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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모바일 환경의 보편화로 인해 웹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면서 

많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들이 등장하였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안에서 글이나, 사진 또는 

비디오 클립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정서를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사용자의 감성 정보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개인화를 

이용한 추천 시스템이나,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다양한 컨텐츠 중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비디오에 대한 감성분류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디오 감성 

분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사람의 얼굴 표정에 대한 동적인 

변화를 추적하고, 그에 따라 감성을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데이터셋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비디오에서 사람의 얼굴이 포함된 비디오는 약 52.4% 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람의 얼굴이 포함되더라도 

여러 얼굴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얼굴이 비디오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감성 

분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본 제안 모델에서는 단일 이미지 

프레임 수준에서의 집중 기법(attention mechanism)을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여 감성 분류율을 향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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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정보로는 Thayer의 valence-arousal에 대한 심리학적  

감성 모델을 이용하였다. Valence는 감성의 긍정, 부정에 대한 정도를 

표현하고, arousal은 감성의 강, 약 등의 세기에 대한 정도를 표현한다. 

본 연구의 제안 모델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직접 수집하여 구성한 

인스타그램 데이터셋과 Mediaeval 2015 workshop에서 사용되었던 

LIRIS-ACCEDE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제안 모델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얼굴 등의 특정 개체와 

상관없이 분류가 가능하도록 모델을 구성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프레임 

수준의 집중 기법 장치를 마련하여, Mediaeval 2015 데이터셋에서 다른 

제안된 방법들보다 가장 좋은 성능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본 

모델을 이용하여 소셜 미디어상의 다양한 비디오 데이터에 감성 분류를 

적용함으로써, 추천이나 평판분석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감성 분석, 소셜 컴퓨팅, 비디오, 딥러닝 

학   번 : 2014-2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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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접근성 또한 좋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자 증가와 함께 

사용자들이 생성하는 데이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그림 

1, 2). 많은 기업 또는 단체에서 이를 이용하여 광고나 비즈니스 마케팅 

또는 추천시스템에 활용을 하고 있다[1].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한 방법으로 

감성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Facebook 의 월별 액티브 사용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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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분석이란 어떤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1]. 이를 이용하면 

온라인상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2. Instagram 의 월별 액티브 사용자 추이 

 

 

소셜 미디어에서의 컨텐츠 타입의 추이는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그리고 이미지에서 동영상으로 점차 변화해가고 있다. 수많은 

서비스들에서 비디오에 대한 포스팅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텍스트나 이미지 기반의 플랫폼을 가진 서비스들도 비디오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Cisco 의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까지 

비디오가 전 세계 트래픽의 약 80%를 차지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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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초마다 100만분 분량의 비디오가 웹 상에 공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１  또한 Facebook 의 2015년 보고에서는 사용자 당 비디오 게시 

건수가 전 세계적으로 75%, 그리고 미국에서 94% 증가하였고, 

뉴스피드에서의 비디오의 양이 매년 3.6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２ 

 

이렇게 소셜 미디어와 비디오가 결합됨에 따라, 기존의 텍스트나 

이미지에 대한 감성분석이 마케팅이나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 

되었던 것과 같이, 비디오에 대한 감성 분석 또한 그 사용 영역이 점차 

확장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에 대하여 딥러닝을 이용한 감성분석 예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람은 비디오를 볼 때, 빠르게 지나가는 

수많은 단일 이미지 프레임 영상들을 연속적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이미 지나갔던 영상들을 기억 공간 속에 저장해 둔 채, 새로운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인다. 최종적으로 비디오에 대한 감성 

분류를 진행할 때는, 기억 속에서 해당 감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정 

장면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감성 분류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몇몇 딥러닝 알고리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먼저 비디오 클립을 일정 길이의 

프레임으로 분할 한 뒤 각 프레임 별로 정적인 이미지의 특징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Convolutional Neural Network[2] 를 사용하였다. 

                                            
１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Forecast and Methodology, 2014–2019 
２ http://media.fb.com/2015/01/07/what-the-shift-to-video-means-for-

creators 



 

 

 

 

4 

그리고 연속적인 이미지 프레임의 temporal 정보 분석을 위하여 

Recurrent Neural Network[3] 를 이용하여 각 시간 스텝에서의 

은닉(hidden) 특징들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temporal 정보들을 

Memory Network[4]를 이용하여 메모리 블록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감성 분류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프레임들이 감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결정 해 줄 수 있도록 집중 기법(attention 

mechanism)을 이용하였다. 

