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벤트 검색을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사용자 선호도 모델링
O

임수정 박한샘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O

{soojung , sammy}@sclab.yonsei.ac.kr, sbcho@cs.yonsei.ac.kr

Bayesian Networks based User Preference Modeling
for Office Event Retrieval
Soojung LimO, Han-Saem Park and Sung-Bae Cho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Yonsei University

최근 다양한 단말에서 수집된 동영상 데이터의 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동영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한 효율적인 검색기술이 필요해졌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데이터의 증가는 수많은 데이터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 개개인에 초점을 맞춘 검색 툴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1]. 하지만 최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모델링 서비스는 텍스트 기반 페이
지 구성이나, 추천 검색 등에만 국한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로 진행되었던 멀
티카메라 환경 내 수집된 저수준의 컨텍스트 정보를 통한 이벤트 인식 모델[2]을 확장하여 사용자의 선
호도를 이용한 이벤트 검색을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벤트 검색 방법의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제안하는 검색 방법의 개요

표 1. 컨텍스트의 정의

제일 먼저, 사무실 환경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이벤트(Entry, Leaving, Calling, Cleaning,
Conversation, Eating, Nap, Meeting, Printout, Seminar, Work)를 정의하였다. 하나의 이벤트를 정의
하기 위해서는 피험자와 피험자가 사용하고 있는 물체와의 관계, 환경정보,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 위
치와 같은 컨텍스트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컨텍스트를 하위레벨에 해당하는 환경, 피험자의 정보
와 상위레벨에 해당하는 이벤트로 분류한 후, 각 컨텍스트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정의하였다. 표 1은
사무실 환경내의 컨텍스트의 종류와 가질 수 있는 값들에 대한 리스트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사무실 내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실제 영상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무실 내에 4m×4m 영
역을 목적영역으로 설정하고 8대의 소니 네트워크 카메라(SNC-P5)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동영상 데이터
는 사무실 내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에 대해 위의 컨텍스트 정의에 기반 하여 3명의 피험자
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계한 후, 320×240의 해상도에 15fps의 MPEG 동영상 포맷 촬영 되었다. 수집된
동영상 데이터는 어노테이션 툴을 사용하여 정의된 컨텍스트의 해당 항목들을 수동으로 어노테이션 한
후, 생성된 메타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사용자 개인의 정
보는 사용자로부터 직접 입력 받도록 하였는데, 시간 선호도, 이벤트 선호도, 흥미 도메인, 피험자 선호
도, 피험자와의 관계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시간에 대한 선호도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간에 대해 오전/
오후/저녁으로 구분 하였고, 이벤트 선호도는 사무실 내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이벤트(Work, Meeting
등)의 분류인 Normal과 주요 업무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이벤트(Entry, Leaving, Calling 등)의
분류인 Abnormal로 구분하였다. 흥미 도메인은 업무와 관련된 일, 사람을 상대하는 미팅, 연구실 관리
로 구분하였다. 또 이용자 선호도는 시나리오에 정의된 3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피험자와의 관

계는 연구원/친구/가족/교수님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설계된 베이지안 네트
워크 모델의 증거 값으로 사용되어, 그로부터 사용자의 선호도를 추론하도록 하였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로서, 노드는 해당 도메인의 확률 변수를 의미하며 노드간
의 연결은 변수간의 확률적 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이다[3]. 노드간의 관계는 원인이 되는 노드와,
그 영향을 받는 결과 노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결과 노드는 자신에 대한 초기 확률 값이나 원인노드와
의 의존성을 고려한 조건부 확률 테이블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선호도를 위한 베이지안 네트
워크의 구조와 파라미터를 수작업으로 설계하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추론하려고 하는 변
수를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변수들을 정의한다. 제안하는 모델의 경우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벤트의 확
률 값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앞서 정의된 11개의 이벤트 명을 추론하고자 하는 변수로 정의한
다. 이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반영해야 하므로 이벤트 추론에 필요한 사용자의
흥미 분야, 시간별 선호도, 이벤트 중요도, 피험자와의 관계 등을 관련 변수로 정의한다. 다음으로는 각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상태들을 설정해야 하는데, 제안하는 모델의 경우 각 상태 값이 영향을 미치는 이
벤트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을 각각 하나의 변수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상태 값들은 Yes/No의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수들 간의 의존관계를 고려하여 파라미터 값을 정의하였다. 그림 2은
설계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의 구조와 실제 사용자로부터 얻은 프로필 값을 이용한 추론 과정을 도
식화 하여 보여준다.

그림 2. 설계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의 구조 및 추론과정

그림 3. 사용자 평가 결과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추론 결과 얻어진 확률 값은 검색 시에 반영되는데, 사용자가 피험자나 이벤트
에 대해 검색을 시도하게 되면 높은 확률 값을 가지는, 즉 사용자의 선호도에 가장 부합하는 이벤트들
에 해당하는 카메라 번호와 프레임 정보를 상위 4개의 이벤트 간 4:3:2:1의 비율로 돌려주게 되고, 이
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검색의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평가는 사용자가 검색 질의로 피험자를 선택하였을 경우(A)와 이벤트를 선택하였
을 경우(E)로 나누어, 제안하는 모델을 사용하여 검색 결과를 보여준 경우(P)와 대다수의 검색 시스템이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인 사용자가 선택한 피험자나 이벤트만을 보여준 경우(G)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
도록 하였다. 그림 3은 사용자 평가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제안하는 모델(AP, EP)이 높은 만족도를 보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검색 질의로 피험자를 선택하였을 경우 제안하는 모델(AP)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는, 사용자 프로필을 반영하여 사용자 선호도 모델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결과를 검색에 반
영하여, 많은 양의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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