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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저작물 보호연구
모든 것을 영상으로 설명하는 시대다. 유튜브를 비롯하여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등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분야에 대한 새로운
영상이 쏟아진다. 유튜브는 이미 전 연령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이 된지 오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본방사수’를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모바일 기기로 좋아하는 드라마를 찾아보
기 시작했다. ‘먹방’, ‘겜방’에 이어 평범한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브이로그가 10대와 20대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TV 뉴스와 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만을 고집하던 중장년층도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접한다. 영상물은 점점
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고도 촘촘하게 연결되는 중이다.
이렇게 영상물의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영상 불법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일까지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디지
털 환경이 대두되기 이전에도 불법 복제물에 대한 고민은 있었다지
만,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랐던지라 피해 규모는 그때와는 비
교할 수 없이 크다. 특히 유통 수명이 짧은 영화나 방송 콘텐츠의
경우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웹하드나 스트리밍 사이트에
서도 이러한 불법 복제물을 차단하고자 여러가지 영상 필터링 기술
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교묘하게 회피한 불법 영상물은 여전히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영상 저작물 보호 기술은 콘텐츠가 유통되기 전에 쓰
이는 사전적 기술과, 소비자가 콘텐츠를 소비하고 난 후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막는 사후적 기술로 나뉘어진다. DRM(Digital Right
Management)와 CAS(Conditional Access System)가 대표적인 사전적
기술로 콘텐츠가 유통되기 전에 미리 영상 저작물을 암호화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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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적 기술에는 영상물의 권리자나 구매자의 정보를 워터마크로 처리
하거나, 콘텐츠 유출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포렌식 마킹(Forensic
Marking)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전∙사후적 기술을 회피하는 기
술이 이미 널리 퍼져있다. 실제로 어떠한 보호 기술로 보호를 하려
고 해도 불법 영상물 제작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불가능하다.
영상 주파수와 색상, 공간과 화소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필터
링 기술을 통해 불법 동영상을 검색하는 방법도 있다. 동영상의 색
상, 화소의 특징 등을 이용하여 동일한 영상물이 다른 곳에 또 있는
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불법 영상물을 확인하게 되면, 해당
영상물을 게시하려는 웹하드나 스트리밍 사이트 등 콘텐츠 유통 채
널에서 해당 영상을 필터링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동영상의 화면 좌우를 바꾼다거나, 화질을 변환
시키거나, 영상 안에 임의의 마크를 넣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필터링을 피할 수 있고, 원본영상이 있어야만 필터링이 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방법이 바로 딥러닝
기반의 동영상 이해(Video Understanding) 기술을 응용한 영상물 인
식 방법이다. 딥러닝은 쉽게 말해 사물과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
류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로,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해
인간이 사물을 구분하듯 컴퓨터가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의 분류나 식별 기준을 사람이 컴퓨터에게 직접 가르치지 않
아도, 스스로 데이터를 해석함으로써 그 기준을 찾아낼 수 있기 때
문의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핵심이다.
딥러닝이 발전한 만큼 영상 이해 기술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영상 내의 물체를 단순히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상 속의 다양한
객체 간의 관례를 정의하거나 유추(reasoning)하고, 각 장면을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고도화 되었다.
본 연구에서 딥러닝 기반 동영상 이해(Video Understanding) 기술
을 기반으로 저작권 인식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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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실증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딥러닝 동영상 이해 기술을 통해 어떻게 영상 저작물이 불법적으
로 제작되었거나 유통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기술의 핵심은 어떠한
영상 저작물을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 영상만의 고
유한 특징을 정의하고 이를 정확하게 추출해내는 것이다. 임의의 영
상물이 입력되면, 영상만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한 다음 저작권 보호
를 요청한 오리지널 영상물과의 특징을 비교한다. 이때 일치하는 것
이 있다면 이 임의의 영상물이 저작권 보호를 요청한 영상물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영상이 불법 유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사람이 임의의 영상물을 보고 이전에 봤던 영상물과
똑같다고 판단하는 과정을 그대로 본 땄다. 사람은 컴퓨터처럼 영상
내의 화소의 밝기나 변화를 통해 영상물을 기억하지 않는다. 영상물
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얼굴과 대화 내용, 어떤 장면에서 특정 위
치에 놓여진 뭔가 특징적인 물체, 자막의 내용, 화면 상단에 떠있는
프로그램의 로고나 마크와 같은 화면 묘사, 그리고 그 요소들의 시
간적인 변화나 흐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영상물을 기억한다. 딥
러닝 기반 동영상 이해 기술도 컴퓨터가 등장 인물의 대화와 특정
위치에 있는 특정 물체, 상표, 간판, 자막 등의 글씨와 화면 마크 등
영상에 나오는 여러가지 요소를 시각 지능(Computer Vision) 및 딥
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출하고 인식한다. 그리고 이 인
식 결과의 시간에 따른 흐름을 영상의 특징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를 통한 식별 모델은 이와 같이 장면 묘사 요소를 기반으
로 한 특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후적 기술, 즉 영상 화소 기반의
저작권 인식 기술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시중에 널리 퍼진 회피 기법
을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사람의 일상적인 영상 인
식 및 소비 과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현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 소비자는 아무 불편함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영상물 보호 기술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면
서,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불법 유통 영상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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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것이다. 게다가 특징으로 인식된 장면 묘사 요소들이 영상이
아닌 텍스트로 표현되기 때문에, 영상 화소 기반의 메타 데이터에
비해 검색 속도도 비교할 수 없이 빨라진다.
영상 저작물 식별 모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영화, 예능 프로그
램, 드라마 등 약 100 개의 제한된 저작권 보호 영상물을 대상으로
저작권 회피 기법을 적용한 수십 개의 불법 영상물들을 테스트했다.
그 결과, 보호 영상물 인식 시 100%의 인식률을 보이며 성능을
효과적으로 증명해냈다. 인식 속도 역시 기존과는 비교가 무색할 정
도로 빨랐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의 각 장면에서 대화, 얼굴, 물체,
글씨, 마크 등 여러 형태의 요소를 정확하게 검출하고 인식하기 위
해 컴퓨터 비전 기법과 함께 LSTM-RNN(long Short-Term Memory,
Recurrent Neural Network), FaceNet, inception net, Resnet,
YOLO(You Only Look Once), Tensorflow object detection API,

등 딥러닝의 여러가지 알고리즘 모델을 동시에 사용했다.
우선 전체 단계에 걸쳐있는 추출과 인식 등 개별 기능을 각각 모
듈화하고, MongoDB 및 Elasticsearch 등을 이용하여 검색 기능을 최
적화하기 위한 기술도 덧붙였다.
본 연구를 통한 식별 모델은 이와 같이 장면 묘사 요소를 기반으
로 한 특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후적 기술, 즉 영상 화소 기반의
저작권 인식 기술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시중에 널리 퍼진 회피 기법
을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사람의 일상적인 영상 인
식 및 소비 과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현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 소비자는 아무 불편함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영상물 보호 기술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면
서,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불법 유통 영상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영상 저작물 식별 모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영화, 예능 프로그
램, 드라마 등 약 100 개의 제한된 저작권 보호 영상물을 대상으로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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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회피 기법을 적용한 수십 개의 불법 영상물들을 테스트했다.
그 결과, 보호 영상물 인식 시 100%의 인식률을 보이며 성능을 효
과적으로 증명해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을 상용화된다고 해서 저작권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통되는 영상물이 원천적으로 사라지지
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기존의 방식으로 영상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었거나, 심지어 아예 보
호하지 못했거나, 보호하더라도 그 정확도와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
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 저작권 보호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여
는 데에는 톡톡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로는 현재
개발된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테스트와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 대한 활용도
를 높이기 위한 전략수립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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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콘텐츠에 대한 수요 또
한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방송, 영화 등 영상 저작권 침
해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ㅇ 디지털, 모바일 등 저작물 이용환경과 형태 변화에 따라 온라
인에서의 영상 불법복제물 경험률은 5년째 꾸준히 증가중이
다.
[표 1] 온라인 불법복제물 경험률,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ㅇ