  

또한 오피니언 마이닝[1] 등, 수많은 감성 분석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긍정, 부정의 극성 클래스를 넘어 보다 세밀한 심리학적 

감성까지 구별할 수 있도록 감성 클래스를 세분화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감성 모델 중 Thayer의 valence-

arousal 모델[5]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Thayer 모델은 valence-

arousal 모델들 중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각 감정의 배치가 고르고 

일정하고 분포되어 있어 그 경계를 확인하기가 용이하다. valence는 

감성이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고, arousal 은 감성의 

세기가 강한지 약한지의 정도를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에 대한 우수한 성능의 감성 분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마케팅이나, 광고, 추천 등 소셜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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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제 1 절 소셜 미디어 감성 분석 

 

소셜 미디어는 단순한 소통 채널로서의 기능을 넘는 다양한 

분석의 가치가 있는 데이터의 집합체이다. 그 중 감성분석 연구는 누가 

무엇을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광고,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감성분석에 대한 대상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남긴 매체로, 텍스트로 표현된 정보로부터 

시작해서 이미지, 비디오와 같은 시각적(visual) 정보, 그리고 음성이나 

음악 등 소리에 대한 분석까지 존재한다.  

 

텍스트로 표현된 데이터는 자연어 처리 방법을 이용하는데, 주로 

감성 분류가 기록 된 학습 데이터 집합에 기계학습 방법론을 적용하여 

감성 분류기를 학습하는 지도학습 방법과, 텍스트 출현 용어들의 감성 

강도들을 감성 사전 등으로부터 구한 다음 텍스트 전체의 감성을 

결정하는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6, 7, 8, 9]. 문서에서 각 

단어가 나타나는 ‘빈도’나, 긍정이나 부정과 같은 ‘속성’ 에 따라 

점수나 가중치를 부여한 뒤, 각 단어가 나타내는 점수의 총합이나 평 

균을 구해 전체 텍스트가 과연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알아내는 

것이다[10, 11]. 

 

시각적 데이터에 대해서는 색상, 명도, 채도 등 픽셀 수준의 

low-level feature[12] 부터 object/scene 등을 활용하는 high level 

feature 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13]. high level feature 로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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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얼굴을 탐지한 후 얼굴 표정에 따라 감성을 분류하는 방법들이 

사용된다[14, 15]. 비디오 데이터의 경우에도 주로 각 프레임에서 

사람의 얼굴 정보들을 추출하고 표정의 변화 추이에 따라 전체적인 

비디오의 감성을 분류하는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16, 17, 18, 19, 20]. 

[16] 에서는 인터뷰 비디오에 대하여 비디오에 등장하는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미소를 띄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지의 

정도에 따라 긍정과 부정으로 감성을 분류하였다. [17] 에서는 프레임 

별로 나타나는 배경색, 얼굴색 등의 컬러 히스토그램 정보와, 사람의 

얼굴 표정, 그리고 화면의 텍스쳐 정보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여 감성의 

스코어를 도출 한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18] 에서는 등장하는 주체의 

특성과 그 주체가 갖는 형용사적 정보와 동사적 정보의 결합을 

시간순으로 연결하여 긍정, 중립, 그리고 부정으로 감성을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사랑스러운 소녀, 소녀가 찌뿌린다, 소녀가 소리친다 등의 

정보에 대한 시간의 동적 변화에 따라 감성을 분류하였다. [19] 에서는 

프레임 별로 얼굴을 추출하고 얼굴이 가질 수 있는 각 요소 별 위치 

특성과, 요소들의 거리 정보 등을 전체 프레임에 대하여 평균을 구한 후 

긍정과 중립, 그리고 부정으로 분류에 이용하였다. [20] 에서도 얼굴 

표정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감성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미지의 각 프레임들에 대하여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를 통하여 이미지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이를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분류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법들은 모두 얼굴의 등장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지만, 얼굴이 소셜 비디오에 항상 등장하는 것은 아니며, 

등장하더라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얼굴이 등장할 수도 있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얼굴의 감성 정보에만 의존하여 레이블링을 

하게 되면, 실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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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감성 모델 

 

감성 모델은 크게 긍정, 부정으로 분류하는 극성 감성 모델과, 

슬픔, 기쁨, 화남 등의 상세한 감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심리학적 감성 

모델로 나눌 수 있다. 

 

극성 모델은 긍정과 부정의 양 극단으로 분류하는 모델로, 텍스

트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에서 주관적인 정보만을 탐지한 후, 이를 단어

의 속성과 빈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뒤 전체 데이터에 대한 긍정, 

부정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1]. 이는 주로 오피니언 마이닝에 이

용된다. 

