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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서비스의 속한 발 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타의 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기 해 사용자 개개인에 을 맞춘 효율 인 

검색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웹사이트에서 제

공하는 사용자 모델링 서비스는 텍스트 기반 페이지 구성

이나 추천 검색 등에만 국한되어 있는 단 이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사용자 모델링 기법을 동 상 검색에 용하기 

해 사용자의 선호도를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모델링하고, 

추론된 확률 값을 검색에 반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해 실제 연구실 환경 내에 존재하는 컨텍스트 정보를 정

의하 고, 설치된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동 상이 포함하는 

컨텍스트 정보를 텍스트의 형태로 주석을 달았다. 사용자로

부터 입력받은 사용자 개인의 정보는 설계된 베이지안 네

트워크 모델의 증거 값으로 사용되어, 그로부터 사용자의 

선호도를 추론하도록 하 다.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추론 결

과로 얻어진 확률 값은 검색에 반 되어 각 사용자의 선호

도에 맞는 검색 결과를 보여 다. 사용자 평가 결과, 제안

하는 모델을 사용하여 선택된 결과의 만족도가 일반 인 

검색의 결과에 비해 높음을 확인하 다.

키워드 : 사용자 모델링, 사용자 선호도, 동 상 검색

Abstract As the multimedia data increase a lo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 efficient retri-

eval technique focusing on individual users is required 

based on the analyses of such data. However, user 

modeling services provided by recent web sites have the 

limitation of text-based page configurations and recom-

mendation retrieval. In this paper, we construct the user 

preference model with a Bayesian network to apply the 

user modeling to video retrieval, and suggest a method 

which utilizes probability reasoning. To do this, context 

information is defined in a real office environment and 

the video scripts acquired from established cameras and 

annotated the context information manually are used.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 obtained from user 

input, is adopted for the evidence value of the constructed 

Bayesian Network, and user preference is inferred. The 

probability value, which is produced from the result of 

Bayesian Network reasoning, is used for retrieval, 

making the system return the retrieval result suitable for 

each user’s preference. The usability test indicates that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selected results based on the 

proposed model is higher than general retrieval method.

Key words : User Modeling, User Preference, Video 

Retrieval

1. 서 론

최근 다양한 단말에서 수집된 동 상 데이타의 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동 상 데이타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기 한 효율 인 검색기술이 필요해졌다. 특

히 인터넷 서비스의 속한 발달로 인한 데이타의 증가

는 수많은 데이타와 자원을 효과 으로 리하고 사용자 

개개인에 을 맞춘 검색 툴을 필요로 하게 하 다[1]. 

검색분야에서의 사용자 모델링은 많은 정보 가운데 사용

자의 상황이나 선호도를 고려하여 그 사용자에게 가장 

합한 결과를 보여주는 데 이용되며, 최근 그 쓰임이 

크게 증가하 다. Daum(www.daum.net)에서는 웹상에

서 검색 질의로 사용된 텍스트 데이타를 통해 사용자의 

심사, 단어, 패턴을 분석한 후 추천 검색을 제공하고 

있고,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해서도 주석 정보를 토

로 사용자 모델링을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로 진행되었던 멀티카메라 

환경 내 수집된 수 의 컨텍스트 정보를 통한 이벤트 

인식 모델[3]을 확장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이용한 이

벤트 검색을 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해 베이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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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각 사용자의 선호도를 모델링하고, 

추론 결과 얻어진 이벤트의 확률 값을 토 로 동 상 

데이타에 해 검색을 제공한다. 동 상 데이타는 사무

실 환경 내에서 8 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집되었으며, 시나리오를 설계하기 해 사무

실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이벤트와 필요한 물체, 환경 

등의 컨텍스트 정보를 사 에 정의하 다. 수집된 상

은 텍스트의 형태로 주석 처리를 한 후, 데이타베이스에 

장하여 검색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 다.

2. 련 연구

2.1 사용자 모델링을 이용한 검색

사용자 모델링은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효과 인 상호

작용과 높은 사용자 만족도를 제공하기 때문에[4], 요약, 

라우징, 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 

그 에서도 사용자 모델링을 이용한 검색은 사용자 개

인의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검색 결과에 

한 선호도를 모델링함으로써 한 검색 결과를 제

공하는 기능을 말하는데, 이를 한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S. Gauch 등은 사용자의 로필을 가 치를 가진 개

념계층으로 구조화하고, 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웹

사이트의 검색에 한 결과를 보여  때 사용하 다[5]. 

 B. Smyth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의 검색 능

력의 향상을 해 군집 기반 기법의 사용자 모델링을 

통한 웹 검색 방법을 제안하 다[6]. 