영화 방송

2012

2012

2014

2015

2016

32.6%

32.8%

37.5%

38.9%

43.7%

저작물 이용환경과 형태가 웹하드, 토렌트 등의 고정형에서
모바일, 스트리밍등으로 변화하고 있고, 변환, 노이즈삽입 등
저작권 침해 이슈를 회피하는 여러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ㅇ 특히, 웹하드, 스트리밍 사이트 등에서 불법영상 필터링 기술
을 회피하는 목적의 노이즈를 포함한 불법영상물 유통행태 빈
번해지고 있음
※ 기존 영상 필터링 기술의 한계를 이용한 더미 (dummy)영상
삽입, PIP(Picture in Picture) 영상, 시간지연 영상 등
ㅇ 노이즈를 포함한 불법영상물로 인해 해시목록 기반 검출 기술
및 특징점 기반 필터링 기술을 이용한 기존의 저작권 침해 검
출 기법의 적용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검출 정확도 또한 낮아
지고 있다.
ㅇ 유통수명이 짧은 영상(방송‧영화) 콘텐츠의 특성상 신속한 대응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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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현 저작권 보호 방법론의 한계
을 위한 보호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4차 산업시대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저작물 이용환경과 형태에 제한 없이
저작권 보호 이슈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

II.

연구의 목표 및 범위

가. 추진 목표
ㅇ 인공지능 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영상물 침해방지 시스템 구축
을 위한 실용모델 연구 및 실증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 사업 내용
ㅇ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저작물 보호 연구
- 영상저작물 식별 응용 기술 조사
- 왜곡 및 회피영상, 불법영상물 유형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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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저작물 보호 실용 모델 연구
ㅇ 연구 실증시스템 식별 대상 확대 및 기능 개선
- 영상물 침해 방지 모델 실증시스템 개발
-

그림 2] 영상물 침해방지 모델 실증시스템 개념도
- 보호원 이기종 시스템 연계 운영을 위한 사업 단계적 실행 방
안 수립
[

다. 사업 기간: 2018. 06. 01 ~ 2018. 11. 30
III.

추진 체계

가.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

자문위원회
사업방향 및
내용검토 )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기술팀 )
( 사업계획 수립 ,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 관리 등 )
㈜마인즈랩
(주관사업자 )
( 과업수행 , 보고 ,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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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 기술 등
관련 업계 자문 )

나. 주체별 역할
구 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기술팀)
자문위원회
마인즈랩
(주관사업자)

주요 업무 내용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ㅇ 사업 주관 및 관리
ㅇ 산출물 검토 및 검수
ㅇ 이슈 검토 등 자문의견 조회 등
ㅇ 기술검토 및 방향 제시 등 의견교류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결과보고서 제출·보완
ㅇ 보고 등 기타 수행에 필요한 사항

사업총괄
사업주관
사업자문
사업수행

다. 수행 인력
ㅇ 연구책임자: ㈜마인즈랩 인공지능연구소 김승환 상무
ㅇ 참여연구원: ㈜마인즈랩 인공지능연구소 백훈 전무, 이형주,
김성수, 김동기, 정웅섭, 유서연, 박강우, 김정호
숭실대학교 김영모 교수
라. 자문위원회 구성
ㅇ 강제원 이화여자대학교 /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ㅇ 김용환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부사장
ㅇ 김원준 건국대학교 / 전자공학부 교수
ㅇ 문현준 세종대학교 / 컴퓨터공학과 교수
ㅇ 이동호 한양대학교 /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ㅇ 이상화 서울대학교 /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연구교수
ㅇ 최준원 한양대학교 / 전기생체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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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균 ㈜그린망고 / 대표이사
ㅇ 황원준 아주대학교 /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ㅇ

- 5 -

제2장 영상저작물 식별 응용기술 분석
제1절 영상저작물 식별 기술 개요
일반적으로 이미지 또는 영상저작물을 인식하기 위한 기술로는
문자기반(Text-based) 방법과 내용기반(Content-based) 방법이 존재
한다. 문자기반 방식은 이미지를 키워드나 문자로 표현하여 메타정
보로 유지하고, 인식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쿼리 형태의 문자로 받아
들여 해당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검색속도는 빠르
지만 이미지 각각에 메타정보를 태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내용기반 방법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상의
색상(color), 질감(texture), 구도(composition), 모양(shape), 양
(volume), 공간유사성(spatial similarity), 연속성(sequences) 등의 특징
값을 사용하여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 특징 값들은 사람의 개입 없
이 영상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추출되어 DB로 구성되며 인식 시에 이
용된다.
내용기반 영상인식 과정은 질의 자료로 영상 자체를 입력하고,
영상 DB 구성 시에 사용된 동일한 특징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특징
정보를 추출한 후, 영상 DB에서 가장 유사한 영상을 검색하고 이를
순위에 맞게 정렬하여 최고 유사도가 높은 이미지로 인식된 결과를
출력한다.
[그림 3]은 일반적인 내용기반 영상인식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시스템은 크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시스템의 구조는 핑거프린트 즉,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과
인식을 위해 특징을 관리하고 매칭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추출부에서는 콘텐츠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
파일 포맷을 분석하고, 또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정규화된
데이터를 생성해 주는 전처리(front-end) 과정이 필요하다.
- 6 -

매칭부에서는 기존의 특징들을 관리해 주는 DB와 인식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검색구조 및 특징들 사이의 유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distance measure)가 요구된다.

그림 3] 내용 기반 인식 시스템

[

또한 이러한 인식 시스템은 서버 구조상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
성되며 특징 추출 기능은 클라이언트 및 서버 모두 존재한다. 클라
이언트는 주로 인식할 콘텐츠에 대해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데 많은 콘텐츠들이 압축 코덱 등의 파일로 존재하기 때문에 포
맷디코더가 필수적이다. 서버에는 특징을 관리하는 특징 DB와 빠른
검색을 위한 인덱싱 기능이 있다. 서버에는 항상 인식할 콘텐츠의
특징이 미리 보관되어야 하므로 콘텐츠DB와 연동되어 특징을 추출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내용 기반 인식 기법은 정지 영상 데이터셋을 통한 유사 정지 영
상 검색 기술(I2I) 개발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정지 영상 데이터셋에
서 유사 비디오를 검색하는 기술(I2V) 및 동영상 데이터셋에서 유사
비디오를 검색하는 V2V 기술로 진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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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호 처리 및 인공 지능 기반의 영상물 식별 기술
I.