 

 
그림 3. Plutchik 의 감정 바퀴(Wheel of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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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적 감성 모델로는 Plutchik 의 감정 바퀴(wheel of 

emotion)[21]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림 3과 같이 8개의 기본 감정을 

동심원 형태로 배치하고 있다. 감정 바퀴의 바깥에는 강도가 약한 감정

들이 놓여있고 바퀴의 중심으로 갈수록 강도가 강한 감정들이 위치해 있

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감정은 상호간에 대치되는 감정들로 표현이 되

어 있고, 기본 감정들 사이에는 두 감정이 섞인 감정이 위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fear’와 ‘surprise’ 사이에는 ‘awe’ 라는 섞인 감성이 존재하

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델은 오피니언 마이닝 등의 감성에 대한 극성 

분류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감성들이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

으나 그 경계가 모호하고, 섞인 감성에 대해서도 감성의 강도에 따른 분

류들 중 어느 강도에 대한 섞인 감성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림 4. Russell 의 valence-arousal 감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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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hayer의 valence-arousal 감성 모델 

 

또 다른 심리학적 감성 모델로 valence-arousal 감정 모델이 

있다. 대표적으로 그림 4의 Russell모델[22]과 그림 5의 Thayer 감성 

모델[5]이 있다. 이 모델들에 따르면 감정은 arousal 과 valence 로 

나뉠 수 있는데, arousal 은 감정의 강/약에 대한 강도를, valence 는 

감정의 긍정/부정의 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심리학적 감성 상태가 

긍정적이면서 강한 감성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기쁘고 흥분된 감성으로 

표현되고, 반면 부정적이면서 약하고 이완된 감성 상태이면 지루하고 

슬픈 감성으로 표현된다. Russell 이 제시한 감성 모델은 형용사를 

기반으로 한 모델로 의미가 중첩되거나 형용사적 표현이 모호하며, 

오래전에 설계되어 현대의 정서와 맞지 않는 단점이 있다[23]. 

Thayer 의 감정 모델은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주고 있는 모델이다. 

Valence-arousal 의 두 축을 기준으로 12 가지의 감정이 존재하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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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면 위에 세 가지의 감성들이 위치를 하고 있다. 이 모델은 

상대적으로 단순화되고 정리된 감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감성간의 

경계가 확실하여 감성의 정도를 표현하는데 비교적 용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hayer 의 감성 모델을 이용하였다. 

 

 

제 3 절 딥러닝 

 

본 연구는 비디오에 대한 감성분석 연구를 위하여 딥러닝 방법

을 이용하였다. 먼저 비디오 클립을 일정한 길이의 이미지 프레임으로 

나누었다. 나뉘어진 각 이미지 정보에 대한 특징 벡터(feature)를 구하

기 위하여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를 이용하였다. CNN 

은 이미지 데이터의 학습에 큰 발전을 가져온 알고리즘으로 이는 

convolution 계층, sub-sampling 계층, 그리고 완전 연결(fully 

connected)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6). Convolution 계층은 가로, 

세로, 깊이로 이루어진 커널과 입력 영상과의 합성곱(convolution) 연산

을 통해 이미지의 특성들을 추출 해주는 역할을 한다. Sub-sampling 계

층은 이미지의 다운 샘플링(down sampling)과 position invariance에 

대한 특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max pooling, average 

pooling, stochastic pooling 기법 등이 있다[24]. Max pooling이란 다운 

샘플링을 하고자 하는 영역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이용하여 축소를 하는 

방법이고, average pooling은 영역 내의 모든 값들의 평균 값을 이용하

는 방법이다. Stochastic pooling은 영역 내의 모든 값들에 대한 다항분

포(multinomial distribution)을 이용하여 값을 샘플링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두 계층의 반복을 통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고차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해 주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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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시간 순으로 나뉘어진 각 이미지 프레임에 내재된 

시간적(temporal) 정보의 학습을 위하여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이용하였고, 예측력을 높여줄 수 있는 attention mechanism 

을 적용하기 위하여 Memory Network를 이용하였다. RNN은 순차 데

이터에 대한 과거 정보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회귀(recurrent)가 

있는 신경망을 말하며, 언어 모델링(language modeling)과 음성 인식 

및 자연어 이해 등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일반적인  단순

(vanilla) RNN 은 시간 단계가 깊어질수록 과거의 정보들을 잘 보존하

지 못하는 vanishing gradient[25]와 exploding gradient[26] 문제가 

발생하여 학습이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Exploding gradient 의 

경우는 간단하지만 효율적인 gradient clipping 기법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26]. 이에 반해, vanishing gradient 문제의 경우는 해결 하기

가 쉽지 않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제안된 알고리즘 중 한 방법으

로 LSTM(long short term memory)[27]이 있다. 이는 연속적인 일련

의 데이터에 대한 장기 기억(long term memory)의 정보를 잘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이다. 

 

 

그림 6.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의 구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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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ong short-term memory 의 구조[27] 

 

LSTM은 정보의 흐름을 제어하는 input, forget 그리고 output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조는 그림 7 과 같다. 3개의 게이트는 

현재 단계의 입력과 이전 단계의 은닉(hidden) 계층의 조합을 시그모이

드(sigmoid) 함수에 적용하여 값을 구하며, 식 (1), (2), (5) 로 표현할 

수 있다. 𝑖𝑡, 𝑓𝑡, 𝑜𝑡 는 시간 스텝 t의 input, forget, output게이트이다. 𝑥𝑡 

와  ℎ𝑡 는 스텝 t의 입력 값과 은닉 계층의 값이고, W 와 b 는 각각 

weight 와 bias를 나타낸다. 