본 논문에서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기반 

페이지 구성이나, 추천 검색 등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용

자 모델링 련 연구를 사용자 선호도 모델링을 통해 

동 상 검색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2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모델링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최근 복잡한 도메인 역에서 

불확실성을 다루는 확률 모델로 리 사용되고 있다[7].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 로서, 노드는 

해당 도메인의 확률 변수를 의미하며 노드간의 연결은 

변수간의 확률  의존 계를 나타내는 모델이다. 노드

간의 계는 원인이 되는 노드와, 그 향을 받는 결과 

노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결과 노드는 자신에 한 

기 확률 값이나 원인노드와의 의존성을 고려한 조건부 

확률 테이블을 가진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모델링 과정에서 문가의 지식

을 사용할 수 있어 사람의 움직임과 이벤트에 한 모

델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불확실한 데이

타나 불완 한 데이타로도 추론이 가능해 불확실한 환

경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론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8]. 

L. Fan 등은 웹 상에서의 이미지 검색 모델을 생성하기 

해 키워드 형태로 주석 처리된 사진 일 온톨로지를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추론하 고[9], F. Spa-

racino는 사용자 개개인에 따른 장소, 상황에 맞는 박물

 안내 스토리를 생성하기 해 확률  추론 모델인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하 다[10]. 하지만 추 , 제스

처 인식과 같은 센서를 모델링하여 이용자의 타입과 행

동만을 분석하는데 사용했다는 제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무실 환경내의 이벤트 검색 방법으

로 사용자의 선호도를 모델링하고, 이로부터 추론된 확

률 값을 검색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이벤트 검색을 한 사용자 선호도 모델링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벤트 검색 방법의 개요는 그

림 1과 같다. 

그림 1 제안하는 검색 방법의 개요

3.1 컨텍스트 정보의 정의

이벤트 검색을 한 동 상 데이타를 수집하기 에, 

사무실 환경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이벤트(Entry, 

Leaving, Calling, Cleaning, Conversation, Eating, Nap, 

Meeting, Printout, Seminar, Work)를 사 에 정의하

다. 하나의 이벤트를 정의하기 해서는 피험자와 피

험자가 사용하고 있는 물체와의 계, 환경정보, 이벤트

가 발생하고 있는 치와 같은 컨텍스트 정보가 필요하

다. 이를 해 컨텍스트를 하 벨에 해당하는 환경, 

피험자의 정보와 상 벨에 해당하는 이벤트로 분류한 

후, 각 컨텍스트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정의하 다. 표 1

은 사무실 환경내의 컨텍스트의 종류와 가질 수 있는 

값들에 한 리스트를 나타낸다.

3.2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사용자 로필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선호도를 한 베이지안 네트

워크의 구조와 라미터, 즉 조건부 확률 테이블을 수작

업으로 설계하 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추

론하려고 하는 변수를 설정하고 그와 련된 변수들을 

정의한다. 제안하는 모델의 경우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

벤트의 확률 값을 얻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앞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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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설계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의 구조

표 1 컨텍스트의 정의

의된 11개의 이벤트 명을 추론하고자 하는 변수로 정의

한다. 이를 추론하기 해서는 사용자 로필 데이타를 

반 해야 하므로 이벤트 추론에 필요한 사용자의 흥미 

분야, 시간별 선호도, 이벤트 요도, 피험자와의 계 

등을 련 변수로 정의한다. 다음으로는 각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상태들을 설정해야 하는데, 제안하는 모델의 경

우 각 상태 값이 향을 미치는 이벤트들이 다를 수 있

으므로 이들을 각각 하나의 변수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상태 값들은 Yes/No의 두 가지로 설정하 다. 를 들

어 시간 선호도와 이벤트들과의 계를 살펴보면, 오

에 주로 발생하는 이벤트와 오후에 주로 발생하는 이벤

트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연 계를 설정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수들 간의 의존 계를 

고려하여 라미터 값을 정의하 다. 그림 2는 설계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의 구조를 보여 다.

4. 실험 결과

4.1 실험환경 설정

사무실 내에서의 일상생활에 한 실제 상 데이타 

수집을 해, 사무실 내에 4m×4m 역을 목 역으로 

설정하고 8 의 카메라를 설치하 다. 실험에 사용되어

진 카메라는 소니 네트워크 카메라(SNC-P5)로서, 상

은 320×240의 해상도에 15fps의 MPEG 동 상 포맷으

로 장하 다. 