오디오 특징 추출 기술

많은 오디오 기반의 특징들은 소리에 대한 인간의 인지능력에 가
깝도록 선택되며, 오디오 신호들은 저수준의 음향적 특징(acoustic
features) 계층, 서로 다른 신호 객체를 구분할 수 있는 중간수준의
오디오 신호(audio signatures) 계층, 그리고 서로 다른 영역(class)을
구분할 수 있는 고수준의 의미적 모델(semantic model) 계층에 포함
된 특징들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Z. Liu, Y. Wang, and T. Chen,
1998].

저수준의 음악적 특징은 오디오 신호의 에너지, 피치 주기, 대역
폭, 주된 주파수 성분 등을 말하며 현재까지 오디오 특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저수준의 오디오 특징들은 다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의 특징들로 나누어지며 인식의 정확성 관점에서 시간
영역 특징들 보다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특징들이 더 많이 사용된다.
각 영역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시간영역 특징(Time-domain feature)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오디오 신호의 에너지에
대한 RMS(root mean square)가 있다. 이는 오디오 신호의 총량으로
일반적인 볼륨 에너지와 비례한다. n번째 프레임에 대한 RMS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①

   






   





 

는 n번째 프레임의 i번째 샘플을 나타내며, N은 프레임의 길
이이다. 신호 x(i)에 대한 에너지는 오디오 신호에 대한 정보 측면에
x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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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중요하지는 않지만 오디오 신호 크기의 변화는 특징으로써
가치가 있다.
신호 크기의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STE(short-term energy)가
있다. STE는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오디오 신호의 분류에 사용되어
왔으며, 임의의 프레임에서의 STE는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은 서로 다른 오디오 신호를 특징짓는데
RMS나 STE 보다 유용하며, 특히 음성 신호와 음악 신호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ZCR은 프레임 내에서 신호의 부호
가 변하는 횟수를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고주파는 높은 ZCR을, 반
대로 저주파에서는 낮은 ZCR을 보인다. 임의의 프레임에서 ZCR은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ZCR(zero crossing rate)







               
  
       

의 길이를 가지는 시간 영역의 신호인 x(m), (0≤m≤N−1)에 대
해 sign[x(m)]는 x(m)≥0때에는 +1, 그 외에는 -1의 값을 가지는 부호
함수이다.
음성 신호는 일반적으로 음악 신호보다 더 높은 ZCR을 가진다.
ZCR은 볼륨과 더불어 묵음 구간(silent frame) 검출에 많이 사용된
다. 예를 들어 볼륨과 ZCR 모두 일정 기준치 이하의 값을 가진다면
묵음 구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볼륨과 함께 ZCR을 사용할 때의 장
점은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무성음이 묵음 구간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Z. Liu, Y. Wang, and T. Chen, 1998].
볼륨과 ZCR을 통해 검출되는 묵음 구간을 통하여 임의의 오디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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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내에서의 묵음비율(silent ratio)을 특징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으로 사용될 수 있으
며,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음성은 음악보다 묵음비율이 더 높고, 뉴
스 같은 콘텐츠는 광고물 같은 콘텐츠 보다 묵음비율이 더 높다.
음악 신호의 구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STE와 ZCR을 개선
한 특징 연구도 있다.[L. Lu, H.J. Zhang, and H. Jiang, 2002] 위 논
문에서는 STE와 ZCR의 값 자체보다 STE의 변화값과 ZCR의 변화값
이 더 좋은 특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각각
LSTER(Low Short-Term Energy Ratio)과 HZCRR(High Zero-Crossing
Rate Ratio)로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LSTER은 1초 동안의 윈도우내에서 평균 STE의 절반보다 낮은
STE를 가지는 프레임 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은 전체 프레임의 개수, n은 프레임 인덱스이고, STE(n)은 n번
째 프레임에서의 STE이고, aveSTE는 1초 길이의 윈도 내에서의 평
균 STE이다. 일반적으로 묵음 구간은 음악 신호보다 음성 신호에서
더 많이 존재하므로 음성 신호의 LSTER은 음악 신호의 LSTER 보다
높게 나타난다.
HZCRR은 1초 동안의 윈도 내에서 평균 ZCR의 1.5배 보다 높은
ZCR을 가지는 프레임 수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
해진다.
N







      
  
   

은 전체 프레임의 개수, n은 프레임 인덱스이고, ZCR(n)은 n번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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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프레임에서의 ZCR이고, aveZCR는 1초 길이의 윈도 내에서의 평
균 ZCR이다. 일반적으로 음성 신호는 음절 내에서 유성음과 무성음
의 상호교차로 구성되어 있으나, 음악 신호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 신호의 HZCRR이 음악 신호의 HZCRR 보다 높게 나타난다.
위에서 언급한 시간영역 특징들은 수학적 계산량이 주파수영역
특징들과 비교하여 단순하고 성능 또한 우수하기 때문에 음악인식뿐
만 아니라 음성인식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주파수영역 특징(Frequency-domain feature)
음악 및 음성 신호에 대한 주파수영역의 성분은 시간영역의 성분
보다 깊은 분석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
로 많이 연구되고 제안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MFCC, SFM(Spectral
Flatness Measure), 에너지밴드차(Energy band difference), 에너지중
심점(Energy centroid), 필터뱅크에너지(filterbank energy), 해쉬스트
링(Hash string)등이 존재한다. 특히 음성 등의 오디오 신호에서 주
파수성분의 특징은 인간의 청각을 모델링하여 이를 특징 추출 알고
리즘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MFCC(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이다.
MFCC는 음성 인식에 널리 쓰이는 유효한 특징 값으로 스펙트럼
기반을 특징으로 하며 인간의 귀가 가지는 비선형적인 주파수 특성
을 이용한다. MFCC는 음성 인식 영역뿐만 아니라 오디오 콘텐츠 분
류 등 오디오 신호 처리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특징 중의 하나이
다. MFCC는 인간의 청각 인지 시스템을 모델링한 것으로 [그림 4]
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구해진다.
②

1)

1) 시간영역 함수의 스펙트럼을 다시 한 번 푸리에 변환한 2차 주파수 스펙트럼을 의미하며, 단 구
간 스펙트럼에 대한 로그 스케일의 크기를 푸리에 역변환 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11 -

그림 4] MFCC 특징 추출 과정
출처: 김지은, 이인성, 2013

[

일반적으로 입력된 신호는 고주파 성분의 포만트(formant) 가 저
주파 성분의 포만트보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 프리앰퍼시스
(pre-emphasis) 과정을 거쳐, 전 대역의 포만트에 대해 고른 에너지
분포를 가지도록 한다. 프리앰퍼시스 과정을 거친 신호는 음의 특성
이 변하지 않는 안정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의 프레임 단위로 분석이 이루어지며, 주로 해밍(Hamming) 윈도우나
해닝(Hanning) 윈도우를 통해 프레임이 추출된다. 입력된 신호는 이
산푸리에변환(DFT)를 통해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되고, 변환된 신호
는 멜필터뱅크(Mel Filter Bank)를 통과한다.
멜필터뱅크는 인간의 청각 구조에 근접한 여러 개의 밴드패스필
터(band-pass filter)들의 필터뱅크(filter bank)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필터의 중심 주파수 배열은 인간의 주파수 지각 단위인 멜(Mel) 단
위를 기반으로 1kHz 이하에서는 균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1kHz 이상
에서는 로그 스케일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멜필터뱅크의 처리는 입
력 신호를 사람의 청각 시스템에서 인지하는 스펙트럼 신호와 유사
하도록 해준다. 멜필터뱅크를 통과한 신호는 로가리듬(logarithm) 처
리 과정을 거치는데, 로가리듬 다이나믹(logarithm dynamic) 압축 과
정을 통해 신호의 크기 성분은 살리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위상 성분
은 버리게 된다. 따라서 로그 계산 후 얻어지는 신호는 동적 측면에
서의 변화, 즉 음성일 경우 화자의 입과 입력 장치(마이크 등) 간의
거리 변화에 덜 민감하게 된다. 로가리듬 처리 과정을 통한 신호로
2)