 

𝑖𝑡 = 𝜎(𝑥𝑡𝑊𝑥𝑖 + ℎ𝑡−1𝑊ℎ𝑖 + 𝐶𝑡−1𝑊𝑐𝑖 + 𝑏𝑖)               (1) 

𝑓𝑡 = 𝜎(𝑥𝑡𝑊𝑥𝑓 + ℎ𝑡−1𝑊ℎ𝑓 + 𝐶𝑡−1𝑊𝑐𝑓 + 𝑏𝑓)              (2) 

𝐶�̃� = tanh(𝑥𝑡𝑊𝑥𝑐 + ℎ𝑡−1𝑊ℎ𝑐 + 𝑏𝑐)                    (3) 

𝐶𝑡 = 𝐶𝑡−1𝑓𝑡 + 𝑖𝑡𝐶�̃�                                (4) 

𝑜𝑡 = 𝜎(𝑥𝑡𝑊𝑥𝑜 + ℎ𝑡−1𝑊ℎ𝑜 + 𝐶𝑡𝑊𝑐𝑜 + 𝑏𝑜)                (5) 

ℎ𝑡 = 𝑜𝑡 tanh(𝐶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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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게이트 𝑖𝑡는 현재 스텝의 후보 메모리 셀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forget 게이트 𝑓𝑡는 이전 스텝의 메모리 셀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Output 게이트 𝑜𝑡는 현재 스텝의 최종 메모

리 셀에서 얼마만큼을 외부 히든 노드로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식 

(3) 은 스텝 t의 메모리 셀에 대한 후보상태 𝑐�̃�  를 나타내게 되고, 식 

(6) 과 같이 Output 게이트 𝑜𝑡와  메모리 셀 𝐶𝑡  를 통해 스텝 t의 최종 

은닉 계층(hidden layer)의 특징 벡터 ℎ𝑡  를 구성하게 된다. 

 

 

그림 8. End-to-End Memory network의 구조[4] 

 

 Memory network 는 language modeling 또는 Question 

answering을 위해 나왔던 모델로, RNN에서 사용하는 내부 메모리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 메모리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일종이다(그

림 8). 이 모델은, 주어진 맥락(context)의 특정 위치에 집중(attention)

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Memory network 는 

input memory 와 output memory로 구성되어 있는데, input memory 

를 이용하여 softmax 함수를 통해 특정 위치에 대한 attention 확률 벡

터를 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 확률 벡터와 output memory의 조합으로 

예측을 위한 최종 특징 벡터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컨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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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대신 비디오에서 추출한 연속된 이미지를 컨텍스트로 이용하여 메

모리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Memory network에서 필요하였던 

temporal encoding[4]의 부분을 RNN의 연속된 은닉(hidden) 노드 값

들을 사용하여 해결하였다. RNN의 은닉(hidden) 벡터 값들은 이미 시

간의 정보(temporal information)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중 기법

(attention mechanism)은 감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느 프레임에 더욱 

가중치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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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디오에 대한 감성

분석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기존에 존재하는 알고리즘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framework을 제시하였고, 이 모델을 두 가지 

실험을 통하여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인스타그램 데

이터를 이용하여 제안 모델을 통한 분류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간마다 감성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하고 

그 값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최종 제안 모델의 정확도가 가장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Mediaeval 2015 workshop에서 

사용되었던 오픈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기존의 다른 방법

들보다 제안 모델의 결과가 가장 우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비디오 감성 분석을 위한 제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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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비디오 감성 분석 모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디오 감성분석 approach는 그림 9 와 같

다. 먼저 비디오 클립을 일정 길이의 프레임으로 나눈다. 그리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를 이용하여 이미지 별 4096 차원의 

feature를 생성한다. CNN은 여러 모델 중 2014년도에 ImageNet 

Challenge에서 두각을 나타낸 모델 중 하나인 VGG-19[28] layer 

model을 transfer learning으로 이용하였다. VGG 의 입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나뉘어진 각 프레임 이미지를 224x224 크기로 resize하고, 

RGB 3 채널을 이용하였다. VGG 모델의 다양한 레이어 구성은 그림 10

과 같다. VGG 19 layer 모델의 여러 레이어 중 fully connected(fc) 7 

layer에서 4096차원의 특징 벡터(feature vector)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특징 벡터의 길이는 4096차원으로 그 크기가 비교적 크

고, 계산의 용이와 메모리 용량을 고려하여 1024차원의 길이로 축소

(Image Embedding)하였고, 축소된 특징 벡터를 Recurrent Neural 

Network 의 매 스텝마다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이때, RNN의 레이어는 

2개 층으로 설정하고, 메모리 셀로는 LSTM 을 사용한다.  