4.2 데이타 수집

동 상 데이타는 사무실 내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에 해 미리 정의해 둔 컨텍스트 정의에 

기반 하여 3명의 피험자에 한 시나리오를 설계한 후, 

그에 따라 촬  되었다. 시나리오는 오  9시부터 6시까

지의 업무시간을 기 으로 하루 일과를 가정하 다. 수

집된 동 상 데이타는 주석 툴을 사용하여 정의된 컨텍

스트의 해당 항목들을 수동으로 주석 처리한 후, 생성된 

메타데이타를 데이타베이스에 장하여 검색에 사용할 

수 있게 하 다. 그림 3은 실제 데이타 수집에 사용된 

시나리오의 를 보여 다.

검색을 한 사용자 개인에 한 정보는 시간선호도, 

이벤트 선호도, 흥미 도메인, 피험자 선호도, 피험자와의 

계를 포함한다. 시간에 한 선호도는 이벤트가 발생

하는 시간에 해 오 /오후/ 녁으로 구분 하 고, 이

벤트 선호도는 사무실 내의 주요 업무와 련된 이벤트

(Work, Meeting 등)의 분류인 Normal과 주요 업무와 

상 으로 련성이 은 이벤트(Entry, Leaving, Cal-

ling 등)의 분류인 Abnormal로 구분하 다. 흥미 도메

인은 업무와 련된 일, 사람을 상 하는 미 , 연구실 

리로 구분하 다.  이용자 선호도는 시나리오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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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설계된 시나리오의 

그림 4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추론 과정

의된 3명의 피험자를 상으로 하 고, 피험자와의 계

는 연구원/친구/가족/교수님으로 구분하 다.

4.3 베이지안 네트워크 추론  검색결과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로필은 설계된 베이지안 네트

워크의 추론을 한 상태 값으로 사용되어진다. 그림 4

는 실제 사용자로부터 얻은 로필 값을 이용한 추론 

과정을 도식화하여 보여  것이다.

피험자A와의 계가 연구원이고, 흥미도메인이 업무

와 련된 사항이며, 주로 오후에 일어난 이벤트를 선호

할 경우, 설계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추론 결과가 높은 

상  4개의 이벤트의 확률 값은 Work 이벤트가 88%, 

Meeting 이벤트가 78%, Printout 이벤트가 64%, Se-

minar 이벤트가 58%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론 결

과 얻어진 확률 값은 검색 시에 반 되는데, 그림 5에서

와 같이 사용자가 피험자나 이벤트에 해 검색을 시도

하게 되면 통합되어진 카메라 정보로부터 높은 확률 값

그림 5 최  카메라의 선택과 실제 시나리오 상에서 피

험자 A에 해 선택되어진 이벤트

을 가지는, 즉 사용자의 선호도에 가장 부합하는 이벤트

들에 해당하는 카메라 번호와 임 정보를 상  4개

의 이벤트 간 4:3:2:1의 비율로 돌려주게 되고, 이는 어

리 이션 로그램과 연동되어 검색의 결과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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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검색 순서도

게 된다. 그림 6은 의 검색 과정에 한 시스템 순서

도를 나타낸다.

4.4 사용자 만족도 평가

사용자 평가는 제안하는 방법이 사용자에게 얼마나 

만족도를  수 있는지를 단하기 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검색 질의로 피험자를 선택하 을 

경우(A)와 이벤트를 선택하 을 경우(E)로 나 어 평가

를 수행하 다. 제안하는 모델을 사용하여 검색 결과를 

보여  경우(P)와 다수의 검색 시스템이 결과를 보여

주는 방식인 사용자가 선택한 피험자나 이벤트만을 보

여  경우(G)와의 비교를 해 10명의 사용자에게 각각

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1부터 5까지의 만족도를 측정

하 다. 그림 7은 사용자 평가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제

안하는 모델(AP - 평균 4.23, EP - 평균 3.95)이 일반

인 검색 모델(AG - 평균 2.49, EG - 평균 2.89)에 비

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검색 

질의로 피험자를 선택하 을 경우 제안하는 모델(AP)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사용자 평가 결과

5. 결론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사무실 환경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얻어진 상으로부터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 한 검색을 

해 설계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추론 결과를 이용한 

검색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방법의 경우, 일반

인 검색모델의 결과 보다 사용자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

하 다. 향후에는, 사용자 로필을 반 하여 사용자 선

호도 모델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결과를 검색에 반

하여, 많은 양의 사용자 데이타에 해서도 효율 인 

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확장할 정이다. 한 스

포츠 경기 시 다양한 뷰를 가지는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정보에 해 시스템을 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선수 

혹은 장면만을 검색하여 보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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