을 진행한다. 클러스터 안에서 시간 상 가장 앞의 프레임과 가장 뒤

의 프레임을 이벤트의 시작과 끝 프레임으로 정한다.  보다 크게 겹

치는 이벤트는 silhouette-coefficients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서 겹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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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가 없도록 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벤트로 나눈 후 각 이벤트 별로 클러스터로

다시 나눈다. 중요한 사람 또는 물체가 나오는 프레임들을 하나의 클러스

터로 묶기 위해서는 프레임간의 비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SIFT sparse

coding [4]를 사용하였다. Yang 등은 [4]에서 SIFT sparse coding을 사용

하여 특징 벡터를 뽑은 후 Linear SVM에 적용해서 image classification

을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SIFT sparse coding을 사

용하여 특징 벡터를 뽑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벤트에 속한 모든 프레

임에 대하여 프레임 별로 특징 벡터를 뽑아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에 적

용하여 이벤트를 클러스터로 나누었다.

SIFT sparse coding을 사용하여 특징 벡터를 뽑는 방법 [4]은 다음과

같다. SIFT를 프레임에 적용 시 여러 개의 SIFT descriptor [19] 가 나온

다. 이러한 여러 개의 SIFT descriptor 들을 하나의 특징 벡터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sparse code의 max pooling [4]을 사용하며 구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spatial pyramid matching(SPM) [20]을 사용한다. SIFT

descripter는 128차원이며 SPM에서 level 2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

별력이 있고 속도 향상도 있다고 판단하여 level 0, 1만 사용하였다.

Sparse coding에 사용할 dictionary는 1024개로 이루어졌으며 Caltech 101

dataset [22]을 사용하여 훈련(training)된 것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방

법을 통하여 얻은 프레임 별 특징 벡터는 5120개이며 그래프 매칭에서의

속도 향상을 위하여 PCA를 사용하여 256개로 줄여서 사용하였다.

위에서 구한 프레임 별 특징 벡터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클러스터로 나

누었다. 이벤트에 속한 모든 프레임에 대하여 특징 벡터를 구한 후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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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럴 클러스터링에 적용하여 나누었으며 이를 통하여 특징이 있는 사람

또는 물체 들이 같은 클러스터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요한 사람 또는 물체 별로 클러스터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물체가 있는 영역을 찾아서 SIFT를 적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물체를 찾는 알고리즘 [23]을 적용하여 비교해 보

았다. [23]은 물체가 있을 확률이 높은 window들을 찾는 알고리즘이며

본 논문에서는 그림 3.8 에서와 같이 물체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영역

을 사용하여 확인해보았으며 자세한 비교 결과는 4장 실험결과에서 설명

한다.

그림 3.8 Object-like window를 찾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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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그래프 매칭을 이용한 요약 결과 도출

3.4 그래프 매칭

본 절에서는 그래프 매칭(Graph matching) [17] 을 적용하여서 최종 요

약 결과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클러스터 별로 시프트 스파스

코딩(SIFT sparce coding)으로 구한 특징 벡터의 평균을 구해서 그래프

매칭에 사용할 가중치 행렬(weight matrix)를 만든다. 앞에서 구한 프레

임 별 블러(blur), 컨트라스트(contrast), 스큐(skew) 값과 평균과의 거리

를 사용하여 비용 행렬(cost matrix)를 만든다. 가중치 행렬과 비용 행렬

을 그래프 매칭에 적용하여 최종 요약 결과를 얻는다. 각 클러스터를 대

표하는 값으로 특징 벡터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값

들 사이의 관계를 요약 결과에 반영하기 위하여 가중치 행렬을 만들어서

그래프 매칭에 사용하였다. 프레임의 품질도 요약 결과에 반영하기 위하

여 블러, 컨트라스트, 스큐 값을 사용하여 비용 행렬을 만들어서 그래프

매칭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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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매칭은 [17]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17]에서는

facial landmark로 그래프 매칭을 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시프트 스파스

코딩으로 구한 프레임 별 특징 벡터를 그래프 매칭에 적용하였다. 클러스

터 별로 프레임들의 특징 벡터의 평균을 구하여 가중치 행렬을 만들며 가

중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P  p ⋯ pk (3.7)

각 클러스터에 속해있는 프레임들의 특징벡터의 평균을 구하여 P를 만들

며 전체 k개의 클러스터를 가정한다.

pc Pwc (3.8)

wc∈Rk (3.9)

여기서 c번째 클러스터의 평균을 pc라고 하며 나머지 p들의 선형 결합

(linear combination)으로 재구성(reconstruct) 할 수 있다. wc는 pc를 재구

성할 때 필요한 나머지 p들의 가중치(weight) 값들이다.