 

RNN을 통해 각 step으로부터 은닉 벡터(hidden feature)를 추

출하여 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Memory Network를 구성하였다. 이

때, 기존의 Memory network에서 이용한 temporal encoding 방식은 적

용하지 않았다. Temporal encoding은 sequential 정보를 살리기 위하여 

별도의 처리를 해주는 방식이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구성에서는 

RNN의 hidden feature가 temporal 정보를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temporal encoding 처리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았다. 

 

Memory block 의 input memory 를 이용하여 어느 step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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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프레임에 집중(attention)을 가할지에 대한 확률을 softmax 함수

로 계산한 후, 이 확률 벡터를 이용하여 output memory를 가중 합

(weighted sum) 연산을 통해 분류 벡터(classification feature vector)

로 활용하였다. 분류를 위한 함수로는 식 (7)과 같이 softmax 함수를 

이용하여 각 클래스 별 확률을 도출하였다.  

 

             𝑝𝑖 =
exp (𝑥𝑖)

∑ exp (𝑥𝑗)𝑗
           (7) 

 

그리고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으로는 cross-entropy 함수를 이

용하였다. cross-entropy 함수는 식 (8)과 같다. 

 

              𝐸 =  − ∑ 𝑡𝑖 ln 𝑦𝑡𝑖         (8) 

 

모델의 학습을 위하여 확률적 최적화 방법(Stochastic Optimization 

method)인 Adam(Adaptive moment)[29]과 BPTT(Back Propagation 

Through Time) 알고리즘[30]을 이용하였다. Adam은 가속 학습을 위

한 momentum과 정규화된 gradient를 갖는 방법으로, 단순한 

stochastic gradient descent 대비 빠른 학습율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이

다. BPTT 알고리즘은 RNN의 학습을 위한 방법으로, 그림 11 과 같이 

각 입력으로부터 출력 값까지의 시간축의 경로를 포함한 모든 경로에 대

한 미분 값 계산을 통해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정규화 방법(regularization method)인 dropout[31]을 

이용하였다. Dropout은 그림 12 와 같이 신경망의 노드들 중 일부 노드

의 값을 0으로 masking시키는 방법으로, 축소 되는 노드의 선정은 무작

위로 결정한다. 이는 특정 노드의 강한 활성화를 방지하여 과적합

(overfitting)을 방지함과 동시에 random forest와 같이 소규모의 앙상

블 기법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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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VGG 모델의 다양한 구성[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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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BPTT(Back Propagation Through Time)[30]에 대한 step 

3에서의 에러 전파 예시 

 

 

 

그림 12. (a) 일반적인 신경망 (b) dropout 이 적용된 신경망[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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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및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감성분석 모델의 평가를 위하여 두 가지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중 하나인 인스타

그램３(Instagram)의 비디오를 수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비

디오는 총 36,000개이며 그 중 30,000개는 train set으로, 6,000개는 

validation set으로 진행하였다(표 1). 세부 실험은 총 두 가지로 진행하

였으며 세부 실험 1.1은 긍정, 부정을 판별하는 극성(polarity) 분류를, 

세부 실험 1.2는 valence-arousal 축의 사분면에 대한 사분면

(quadrant) 별 분석을 진행하였다(표 2). 또한, 추가적인 실험으로 제안 

모델의 우수성 검증을 위하여, 모델의 각 개별 컴포넌트별로 별도로 분

류를 진행하며 그 정확도를 비교해보았다.  

 

표 1. 실험 Dataset의 구성 

Dataset Train set Validation set 

실험 1 

Instagram set 
30,000 6,000 

실험 2  

Mediaeval 2015 set 
6,144 4,756 

 

 

 두 번째로, Mediaeval４ 2015 Emotional Impact of Movies 태스

크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태스크에서는 총 10,900개의 비디

오 클립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들은 LIRIS-

ACCEDE[32]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이다. 10,900개의 

                                            
３ http://www.instagram.com 
４ http://www.multimediaev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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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클립 중 6,144개의 비디오를 train set으로 나머지 4,756 개의 

비디오를 Validation set으로 사용하였다(표 1). Mediaeval task도 마찬

가지로 두 가지 세부실험으로 진행하였으며, 실험 2.1은 valence 축에 

대하여 긍정, 중립, 부정에 대한 판별을, 세부실험 2.2는 arousal 축에 

대하여, 각성, 중립, 비각성 에 대한 판별을 진행하였다(표 2). 