2) 복잡한 소리일 경우라도 분석해 보면 단순한 음파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음성 신호 중
특정부분이 강화되는 부분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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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IDFT 를 거쳐 최종적으로 MFCC가 계산된다.
SFM은 주파수영역의 특성을 성조(tonal) 혹은 잡음(noisy)으로 구
별해 주는 척도로 MFCC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며 MPEG-7 표준에도
포함되어 있다.[E. Allamanche 외, 2002]
음성에서 성조의 의미는 주파수영역의 스펙트럴(spectral) 분석 관
점에서 피크(peak)의 존재 혹은 공명(resonance)구조를 의미한다. 반
대로 주파수영역에서 피크가 존재하지 않은 평면(flatness) 구조는
음성신호가 노이즈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SFM은 주어진 구간
에서의 음성신호가 얼마나 평면에 가까운지를 나타내어 신호를 특징
짓는다.
3)

그림 5] 음원의 스펙트럼 분석 예

[

그림 5]는 음원의 일정 길이를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나타낸 것
으로 임의의 주파수에서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SFM은
산술평균(arithmetic mean)과 기하평균(geometric mean)의 비로 아래
와 같이 계산되어 진다.
[

3) Inverse Discrete Fourier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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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n번째 빈(bin)의 파워스펙트럼 값이다. SFM 값이 1에 가까
우면 편평한 성질이 많다는 뜻으로 사운드가 노이즈가 가까울 확률
이 높다. 반대로 0에 가까운 값이면 어떤 특징을 갖은 음성 성조나
음원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임의의 음원에 대해 각 프레임별로
SFM을 구해 그 값의 조합을 인식을 위한 특징으로 사용한다.
Philips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에너지밴드차를 특징으로 이용하여
음원을 인식한 연구가 있다. 임의의 음원 구간의 프레이밍
(framming) 후 DFT 등을 이용한 주파수영역으로의 분석을 실시한다.
x(n)

그림 6] 에너지차를 이용한 특징 추출 과정

[

출처: J. Haitsma, T. Kalker, and J. Oostveen, 2001
그림 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주파수 분석 후 분석된 스펙트럼
값을 바크스케일(bark scale)을 이용해 서브밴드로 나눈다. 최종적으
로 각 서브밴드의 에너지를 구하고 밴드끼리의 에너지 차를 계산하
여 그 부호를 이진화 한다. 제안한 기술에서는 서브밴드의 크기를
32개로 하여 각 프레임마다 32bit의 특징값이 생성되었고 이를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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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쉬값처럼 사용하였다.
또 다른 특징으로 주파수영역에의 밴드 에너지 중심점(centroid)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중심점은 1차원 형태의 수열에서 수열의 평균
혹은 중심값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척도이다. 음성신호가 1
차원이므로 중심점을 이용한 특징은 스펙트럼의 1차원 값의 특성을
간결하게 잘 나타내 주는 장점이 있다.

그림 7] 밴드에너지 중심점을 이용한 특징 추출

[

그림 7]은 음원신호에서 중심점을 특징으로 추출하는 과정을 나
타낸 것이다. 음원신호를 프레임으로 나누고 각 프레임에 대해 주파
수분석을 실시한다. 스펙트럼 값을 정규화 하여 취하고 서브밴드로
나눈 후에 각 밴드로부터 중심점을 구한다.
밴드에너지 중심점을 이용한 방법은 서브밴드의 크기를 16bit 정
도로 간결화 할 수 있고, 중심점의 성질도 음원의 왜곡에 강인하여
기타 방법보다 우수한 인식 성능을 보이고 있어 현재 많은 응용에
활용되고 있다.
[

II.

비디오 특징 추출 기술

비디오에 대한 특징 추출 기술은 오디오 특징 추출 기술이 먼저
제안되었기에 비디오 신호에 포함된 오디오로부터 특징을 추출하여
인식하는 방법이 먼저 연구되었다. 하지만 가요, 클래식 등의 일반
적인 음원과 주로 음성이나 여러 가지 음원이 혼합된 TV 등의 비디
오 음원은 그 특성이 달라 오디오 특징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비디오의 프레임으로부터 영상 특징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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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술이 추가로 연구되었으며 실제 응용에서는 음성과 영상 특
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아래에서 영상의 프레임
정보를 이용한 특징 추출 기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비디오 신호는 크기가 크고 대용량이기 때문에 영상
프레임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은 추출 속도를 고려하여 주로
공간영역(spatial-domain)에서 이루어진다. 비디오의 영상프레임은 궁
극적으로 이미지의 순차배열이기 때문에 프레임 각각에 이미지 특징
추출 기술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미지에서 특징으로 사용
되는 것은 주로 색상(color), 질감(texture), 모양(shape) 등이다.
색상(Color)
색상 정보는 이미지 인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특성으로 이미
지의 특성을 가장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색상 특성은 이미지
에서 가장 저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지의 이동
(translation), 회전(rotation), 크기변환(scaling) 등의 기하학적인 변형
에 영향을 적게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그림 8] 색상 기반 인식 예시
색상 특징에 사용되는 좌표계는 모니터, 비디오카메라를 위한
RGB(Red, Green, Blue), TV 방송을 위한 YIQ(Luminance, Inphase,
Quadrature), 프린터를 위한 CMY(Cyan, Magenta, Yellow), 그리고 인
간 중심의 HSV(Hue, Saturation, Value) 등이 있다.
색상 특징을 추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휘도(Luminance)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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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영역에서의 히스토그램(histogram) 방법이다. 휘도 히스토그램
은 RGB를 휘도로 변환 후 적정 휘도 공간에서의 정보량을 양자화
하여 얻는다. 컬러 히스토그램은 RGB 중 먼저 적절한 색상 공간을
선택하고, 해당 공간에서 양자화를 통해 특징을 추출한다. 컬러 히
스토그램은 이미지 내의 각 화소에 대해 동일하게 양자화된 색상을
계수화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이미지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지만 추출된 특징 정보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질감(Texture)
질감은 단지 하나의 컬러나 명암도의 존재만으로 산출되지 않는
유사 성질을 가지는 시각적 패턴이며 모든 물체 표면의 고유한 성질
이다. 질감은 표면의 구조적인 배열과 주위환경에 대한 관계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질감 특징의 유사성에 기초
하여 인식하는 방법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색
상을 가진 영상들의 영역을 구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질감은 표면의 구조적인 배열과 주위환경에 대한 관계와 같은 중요
한 정보를 담고 있다.
질감을 이용한 분석 방법 중 첫 번째로 질감의 구조가 규칙적으
로 반복되는 기하학적인 도형의 배열을 분석하는 구조적인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이미지의 구조적인 원형과 그들의 위치 규칙을 정
의함으로써 질감 정보를 표현하지만 이미지 내 원형의 구조가 크고
규칙성을 가지는 경우만 분석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두 번째로 통계적인 방법은 질감 성질을 묘사하기 위한 가장 단
순한 접근방법이다. 이 방법은 한 영상을 대표하는 통계값을 얻기
위하여 화소들 간의 공간적인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세 번째로 주파
수영역 방법은 주파수영역에서의 질감 추출방법이다. 기존 이미지
인식 방법들의 대부분이 공간영역에서의 특징추출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이는 대용량 이미지 정보의 효율적인 저장 및 관리 문제와
특징추출에 많은 처리시간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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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감 특징을 추출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GLCM 방법이 있다.
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질감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 중 ASM(angular second moment), 콘트라스트(contrast), 상관도
(correlation), 분산(variance), 엔트로피(entropy) 등의 5개가 주로 사
용된다[Z. Liu, Y. Wang, and T. Chen, 1998]. 언급한 질감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7x7 즉, 49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각 블록
에 대해 먼저 정규화 된 4방향(0°, 90°, 45°, 135°)의 GLCM을
계산한 후 이들 매트릭스로부터 질감 특정치를 추출하여 평균함으로
써 회전 등의 기하학적인 변형에 무관한 질감 특징들을 얻을 수 있
다.
4)