최적의 가중치 값을 구하기 위하여 재구성 에러(reconstruction error)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다음 식을 사용한다.

min
∈R k ∥Pwc pc∥

  ∥wc∥
 (3.10)

여기서 ∥wc∥

는 가중치 값이 sparse하게 있는 경우 penalty를 주기 위

한 regularization term 이다. 가중치 값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W w ⋯wk ∈R kxk (3.11)

k개의 클러스터에 대하여 위의 식을 사용하여 가중치 값을 각각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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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하나의 가중치 행렬로 만든다.

비용 행렬(cost matrix)은 앞에서 구한 프레임 별 블러(blur), 컨트라스

트(contrast), 스큐(skew) 값과 평균과의 거리를 사용하여 만든다. 평균과

의 거리는 각 클러스터에 속해있는 프레임들의 특징벡터의 평균을 구한

후 평균과 해당 프레임의 특징 벡터 사이의 마할라노비스 거리

(Mahalanobis distance)를 계산하여서 구하였다. 프레임 별로 비용을 구하

는 식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3.12)

 







(3.13)

여기서 는 블러 값, 는 컨트라스트 값, 는 스큐 값이며 은 평균과

의 거리이다. 블러와 컨트라스트 값이 좋지 않은 경우 스큐 값을 믿을 수

없으므로  와 같은 식을 만들어서 스큐 값을 인위적으로 높였으며 그

림 3.10이 함수 f의 그래프이다(  ). 블러, 컨트라스트, 스큐 값을 더하

였을 때 1을 넘는 경우 스큐 값을 최대로 설정하였으며 1보다 낮은 경우

에는 선형적인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는 전체 비용이며 새로운 스큐 값

과 블러, 컨트라스트, 평균과의 거리를 사용하여 위의 식과 같이 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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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스큐 값을 변형하는 함수 f의 그래프(  )

Q  Q  ⋯Q k ∈R d x n (3.14)

모든 후보 프레임 n개에 대한 특징 벡터(d차원)를 모아서 Q를 만들며

Qc∈R d x nc는 c번째 클러스터에 속한 프레임 nc개의 특징 벡터들을 의미

한다. 후보 프레임이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보여주는 G∈  kxn

행렬을 만들며 i번째 프레임이 c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면  로 정한다.

비용 행렬 A∈R kx n를 만들며 는 i번째 프레임이 c번째 클러스터에 속

할 때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가 k 개 있을 때 그래프 매칭을 통하여 클러스

터 별로 하나씩의 key-frame을 뽑아서 요약 결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

래프 매칭의 결과인 X는 클러스터 별로 어떤 프레임이 key-frame이 뽑

혔는지를 알려주는 행렬이며 아래의 식의 error를 최소화 하는

X∈ kxn을 구하였다.

min  AX T  ∥QX TIk  W∥X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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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n    X ∈  k x n

         ∈         

위의 식을 최소화하도록 X가 정해지며 첫 번째 term은 X가 정해졌을

때 전체 비용의 합이고 두 번째 term은 X에서 선택된 k개의 점을 가중치

에 곱했을 때의 재구성 에러(reconstruction error) 이다. 비용과 재구성

에러가 적은 X가 선택이 되며 각 클러스터 별로 하나의 key-frame이 선

택이 된다. 이 key-frame들을 모아서 시간 순서대로 정렬하여 최종 비디

오 요약 결과를 만들며 클러스터들 간의 관계를 반영하면서도 블러, 컨트

라스트, 스큐도 좋은 값을 가지는 최적의 프레임들을 요약 결과로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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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에고센트릭 비디오의 요약을

진행하였다. 우선 자주 나오는 중요한 사람이나 물체를 뽑는 것을 목적으

로 컬러 히스토그램을 사용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였다. 스펙트

럴 클러스터링에는 HSV 컬러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색상(Hue)으로

8bin, 채도(Saturation)로 4bin, 명도(Value)로 4bin을 사용하여 256 차원의

특징벡터(feature vector)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에고센트릭 비디오는

shot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shot 대신 일정한 길이(200프레임)의 비디오