 

 
표 2. 실험 내용에 대한 구성 

Experiment type Dataset Target 

실험 1.1 

Instagram 

Polarity ５ 

실험 1.2 Quadrant ６ 

실험 2.1 

Mediaeval 2015 

Valence axis ７ 

실험 2.2 Arousal axis ８ 

 

 

 

 

 

                                            
５ Valence+ : excited, happy, pleased, relaxed, peaceful, calm 

      Valence- : annoying, angry, nervous, sad, bored, sleep 

６ Valence+, Arousal+: excited, happy, pleased 

      Valence-, Arousal+: annoying, angry, nervous 

      Valence-, Arousal-: sad, bored, sleepy 

      Valence+, Arousal-: relaxed, peaceful, calm 

７ Valence: negative(-1), neutral(0), positive(1) 

８ Arousal : calm(-1), neutral(0), excit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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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실험 1 : Instagram Dataset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비디오에 대한 감성 분석을 위하

여 인스타그램(Instagram)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Thayer의 arousal-

valence 모델의 12가지 감정을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에서 각 감정을 해

시 태그(hashtag)로 가지고 있는 비디오들을 수집하였다. 12가지의 감

정은 Excited, Happy, Pleased, Relaxed, Peaceful, Calm, Sleepy, 

Bored, Sad, Nervous, Angry, Annoying 과 같다. 비디오는 각 감정별로 

3,000개씩 총 36,000개의 비디오를 크롤링(crawling)하였다. 각 해시

태그들은 사용자들이 비디오를 업로드할 때 직접 입력한 것으로, 해당 

비디오들을 나타내 주는 메타데이터 중 일부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해

시 태그가 비디오의 감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분류

의 클래스로 이용하였다[33].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되는 비디오는 약 

3~15초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롤링 된 36,000건의 데이터에 대하

여 30,000장은 train set으로, 6,000장은 validation set으로 이용하였다. 

분류에 있어서는 4개의 사분면을 클래스로 하는 심리학적 감정 분류 실

험과, valence의 양, 음에 따라 긍정, 부정으로 나뉘어진 극성분석의 이

진 클래스 분류 실험의 2가지로 진행하였다(그림 13).  

 

 먼저 classification 실험을 위하여 크롤링 된 비디오를 30개의 

frame들로 나눈 뒤, 각 나뉘어진 이미지들을 VGG 19 Layer CNN 

architecture[28] 에 투과시켜 fully connected 7 layer에서 4096차원

의 feature vector들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feature 들을 RNN 

의 입력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때 차원의 수를 줄여 계산량을 줄이고 속

도를 높이기 위하여 4096 차원의 이미지 특징 벡터를 1024 차원의 벡

터로 image embedding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연속적인 1024

차원의 벡터를 RNN의 각 시간 step의 입력으로 이용하였다. RNN의 구

조로는 LSTM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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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층의 layer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RNN으로부터 도출된 

각 step의 은닉 특징 벡터(hidden feature vector)를 이용하여 Memory 

Block 을 구성하였다. 좋은 성능을 위하여 Memory block 을 2-hops

로 구성하였는데, 그림 9의 𝑢1, 즉 최초의 𝑢 값의 경우는 0.0001 의 상

수로 처리하여 계산하였다. 2-hops란 그림 8의 오른쪽 형태와 같이 메

모리 블록을 2단으로 쌓은 구조를 말한다. 분류를 할 때는, 과적합

(over-fitting)을 줄이고, 정규화(regularization) 효과를 주기 위하여 

dropout을 0.6으로 적용하였다. 

 

그림 13. 실험1을 위한 레이블링 : (a) polarity(실험 1.1) (b) 

quadrant(실험 1.2) 

 

 

 제안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는 표 3 과 같다. 제안 모델 이외에

도, CNN 자체의 특징들만 이용하는 방법과, CNN-RNN을 이용하는 방

법들에 대하여도 분류에 대한 정확도를 도출하였다. 시간적 정보

(temporal information) 없이 개별 이미지 프레임만 이용하는 CNN 방

법보다는 시간적 정보까지 추가하는 CNN-RNN의 방법이 더 좋은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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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각 이미지 프레임에 대한 집중

(attention) 기법을 추가하였을 때, 기존의 두 방법보다 더 좋은 정확도

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비디오 감성을 분류함에 있어서, 예측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들의 영향력이 각각 다르고 이러한 정보들을 통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성능을 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안 모델을 이용하여 긍정, 부정을 나타내는 극성(polarity) 분

석 실험 1.1 에서는 76.7%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Thayer의 valence-arousal 모델에 따른 사분면(quadrant) 별 분석 실

험 1.2에는 64.1%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인간의 동의성에 대한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모두가 100%만족하는 인간의 의견은 나오기 힘

들다는 연구들이 있다. 특히 감성분석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이 더욱 두

드러지며, 감성의 예측 정확도가 60%~70% 이면 상당히 유망한 수준의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34, 35].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험 1의 결

과는 제안 모델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3. Instagram Dataset에 대한 실험 결과  

Type 실험 1.1 실험 1.2 

Baseline (majority) 0.508 0.258 

CNN 0.709 0.592 

CNN-RNN 0.751 0.622 

Proposed model 0.767 0.641 

 

 



 

 

 

 

25 

다음으로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각 감성을 나타내주는 비디오들

의 특징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예측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validation set 에 대하여 각 레이블 별로 가장 확률이 높은 10개의 비

디오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았다. 먼저 valence(+)/arousal(+) 에 대해