모양(shape)
모양 정보는 시각적으로 영상의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객
체를 가장 잘 표현하므로 적절히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면 좋은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영상에서 모양 특성은 색상이나 질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특징추출이 어렵다. 따라서 모양을 이용하는
방법은 모양을 표현하는 방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색상이나 질감 특
징보다는 그 이용이 제한되어진다. 일반적으로 모양을 표현하는 방
법은 경계기반(Boundary-based) 방법과 영역기반(Region-based) 방법
으로 나눌 수 있다. 경계기반 방법은 물체의 윤곽(contour)점을 구하
는 과정으로부터 또는 여러 가지 구획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경계
선을 의미한다. 또한 이 경계선은 직선으로 표현될 수 있고 특수한
함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경계기반을 사용한 내용기반 이미지
인식의 예는 체인코드, 퓨리에 묘사(Fourier descriptor) 등을 이용한
방법들이 있다.
영역기반에서 영역이라 함은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영상의 일부
분을 말한다. 동일한 특성이란 전처리 과정에서 얻은 윤곽점, 질감,
색상 등을 말한다. 이러한 성질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을 구분하
③

4) Grey-Level Co-occurrenc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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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에 따라 영역이 결정된다.
영역기반을 사용한 내용기반 방법은 영상 내 객체의 면적과 길이
원형성, 신장률, 곡률, 주축의 회전각 등을 특징으로 이용한다. 이러
한 형태특징의 이용은 위치나 크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높은 수
준의 인식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객체를 이루는 윤
곽선이 형태의 변환이나 방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형
태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하학적 변환에 무관한 불
변 모멘트를 정의하여야 하고 이미지 내의 다양한 객체들을 표현하
는 수학적인 모델이 없고, 각 형태간의 유사도 측정기준이 부족하다
는 문제점이 있다.
이미지 인식을 위한 특징을 추출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회전, 이동, 크기변환 등의 기하학적 변형에 무관한 특징을 추출하
는 것이다. 이는 이미지의 경우 다른 콘텐츠와 달리 원본 그대로 사
용되는 경우보다 이미지 내에서 객체 등의 일부분만을 잘라 크기나
각도를 조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 중에
이러한 기하학적인 변형에 무관한 방법 중에 하나인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SURF(Speeded Up RobustFeatures)

알고리즘 있다.

④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는 대상 영역을 일정 크기의 셀로 분할하고,
각 셀마다 edge 픽셀(gradient magnitude가 일정 값 이상인 픽셀)들
의 방향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구한 후 이들 히스토그램 bin 값들을
일렬로 연결한 벡터이다. 즉, HOG는 edge의 방향 히스토그램 템플
릿으로 볼 수 있다.
HOG는 블록 단위로는 기하학적 정보를 유지하되, 각 블록 내부
에서는 히스토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로컬한 변화에는 어느정도 강인
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edge의 방향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영상의 밝기 변화, 조명 변화 등에 덜 민감한 특성을 갖는다. 또한
HOG[N. Dal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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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HOG의 에지 방향 히스토그램
HOG는 물체의 실루엣(윤곽선) 정보를 이용하므로 사람, 자동차 등과
같이 내부 패턴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고유의 독특한 윤곽선 정보
를 갖는 물체를 식별하는데 적합한 영상 기술자이다.
[

⑤ LBP (Local Binary Pattern)

는 원래 영상의 텍스쳐(texture)를 분류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
된 기술자인데, 얼굴인식(face recognition)과 같은 다른 영상인식 응
용에도 활용되고 있다. [T. Ahonen 외, 2006]
LBP는 영상의 모든 픽셀에 대해 계산되는 값으로서 각 픽셀의
주변 3 x 3 영역의 상대적인 밝기 변화를 2진수로 코딩한 인덱스 값
이다. 중앙 픽셀보다 밝으면 1, 어두우면 0으로 코딩한 후 이 값들
을 연결한 이진수를 로컬 텍스쳐에 대한 인덱스로 활용한다.
LBP

그림 10] LBP의 인덱싱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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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픽셀들에 대해 계산된 인덱스 값에 대해 히스토그램을 구한
후, 이 히스토그램을 해당 영상 영역에 대한 텍스쳐 모델로 활용하
는 것이 원래의 LBP 응용이다(잔디밭인지, 숲인지, 땅인지, 벽인지
등 텍스쳐를 분류하는 용도).
LBP를 얼굴인식에 활용한 한 예를 보면 얼굴 영역을 일정한 크
기의 셀로 분할한 후 각 셀(cell)마다 LBP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구하
고, 이렇게 구한 히스토그램들을 일렬로 연결한 벡터를 최종 기술자
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림 11] LBP를 활용한 얼굴인식

[

출처: http://www.scholarpedia.org/article/Local_Binary_Patterns
⑥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는 영상에서 코너점 등 식별이 용이한 특
징점들을 선택한 후에 각 특징점을 중심으로 한 로컬 패치(local
patch)에 대해 아래 그림과 같은 특징 벡터를 추출한 것을 말한다.
특징벡터는 특징점 주변의 영상패치를 4 x 4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에 속한 픽셀들의 gradient 방향과 크기에 대한 히스토그램
을 구한 후 이 히스토그램 bin 값들을 일렬로 쭉 연결한 128차원 벡
터이다.
SIFT는 기본적으로 특징점 주변의 로컬한 gradient 분포특성(밝기
변화의 방향 및 밝기 변화의 급격한 정도)을 표현하는 기술자를 활
용하므로 대상의 크기변화, 형태변화, 방향(회전)변화에 강인하면서
SIFT [D.G. Low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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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IFT 특징점 추출
도 구분력이 뛰어나다.
[

⑦ PCA-SIFT

는 영상의 크기, 회전 및 조명에 대한 변화에 강인한 특징점
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성능이 우수하나 128차원의 고차원적인 특징
때문에 영상의 크기가 커질수록 계산해야 하는 데이터량이 증가하게
되고, 데이터량이 증가하게 되면 연산 시간이 증가 됨, 따라서 이러
한 SIFT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PCA 방법을 적용하여
사용한 PCA-SIFT(Principle Component Analysis-SIFT) 방법이 제시되
었다. [Y. Ke, R. Sukthanka, 2004]
SIFT

⑧ SURF(Speed Up Robust Features)