로 잘라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였다. 클러스터가 K개로 나누어

지면 각 클러스터 별로 평균을 구한 후 평균과 가장 가까운 프레임을 뽑

았으며 각 클러스터 별로 뽑은 프레임들을 모아서 요약 결과 후보 프레임

으로 정하였다. UT egocentric dataset(UTE) [14]의 3시간 정도의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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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 10757 개의 전체 프레임이 428개의 후보 프레임으로 줄어들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 단계들을 후보 프레임에만 적용하므로 전체

프레임에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처리 속도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보 프레임들의 품질(quality) 평가를 위하여 각 프레임 별로 블러

(blur) [6], 컨트라스트(contrast), 스큐(skew) [7] 를 계산하여 구하였다.

후보 프레임 중 많이 흔들린 영상이나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물체의 식별

이 어려운 영상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블러, 컨트라스트를 사용하였다. 블

러 값이 높은 프레임들과 컨트라스트 값이 낮은 프레임들이 후보로 남아

있을 경우 추후 클러스터링 및 그래프 매칭 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미리 제외하였다. 제외를 위한 threshold 값은 실험적

으로 정하였으며 UT egocentric dataset(UTE) [14]의 3시간 정도의 영상

의 428개의 후보 프레임 중 52개가 제거되었다.

앞에서 구한 후보 프레임들의 컬러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이벤트로

나누며 이 때  로는 0.2를 사용하였다. 각 이벤트 별로 클러스터로

다시 나누었으며 프레임간의 비교를 위해 SIFT sparse coding [4]를 사용

하였다. SIFT를 프레임에 적용 시 여러 개의 SIFT descriptor [19] 가 나

오며 하나의 특징 벡터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sparse code의 max pooling

[4]과 spatial pyramid matching(SPM) [20]을 사용하였다. SIFT

descripter는 128차원을 사용하였고 SPM에서는 level 2를 사용하지 않아

도 충분히 구별력과 속도 향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level 0, 1만 사용하였

다. Sparse coding에 사용할 dictionary는 1024개로 이루어졌으며 Caltech

101 dataset [22]을 사용하여 훈련(training)된 것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얻은 프레임 별 특징 벡터는 5120개이며 그래프 매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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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 향상을 위하여 PCA를 사용하여 256개로 줄여서 사용하였다. 각

이벤트에 속한 모든 프레임에 대하여 특징 벡터를 구한 후 스펙트럴 클러

스터링에 적용하여 나누었으며 이를 통하여 특징이 있는 사람 또는 물체

들이 같은 클러스터로 묶이는 것을 그림 4.2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요약 결과를 얻기 위하여 그래프 매칭(Graph matching) [17] 을

사용하였다. 앞에서 구한 클러스터 별로 하나씩의 key-frame을 뽑아서

요약 결과로 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그래프 매칭을 사용하였다. 클러스

터 별로 특징 벡터의 평균을 구해서 가중치 행렬(weight matrix)를 만들

었으며 프레임 별 블러, 컨트라스트, 스큐 값과 평균과의 거리를 사용하여

비용 행렬(cost matrix)를 만들었으며 이를 그래프 매칭에 적용하여 최종

요약 결과를 얻었다. 그래프 매칭의 결과는 클러스터 별로 어떤 프레임이

key-frame이 뽑혔는지를 알려주는 행렬이 나오며 이 key-frame들을 모

아서 시간 순서대로 정렬하여 최종 비디오 요약 결과를 만들었다. 클러스

터들 간의 관계를 반영하면서도 블러, 컨트라스트, 스큐도 좋은 값을 가지

는 프레임들을 요약 결과로 얻을 수 있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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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P03 비디오의 요약 과정

그림 4.2 특정 사람에 관한 프레임들이 묶인 클러스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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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에고센트릭 비디오의 요약 결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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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에고센트릭 비디오의 요약 결과(2/2)



40

그림 4.3과 4.4는 UT egocentric dataset(UTE) [14]의 P03 비디오의 요

약 결과이다. P03 비디오는 약 3시간 정도 길이의 영상이며 이를 본 논문

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13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요약 결과로

만들었다. 그림을 보면 비디오의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잘 담아서 요약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흔들림이 심한 프레임 등이 없이 높은 품질의

프레임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03 비디오의 내용을 간략

히 보면 다음과 같다.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1) 차를 타고 마트로 이동

한다.(2,3) 마트에서 요리 재료를 구입한 후(4) 계산을 한다.(5)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6) 타블렛을 보고 요리를 하며(7,8,9) 쿠키(10), 찌개(11)

를 준비한다. 준비된 음식을 먹고(12) 설거지를 한다(13).