서는 사람, 운동, 춤, 여행, 불꽃놀이 등의 비디오들이 검출이 되었다(그

림 14). 이 비디오들은 청명한 색감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노래를 하

거나 춤을 추는 동작들로 구성된 비디오가 예측이 되었다. 비디오들은 

신나는 느낌의 배경음악을 포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추후 소리 

정보까지 이용한다면 그 예측 정확도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4. valence(+)/arousal(+) 에 대한 상위 확률 비디오 샘플 

 

 

그 다음으로 valence(+)/arousal(-) 에 대해서는 모두 자연에 

대한 비디오들이 검출되었고, 영상의 전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비디

오들로 확인이 되었다(그림 15). valence(-)/arousal(+)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한 비디오들이 검출 되었다. 이 감성 부류는 장면의 전환이 상

당히 빨랐으며 추후 optical flow 에 대한 정보 추가시 더욱 정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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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valence(+)/arousal(-) 에 대한 상위 확률 비디오 샘플 

 

측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그림 16). 마지막으로 valence(-)/arousal(-)

에 대해서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흑백 필터링 된 비디오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부류의 비디오들은 우울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포

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7). 이들을 통하여 비디오에서 

나타나는 각 감성 별 속성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제안 모델이 

color에 대한 정보는 물론, object 및 scene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여 

예측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그림 16. valence(-)/arousal(+) 에 대한 상위 확률 비디오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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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valence(-)/arousal(-) 에 대한 상위 확률 비디오 샘플 

 

하지만, 예측에 실패한 비디오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사용

자 태그 기반 레이블링에 대한 한계점과 감성이라는 속성이 모든 사람에

게 공통적으로 공유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림 14의 

첫 번째 줄 가운데 비디오의 경우 영상 속에서는 생일 촛불이 꺼지지 않

아 사용자가 valence(-)/arousal(+) 에 관련된 angry의 hashtag를 부

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 모델은 valence(+)/arousal(+) class를 부여

하였고, 이는 보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감성 mapping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그림 15의 첫 번째 줄 가운데 비디오의 경우, 자

연에 대한 비디오지만 실제로 영상에서는 배속 처리가 되어 장면 전환이 

매우 빨랐으며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서, valence(+)/arousal(+)로 검출

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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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실험 2 : Mediaeval 2015 Dataset 

 

 두 번째 실험으로, 제안 모델에 대한 비교평가를 위하여 

Mediaeval 2015  Affective Impact of Movie task에 대한 실험을 진행

하였다. 이 태스크는 LIRIS-ACCEDE dataset을 기반으로 만든 데이터

이며, 약 8에서 12초 분량의 비디오 클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900개의 비디오 중 6,144개는 train set으로 나머지 4,756개는 

validation set으로 구성되었다. 클래스의 종류는 valence 와 arousal 의 

두 가지로 되어있고, 각각 -1, 0, 1 의 값을 가지는 3-class 

classification 문제이다. 

 

 아키텍쳐의 구성은 실험 1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실험의 결과

는 표 3과 같다. 표 3의 다른 방법들과 달리 시각적 정보만 사용하였으

며, 소리 정보는 별도로 이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도 

valence 에서는 43.2%의 정확도를 달성하였고, arousal 에서는 57.8% 

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제안 모델이 시각적 정보만으로도 다

른 기존 방법들의 결과를 뛰어넘는 가장 좋은 성능을 얻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추후 청각 정보까지 추가한다면 더욱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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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Mediaeval 2015  Dataset (Affective Impact of Movies)에 대한 

감성 분류 정확도 

Type Valence arousal 

Yi et al. [36] 0.419 0.559 

Lam et al. [37]  0.429 0.556 

Chakraborty et al. [38] 0.356 0.449 

Dai et al. [39] 0.418 0.488 

Vlastelica et al. [40] 0.385 0.519 

Seddati et al. [41] 0.372 0.524 

Trigeorgis et al. [42] 0.414 0.544 

Mironica et al. [43] 0.361 0.341 

proposed model 0.432 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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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의 감성 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딥러닝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모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특히 

얼굴과 같은 특정 개체를 이용한 방법 대신,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객체 추출 기법 없이 영상의 픽셀 값 전체를 이용하여 

감성을 추출하였다. 또한, 비디오로부터 추출한 이미지 프레임들에 대하

여, 집중 기법(attention mechanism)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성

하여, 해당 감성을 잘 추출할 수 있는 프레임들에 더욱 가중치를 주어 

감성을 분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 모델의 평가를 위하여 두 가지의 데이터셋

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Instagram)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인스타그램에서 

Thayer의 valence-arousal 모델에 따른 12가지의 감정을 해시태그로 

가지고 있는 비디오들을 추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세부 실험으로 각 

비디오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확인해보는 극성(polarity) 분석과, 비디