는 영상에서 크기 및 회전 등의
왜곡에 강인한 특징점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점의 기술자들을 생성
하여 인식될 사물의 기술자들과 비교하는 방법이다.[H. Bay 외,
2006] 적분 이미지(Integral Image)를 이용하여 SIFT의 단점인 연산의
SURF(Speeded Up RobustFeatures)

그림 13] 특징점 추출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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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SIFT와 SUFT의 특징점 추출 비교
복잡성을 해소하였다.
[

⑨ Ferns

는 영상에서 먼저 특징점들을 뽑고 각 특징점을 중심으로
한 로컬 패치(local patch)에 대해 계산된다는 점에서 SIFT와 유사한
점이 있다. [M. Ozuysal, 2010]
patch 내에서 임의의 두 점을 잡고 두 점의 픽셀 밝기차가 +인지
-인지를 feature로 사용한다. ferns는 픽셀 단위의 밝기차를 이용하
고 또한 값이 아닌 부호만을 사용한다
Ferns

그림 15] Ferns feature

[

하나의 Ferns feature는 patch 내에서의 한쌍의 좌표로 표현되며
하나의 feature에 대한 결과는 0 또는 1의 값을 갖는다. 패치 내에서
여러 개의 feature가 사용될 경우 그 결과는 각 feature의 결과를 이
진수로 연결한 값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위 그림 4의 두번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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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3개의 feature를 사용하면 그 결과값은 000, 001, 010, 011,
..., 111까지 총 8가지 값이 가능하다.
Ferns는 패치(patch) 단위의 매칭을 위한 영상 feature로서, 로컬
한 영상 패치의 밝기 패턴을 표현하는 feature이다. 밝기값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밝기차의 부호 정보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영상
의 contrast 변화, 밝기 변화 등에 강인하다.
SIFT와 비교해 보면 둘다 로컬한 영상 패치에 대한 feature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SIFT는 히스토그램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ferns
는 템플릿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Ferns가 SIFT 보다 구분력
은 높지만 패치의 형태가 변하거나 회전된 경우에는 매칭이 힘든 측
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ferns에서는 대상을 학습시킬 때 패
치에 회전, 이그러짐 등의 변형을 가하여 학습 데이터를 확장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Ferns와 SIFT는 feature 자체는 다르지만 로컬 패치에 대한
feature라는 점과 패치 단위의 매칭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응용에 있어서는 상호 대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Fern이 SIFT 대
비 인식 성능은 약간 더 뛰어나며 속도는 훨씬 빠르다. 하지만 SIFT
는 별도의 학습 과정이 필요 없는 대신에 ferns는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서 수십분 이상의 offline 학습 과정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III. MPEG-7

시각서술자(Visual Descriptor)

은 멀티미디어 정보를 기술(Description)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 동영상 데이터 검색 및 전자상거래 등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차세대 동영상 압축 재생기술이다(Chee Sun Won 외, 2002). 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서정보에 기반을 둔 검색이 아닌, 멀티미디어 정
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기가 원하는 그림이나 영화의
한 장면 혹은 특정 음악의 일부나, 효과음 등을 검색하려는 필요에
MPE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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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년부터 MPEG-7의 표준화작업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MPEG-7은 지금까지의 MPEG-1, 2, 4와 같이 부호화(coding)의 개념
이 아닌 정보검색을 위한 내용 표현의 표준화이다.
MPEG-7 기술을 이용하면 키워드를 입력해 필요한 문서를 찾듯이
색상, 물체 모양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웹상에서 필요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테너가수 파바로티가
부른 노래의 한 소절로 파바로티의 음반, 비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얻을 수 있다. MPEG7 표준은 크게 시각 및 오디오 기술자
(Visual and Audio Descriptor), 멀티미디어 기술구조(Multimedia
Description Scheme), 기술구조정의언어(DDL:Description Definition
Language) 등 세 분야로 나뉘어 표준화되고 있다. 특히 MPEG-7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각서술자에는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고 비디오 인식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
다(Thomas Sikora, 2001).
1996

표 2] MPEG-7 시각 기술자

[

분

류

Color
Descriptor

Texture
Descriptor

Shape
Descriptor

서술자

비

Color Space

HSV
HMMD

Scalable Color Descriptor
Dominant Color Descriptor
Color Layout Descriptor
Color Structure Descriptor
GoF/Gop Color Descriptor

Color Histogram

고

Non-Homogeneous Texture
Descriptor
3-D Shape Descriptor

Directionality
Coarseness
Regularity of pattern
Edge Histogram
Descriptor(EHD)
Shape Spectrum

Region-Based Descriptor

Angular Radial Transformation

Homogeneous Texture Descriptor

Contour-Based Shape Descriptor
2-D/3-D Shape Descriptor

- 25 -

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각서술자에는 크게 색상(color), 질
감(Texture), 모양(Shape) 서술자가 있다. 색상 서술자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 검색 및 인식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술자로
이미지의 가장 많은 특징을 담고 있다. MPEG-7에서는 색상 정보를
주로 히스토그램이나 레이아웃으로 표현하여 서술자를 구성한다.
모양을 이용한 기술자는 이미지 내 객체(object)를 특징으로 사용
하는데 추출된 객체의 윤곽선(contour)이나 객체 영역(region)이 서술
자로서 표현된다. 질감을 이용한 기술자는 이미지의 시각적 패턴을
이용하는 것으로 크게 동질성 존재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한다.
특히 Non-Homogeneous Texture Descriptor로 Edge Histogram
Dsecriptor (EHD)가 있는데 이미지를 구분하는 성능이 우수하며 연
산량도 적어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EHD는 MPEG-7에서 제안된 이미지 서술자로 서브이미지 상에서
5가지 타입의 엣지 분포를 서술자로 표현하는 방법이다[Chee Sun
Won 외, 2002]. 먼저 주어진 이미지에서 [그림 16]과 같이 4x4 개의
서브 이미지로 분할한다.
MPEG-7

그림 16] Sub-image와 Image-block

[

각 서브 이미지에 대해 [그림 17]과 같이 수직(vertical), 수평
(horizontal), 45도, 135도, 그리고 엣지를 포함하지 않는 5개 타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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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리된다. 분리되기 전의 엣지 검출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17] 5개 엣지 타입

[

각각 5개 타입에 대한 엣지 검출 후 각 서브 이미지에 대해 [그
림 18]와 같은 엣지빈이 생성된다.

그림 18] 각 서브 이미지에 대한 엣지빈(edge bin)

[

이미지는 4x4 개수로 서브이미지가 생성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16x5, 즉, 80개의 엣지빈이 생성된다. [그림 19]은 한 이미지에 대해
생성된 80개의 엣지빈을 나타내고 있다.
생성된 80개의 엣지빈은 정규화되고 양자화 되어 서술자로 표현
된다. 제안된 EHD 방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좋은 매칭 결과를 보
여주고 있어 이미지 인식 및 동영상 인식 부분에서 아주 많이 활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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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80개 빈의 1-D 배열

[

IV.

인공지능기반의 영상물 식별기술

신호처리기반의 영상물식별기술에서 인공지능기반의 영상물 식별
기술로 본격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2012년 AlexNet이 state-of-theart에 대한 인식성능을 보여주면서 CNN 기반 방법으로 전환되기 시
작하였다.