기존 비디오 요약 분야의 방법들은 에고센트릭 비디오에 적용이 어려우

므로 uniform sampling과 Lee et al. 의 [1] 방법과 비교를 진행해보았다.

다음 그림 4.5는 uniform sampling 방법과의 비교 결과이며 그림 4.6는

Lee et al. 의 방법[1]에서 제시하는 방법과의 비교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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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제안하는 방법과 Uniform sampling 과의 비교(P03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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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제안하는 방법과 Lee et al. 방법[1] 과의 비교(P03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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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를 보면 제안하는 방법과 uniform sampling의 비교 시 현격히

좋은 요약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비디오의

중요한 내용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만 uniform sampling의 경우는 중요하

지 않은 영상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4번 프레임의 엘리베이터 문이나 10,

11번의 창문 밖의 모습은 지나가면서 잠깐 촬영된 것이므로 중요한 영상

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림 4.6를 보면 제안하는 방법과 Lee et al. 방법[1]

과의 비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 또는 더 자세한 결과를 얻었다

고 볼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의 요약결과에서 1번 프레임의 집에서 나가

기 전 모습은 [1]의 요약결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5번 프레임의 마

트에서 계산하는 모습, 13번 프레임의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는 모

습도 [1]의 결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안

하는 방법은 [1]의 방법보다 처리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으므로 짧은 시간

안에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UT egocentric dataset(UTE) [14]의 P03 비디오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

되었는지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표 4.1을 만들어보았다. 비디오

를 보면서 장소로 크게 나누고 장소 별로 요약에 들어가야 하는 사건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자주 나오는 사건이나 요약에 포함되어야 장소의 연

결이 될 수 있는 사건을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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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P03 비디오의 중요 사건

표 4.2 제안하는 방법과 Lee et al. 방법[1], Uniform sampling과의 점

수 비교

표 4.2를 보면 제안하는 방법이 [1], uniform sampling 보다 높은 점수

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P03 비디오에서 중요한 사건을 더

많이 포함하였음을 의미한다.

좀 더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하여 MOS(Mean Opinion Score)

를 진행하였다. 총 17명에게 표 4.3와 같은 질문지를 주어서 MOS를 진행

하였으며 표 4.4가 MOS의 결과이다. 표 4.4을 보면 제안하는 방법이 [1]

의 방법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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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MOS에 사용한 질문지

에고센트릭(Egocentric)� 비디오는� 웨어러블(Wearable)� 카메라에서� 촬영된� 1인칭� 시점

의� 영상이며�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이� 이루어지므로� 요약(Summarization)이� 필요합니다.� 에

고센트릭� 비디오의� 요약은� 긴� 시간의� 비디오를� 짧고� 간략하게� 만들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는�것을�목표로�합니다.�

본� 설문조사에서는�총� 3가지� 알고리즘에�의한�에고센트릭�비디오의�요약�결과를�제시한�후�

이에�대한�평가를�진행합니다.�

(1) 원본�영상을�재생�속도를�빠르게�하여�시청해주십시오.

(2) 원본�영상의�내용에�대하여�간략하게�적어주십시오.

(3) 3개의�요약�결과를�비교한�후� 5점�만점으로�점수를�매겨주십시오.

1번�결과:� � � � /5

2번�결과:� � � � /5

3번�결과:� � � � /5

표 4.4 MOS 결과

표 4.5 수행 시간 비교(Intel quad core 2.33GHz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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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는 P03 비디오의 수행시간 비교 결과이며 제안하는 방법이 [1]의

방법에 비해 처리 시간을 확연히 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의 방법

은 2장에서 설명했듯이 모든 프레임에 대한 segmentation이 필요하며 이

시간만 계산하여도 50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반하여 제안하는 방법은

약 50분 정도의 시간만 소요됨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은 MATLAB R2014a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으며 C언어로의 변경이나 최

적화 진행 시 더 빠른 처리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에고센트릭 비디오를 제대로 요약할 수 있으면서도 빠른 처

리 속도를 가지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의

실험 결과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기존 논문보다 처리 시간을 많이 줄이면

서도 동등 이상 품질의 요약 결과를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목표

를 충분히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UT egocentric dataset(UTE) [14]에 포함된 나머지 비디오들인