오가 긍정(valence+)/각성(arousal+), 긍정(valence+)/비각성

(arousal-), 부정(valence-)/각성(arousal+), 부정(valence-)/비각성

(arousal-) 의 4 부류의 분류를 진행하는 사분면(quadrant) 별 실험을 

진행하였다. 극성 분석에서는 76.7%의 분류율을 달성하였고, 사분면 별 

분석에서는 64.1%의 분류율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baseline(majority)

과 CNN, CNN-RNN 모델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면서, 감성 분석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멀티미디어 관련 workshop인 Mediae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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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에서 제기된 Affective Impact of Movies task 에 사용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데이터는 199개의 영화로부터 추출된 

10,900개의 짧은 비디오 클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실험으로는 

Mediaeval 2015 task와 동일하게 valence 축을 기준으로 긍정, 중립, 

부정 부류에 대한 분류를 하는 것과, arousal 축을 기준으로 각성, 중립, 

비각성 부류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였다. Valence 축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43.2%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고, arousal 축을 기준으로는 57.8%

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제안 모델이 소리 정보 없이 시각적 

정보 만으로도 Mediaeval 2015에 제출된 다른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달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비디오의 감성분석을 위해 기존의 딥러닝 알

고리즘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얼굴과 같은 특정 객체의 검출에 관계없이 범용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하였다는 점과, 동영상의 연속적인 이

미지 프레임에 대하여 이를 프레임 수준에서의 집중 기법(attention 

mechanism)을 이용하여 최종 감성 분류에 적용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Mediaeval 2015의 Affective Impact of Movies Task의 다른 결과들과 

비교하여 가장 우수한 결과의 분류율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모델을 이용하여 소셜 미디어상의 비디오를 분석한다면, 

비즈니스 마케팅이나, 평판 분석, 추천 시스템 등 활용도에 따라 다양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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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였던 데이터셋의 동영상의 길이가 대략 10

초 정도로 그 길이가 길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에서 이미지 

프레임들을 샘플링을 할 때, 등 간격의 프레임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좀 더 장시간의 비디오를 분석한다면, 동영상의 Key Frame들을 

구한 후 해당 프레임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좀 더 좋은 접근법이 될 것으

로 보인다. 동영상에서는 특정 시간 동안 장면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

도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장면 변화의 폭이 큰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의 Key Frame들만 샘플링 한다면, 불필요한 프레임을 줄이고, 꼭 

필요한 프레임들이 샘플링 되지 않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동영상 안에는 많은 감성의 변화가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동영상 별로 한 가지의 감정으로의 분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동영

상 내에서 짧은 세그먼트 단위의 감성 분류를 진행하고, 각 세그먼트들

이 어떠한 감성 변화의 양상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았다면, 동적

인 감성의 변화와 최종적인 감성 부류와의 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현재의 프레임 수준에서의 집중 기법(frame-

level attention mechanism)을 포함하여 단일 프레임 내의 각 국소적인 

영역 별로도 집중 기법을 활용하여 감성 분류를 할 수 있는 장방형의 메

모리 네트워크(cuboid memory network)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

면 감성을 결정하는 데에 프레임 별로 다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설

정할 수 있고, 단일 프레임 안에서도 감성 결정에 대한 국소적인 부분의 

영향력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디오의 영상 정보만이 아니라, 소리정보까지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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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다중 모달리티를 이용하면, 모델을 고도화 하여 감성 분

류의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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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ntiment Classification  

for Videos using  

Deep Learning Algorithms 
 

 

Seonhoon Kim 

Program in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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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sers of Social Network Services (SNSs)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and feelings in writings, pictures, and videos. Analyzing 

these user-generated contents is important as these social data 

become bigger. Large-scale user information provides us with new 

opportunities, from social marketing to social recommendation 

systems. 

 

 Among various types of social content, videos have a great 

potential because they contain more information than a singl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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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he number of video posts in SN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In this study, I focus on sentiment analysis of videos in 

SNS. Video sentiment analysis can be challenging because it requires 

the analysis of emotions associated with visual content in individual 

scenes, as well as the relationships embedded in a sequence of those 

individual scenes. Most previous methods use facial expression 

appeared in visual contents for visual sentiment classification. But I 

found that only 52.4% of our experiment data collected from 

Instagram has facial information. To address this challenge, I propose 

a deep learning model not dependent on specific features such as 

facial information. Furthermore, I add the frame-level attention 

mechanism to improve the sentiment accuracy.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odel, I 

performed sentiment classification experiments using two data sets, 

36,000 videos collected from Instagram, a popular SNS (Instagram 

dataset) and an open dataset (Mediaeval 2015 dataset). And 

Thayer’s valence-arousal model was employed as a sentiment 

model. The valence represents the degree of positivity or negativity 

and the arousal indicates the strength of sentiments. 

 

 In this study, I suggested the novel deep learning framework, 

composed of well-known deep learning algorithms, which operates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facial expressions. The results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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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proposed architecture outperformed others’ approaches in 

the Mediaeval 2015 experiment. I expect the proposed architecture 

to be applicable to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recommendation 

systems or reput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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