20] 영상인식기술 변천사
출처: Journal[그림
Latex Class Files, vol. 14, no. 8, Aug 2015

은 영상인식을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영상과 음성에서 좋은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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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보이고 있다. CNN은 전처리를 추가한 다층퍼셉트론의 한 종
류이지만 2차원 데이타의 입력과 훈련이 용이하고, 매개변수가 작은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CNN은 신경망에 기존의 필터기술
을 병합하여 신경망이 2차원 영상을 잘 습득할수 있도록 최적화시킨
방법으로 컨벌류션(기존 영상처리의 필터)기능과 신경망을 결합시켜
성능을 발휘토록 만든 구조로서 컨벌류션과 sub-sampling 을 반복하
여 데이타량을 줄이고 왜곡시켜 신경망에서 분류하게 한다. 특징추
출은 컨벌류션에서 하고 분류행위는 신경망으로 한다. 이 기법은 기
존의 영상처리에서 영상필터로 사용된 기술이다.
영상처리에서 컨벌루션이란 가중치를 갖는 마스크를 이용해서 영
상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입력 영상에 마스크를 씌운다음, 입
력 영상의 픽셀값과 마스크의 가중치를 각각 곱한 후 그 합을 출력
영상의 픽셀값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영상처리에 사용되는 마스
크를 필터, 윈도 또는 커널이라고 한다.

그림 21] 이미지 필터와
합성곱으로 생성된 출력물
위 과정을 세분화 시켜 아래에서 살펴보면 [그림22]과 같다. 입력
영상에 윈도우를 이동하면서 계산하는데 계산은 위 처럼 해당영역에
윈도우값을 곱하여 합한 결과를 적어나간다. 이를 반복적으로 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 방법은 기존의 필터 기술로서 원하는 영상을 추출하고자 할때
사용하는데 특징추출이 주 목적이다. 기존의 영상필터는 커널(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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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Convolved Feature를 만들어 내는 과정

[

그림 23] Convolution을 통해 도출한 이미지
우)이 고정값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필터값도 학습에 의해 바뀌도
록 설계되어 있으며 추출할 때는 다양한 여러장을 추출하여 강인한
특징(왜곡,변형같은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을 유도하는데 이것을
feature maps이라 한다. 아래 그림은 Convolution과 subsampling을
반복하면서 영상을 줄여나가는 기본기능을 도식했다.
[

그림 24] Convolution과 subsampling을 통한 결과 도출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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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속 줄여나가면 특징이 남게되고 신경망의 각 입력단자
에 바로 접속이 가능한 일차원의 fully connected가 나오고 이것을
신경망 입력단자에 연결시켜 학습시킨다. subsampling은 화면의 크
기를 줄이는 과정인데 아래의 방법인 max pool을 사용한다(해당영역
의 최대치를 선택기법).

그림 25] Subsampling과정
위 그림처럼 4개 중 가장 큰 수를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노이즈
가 감소하고 속도도 빨라지고 영상의 분별력이 좋아진다고 한다. 
Fully Connected는 2차원 영상을 컨벌류션과 서브샘플링없이 바로
신경망의 입력에 붙인다면 학습시간 증가, 망의 크기, 변수의 개수
가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오버피팅과 지역해 수렴
등의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여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1차원
행렬이 되도록 하여 신경망 입력단에 각각 하나씩 매핑하도록 한다.
[

그림 26] Subsampling 과정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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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아래 그림에서 개와 고양이를 골라 낼 수 있다.

CNN

그림 27] CNN을 통한 개와 고양이 분류

[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은 이미지나 동영상에서 사람, 동물,
차량 등 의미 있는 객체(object)의 종류와 그 위치(bounding box)를
정확하게 찾기 위한 컴퓨터 비전 기술이다.
영상에서 관심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검출 대상에 대
한 후보 영역을 찾고 그 후보 영역에 대한 객체의 종류와 위치를 학
습된 모델을 통해 예측한다. 이 과정을 위해서 영상 및 영상 내의
객체 종류(class)와 객체 위치(bounding box) 정보가 필요하다. 얼
굴, 도로상의 보행자 및 차량 등의 인식에 딥 러닝 (deep learning)
기반의 객체 탐지 기술이 많이 이용된다.
다음 그림은 객체의 위치와 크기를 포함하는 경계 상자 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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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경계 상자와
객체 탐색

[

경계 상자를 예측하기 위한 여러 알고리즘 중 대표적인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이미지의 슬라이딩 윈도우 영역 이미지가 객체 클래
스 예측 함수에 전달된다.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미지의 객체 탐색을
위해, 이미지 좌상단부터 일정 크기의 경계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객체를 탐색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CNN을 활용할 경우 정확도 높은 객체 추출이 가능하지만, 윈도
우 검출 슬라이딩에서 획득한 수많은 이미지를 CNN으로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영역(region)을 고려한 R-CNN라는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객체 분류에 필요한
경계 상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이 방법은 선택적 검색을 위해, 질
감, 강도, 컬러, insideness 등의 로컬 정보를 사용한다.

그림 29] R-CNN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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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택적 검색에 의해 생성된 2000개의 region은 CNN처리
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SPP-net(SPP-net. Spatial Pyramid Pooling)
은 한 번만 전체 이미지에 대한 CNN을 계산한다. 이외에 FAST
RCNN은 SPP-net R-CNN의 아이디어를 사용한다. 공간 풀링 통해
구배를 계산한다.

그림 30] SPP-net 구조

[

① YOLO(You only Look Once)

는 각 이미지를 S x S 개의 그리드로 분할하고, 그리드의
신뢰도를 계산한다. 신뢰도는 그리드 내 객체 인식 시 정확성을 반
영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처음에는 객체 인식과는 동떨어진 경계
상자가 설정되지만, 신뢰도를 계산하여 경계 상자의 위치를 조정함
으로써, 가장 높은 객체 인식 정확성을 가지는 경계 상자를 얻을 수
있다.
좌측의 입력영상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중앙의 2개의 데이터를
얻는다. 수많은 경계박스들과 영상을 7X7그리드로 나눴을 때 해당
그리드 셀 안에는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위 중앙 그림
2개)가 인코딩되어 있다. 가운데 위쪽 그림은 경계 박스에 가운데
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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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YOLO 개념도
밑 그림은 7X7그리드로 나눈 후 각대한 정보이다.
그리드에서 중심을 그리드 안쪽으로 하면서 크기가 일정하지 않
은 경계 박스를 2개씩 생성한다. 그리드 셀이 7X7=49개이므로 경계
박스는 총 98개가 생성된다. 이중 경계 박스 안쪽에 어떤 오브젝트
가 있을 것 같다고 확신할수록 박스를 굵게 그려준다. 굵은 경계 박
스들만 남기고 얇은 경계 박스를 지운다.
남은 후보 경계 박스들을 NMS(Nom-Maximal Suppression)알고리
즘을 이용해 선별하면 우측 이미지처럼 3개만 남는다. YOLO 네트워
크 구조는 직선적이며 GoogLeNet을 약간 변형시켜서 특징 추출기로
사용하며 이후 컨볼루션 레이어 4회, 풀 커넥션 에리어 2회 수행하
고 사이즈를 7X7X30으로 조정하고 마무리 한다.
[

그림 32] YOLO 신경망 구성
여러 경계 박스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NMS(Nom-maximal
suppression)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중복이 되는 경계박스들을 제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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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오직 하나의 경계 박스만 남긴다. NMS는 여려 경계 박스들이 겹
쳐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최대값을 갖는 하나의 오브젝트만 빼고 나
머지를 지운다. 그러나 여러 경계 박스들이 겹쳐있지 않을 때에는
각 경계 박스들은 서로 다른 오브젝트의 경계 박스일 것이라고 생각
하고 경계박스들을 그냥 둔다. 아래 그림은 NMS 적용예이다.