P01, P02, P04 비디오를 모두 실험하였다. P01 비디오의 요약 결과 및 비

교는 그림 4.7, 그림 4.8에서 확인 가능하며 P02 비디오는 그림 4.9, 그림

4.10에서 P04 비디오는 그림 4.11, 그림 4.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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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제안하는 방법과 Uniform sampling 과의 비교(P01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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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제안하는 방법과 Lee et al. 방법[1] 과의 비교(P01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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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제안하는 방법(P02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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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Lee et al. 방법(P02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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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제안하는 방법(P04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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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Lee et al. 방법(P04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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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중요한 사람 또는 물체 별로 클러스터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물체가 있는 영역을 찾아서 SIFT를 적용하면 더 좋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물체를 찾는 알고리즘 [23]을 적용

하여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다. [23]은 물체가 있을 확률이 높은 window

들을 찾는 알고리즘이며 P03 비디오에 적용해본 실험 결과는 그림 4.13과

같다. 실험을 진행해본 결과 전체 영역에 SIFT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좋

지 않은 결과를 얻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UT egocentric dataset(UTE)

의 비디오들이 해상도가 낮고 흔들림이 많아서 물체를 잘 찾지 못하는 경

우가 많아 오히려 결과가 더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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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Object-like window [23]를 적용한 경우와 비교(P03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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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좀 더 다양한 에고센트릭 비디오에 적용

해 보기 위하여 Sony action cam3 (HDR-AS30V)를 사용하여 직접 촬영

을 진행하였다. 30fps에 Full HD 1920 x 1080 해상도로 약 2시간 정도 촬

영을 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4.14와 같다. 차를 타고 축구교실로 이동한 후

(1) 축구 교실에 도착(2), 축구를 배우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다가(3) 축구

경기를 시작하여 가까이서 관찰한다.(4) 축구교실이 끝나고 마트로 차를

타고 이동한 후(5,6) 마트에서 장을 보고(7) 장난감을 같이 구경한다.(8)

실험 결과를 통하여 직접 촬영한 에고센트릭 비디오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요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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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제안하는 방법(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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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에고센트릭 비디오를 요약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에고센트릭 비디오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림이 많고 배경

이 자주 바뀌므로 안정된 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이 잘 된 영화나 TV에

대한 기존의 요약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 에고센트릭

비디오를 요약하는 연구가 시작되었고 [1]에서는 중요한 물체 및 사람을

찾아 요약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비디오 요약 방법과는 다

르게 에고센트릭 비디오를 비교적 잘 요약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요약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논문보다 처리 시간을 많이 줄이면서도 동등 이상 품질의 요약 결과

를 얻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클러스터링을 거치면서 후보 프

레임을 추출함으로써 처리 시간을 많이 줄였고,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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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ation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여러 비디오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고품질의 요약 결과를 얻어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고센트릭 비디오의 요약은 현재보다 미래에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보다 더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메

라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의 하루를 기록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도와주는 용도, 탐사 로봇이 촬영한 영상을 요약하는

용도, 차량 블랙박스 요약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며 웨어러블 카

메라를 착용하는 사람, 로봇, 차량 등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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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gocentric video is a long unedited video that offers a

first-person view. The purposes of egocentric video summarization are

to make storyboard that includes important things and to help

understand entire contents in a short time. Egocentric video recorded

by wearable camera is consisted of frames whose background is

constantly changing and moving. Since existing methods assume stable

background, they are not suitable for the summarization of egocentric

video. Recently, new summarization methods have been proposed to

support egocentric video, but they take very long time to summarize.

Therefore a new video summarization method is proposed in this

thesis, which can summarize egocentric video well with considerably

low computational loads. Specifically, to get important frames that

frequently appear, we use spectral clustering with color histogram and

select frames that have shortest distances from each of the clustering

means as candidate frames. Next, blur, contrast, and skew of candidate

frames are computed and then the frames having low values are

removed from the candidates. Finally, features are extracted using

sparse codes of SIFT from remained candidate frames and they are

divided into clusters, and then final summarization result is obtained

by graph matching.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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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is faster than existing egocentric video summarization methods

and produces optimum frames as summarization result. The result

frames reflect relationship between clusters while having good quality

in blur, contrast and skew.

Keywords : egocentric video, egocentric, video summ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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