그림 33] NMS 적용 예

[

② Single Shot Detector(SSD)

는 객체 검출 속도 및 정확도 사이의 균형이 있는 알고리즘이
다. SSD는 한 번만 입력 이미지에 대한 CNN을 실행하고 형상 맵
(feature map)을 계산한다. 경계 상자 및 객체 분류 확률을 예측하기
위해 이 형상 맵을 3 × 3 크기로 CNN을 수행한다. SSD는 CNN처리
후 경계 상자를 예측한다. 이 방법은 다양한 스케일의 물체를 검출
할 수 있다.
비전에서 객체를 검출할 때, 속도와 정확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trade-off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활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알고리
즘을 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SSD

- 36 -

그림 34]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 성능 비교

[

텐서플로우 기반 객체탐지(Tensorflow Object Detection) API
구글은 텐서플로우기반 물체인식 API를 오픈소스로 공개하였으
며, 이는 이미지 사진에서 물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텐서플로우
기반 객체탐지 (TensorFlow Object Detection) API 입니다.
현재 구글서비스 NestCam, 스타일 기반 이미지 검색, 구글 스트
리트 뷰 글자인식 등에 사용 되고 있는 동일 API이다 .
텐서플로우 기반 객체탐지 (TensorFlow Object Detection) API는
아래와 같이 5개의 모델 기반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제공한다.
③

·Single Shot Multibox Detector (SSD) with MobileNet
·SSD with Inception V2
·Region-Based Fully Convolutional Networks (R-FCN) with ResNet 101
·Faster R-CNN with Resnet 101
·Faster RCNN with Inception Resnet v2

또한, 이 모델들은 대부분 3가지의 데이터셋중 하나를 활용하여
미리 training되어 있구요.
·COCO dataset (http://mscoco.org)
·Kitti dataset (http://www.cvlibs.net/datasets/kitti/)
·Open Images dataset (https://github.com/openimages/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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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 Recognition

얼굴인식(face recognition) 기술이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로 촬영된 디지털 이미지나 비디오 영상으로
부터 자동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고 확인해 내는 기술을 의미
한다. 얼굴인식 기술은 본래 CCTV 등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보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PC에 탑재된 웹캠, 스
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를 활용해 광고, 웹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얼굴인식 기술은 아래 그림과 같이 기본적으로 입력 정지영상 또
는 비디오 내에 존재하는 얼굴 영역을 검출하고 얼굴영역에서 추출
된 랜드마크(Landmarks) 정보를 이용한 얼굴정렬，광도보정, 그리고
영상 정규화 같은 전처리를 수행한다. 다음으로 전처리된 얼굴 영상
으로부터 특징 (Feature)을 추출하고, 이 특징을 이용하여 훈련 단계
에서는 분류모델을 학습시키고, 검증 단계에서는 이 모델을 이용하
여 어떤 사람인지 판별하게 된다.

그림 35] 얼굴인식 파이프라인
얼굴인식 기술은 응용에 따라 얼굴검증(Face Verification), 얼굴식
별(Face Identification) 기술로 구분된다. 얼굴검증은 입력으로 들어
오는 두 개의 얼굴 영상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1:1 검증
문제이며, 얼굴식별은 입력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얼굴 영상이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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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등록된 N명의 인물 중 어떤 인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1:N
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보통 얼굴식별 기술은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
여 검증의 대상이 되는 프로브(Probe) 영상과 사전에 등록된 N명에
대한 갤러리(Gallery) 영상과의 비교를 통해 수행한다.
기존 전통적인 얼굴인식 기술에서는 주로 얼굴 영상에 대해 분
별력 있는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기술(예: Local Binary Patterns,
Gabor 특징과 같은 Handcrafted 특징)과 추출된 특징에 대해 어떤
인물인지 판별하기 위한 분류모델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컴퓨터 비전 및 패턴인식 기술을 이용한 방법들은
실제 환경에서 얼굴 영상의 다양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학습에 사용
된 데이터와 입력된 테스트 영상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성능이 매우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조적으로, 딥러닝 기반 얼굴인식
기술에서는 특징추출과 분류모델 학습을 다양한 환경에서 구축한 대
용량의 얼굴 데이터를 이용하여 End-to-End로 학습함에 따라 매우
고차원적인 특징을 스스로 학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와일드 환경에
서의 얼굴인식 성능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사람의 인지 성능을 뛰
어넘는 연구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환경에서 취득한 다양한 변화를 갖는 얼굴 영상을 위한 고
성능의 딥러닝 기반 얼굴인식 기술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① DeepFace

딥러닝 기술이 얼굴인식에 처음으로 접목된 연구는 2014년 CVPR
에서 발표된 Facebook의 DeepFace 연구이다.[Y. Taigman, M. Yang,
M. Ranzato, L. Wolf, 2014] DeepFace에서는 사전에 학습된 3D 얼굴
기하 모델을 이용하여 랜드마크 추출 후에 어파인(affine) 변환에 의
해 얼굴 정렬을 수행한 후 9개의 층으로 구성된 컨볼루션
(Convolution) 신경망을 Facebook이 내부적으로 수집한 대용량의 데
이터를 이용해 학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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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네트워크
구조 추출하기 위
이때, 얼굴[그림
영역 36]
내의Deepface
지역적인의특징을
효과적으로
하여 국소 연결(Locally Connected) 컨볼루션 층을 사용한 것이 특징
이다. DeepFace 구조는 LFW 데이터셋 에 대해 97.35% 정확도를 달
성하면서 기존 Hand-crafted 특징 기반 방법과 비교했을 때 약 27%
의 인식률을 향상시키면서 딥러닝 기반 방법이 매우 성공적임을 보
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Facebook이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대용량 데이
터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딥러닝 구조의 학습에 제한
이 있었다. 또한, 국소 연결 컨볼루션 층에 의해 1억2천만 개의 매
우 많은 수의 신경망 파라미터(Parameter) 학습이 필요하게 되어 이
러한 신경망 구조를 학습하기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5)

② VGGFace

이후로 등장한 구조는 옥스포드 대학의 Visual
Geometry Group(VGG)에서 제안한 VGGFace(또는 DeepFR) 딥 네트
워크 구조이다. VGGFace에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직접 만든 대용
량의 얼굴인식을 위한 데이터셋인 VGG 얼굴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15개의 컨볼루션 층으로 구
성된 딥 네트워크 구조를 학습시켰다.
VGG에서는 VGGFace 학습 모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ImageNet
영상인식 챌린지(Challenge)에서의 VGG 구조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DeepFace

5) 2009년에 공개된 LFW 데이터셋은 웹에서 5,749명의 유명인에 대해 취득된 13,233장의 영상으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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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VGGFace의 딥 네트워크 구조
으로 간단한 3x3 컨볼루션 필터를 이용하여 학습시킴으로써
VGGFace는 LFW 데이터셋에 대해 DeepFace보다 약 1% 정도 개선
된 98.95% 성능을 달성하였다.
[

③ Distance Metric Learning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얼굴인식 딥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연구
사례와 더불어서 손실함수(Loss Function)의 재정의를 통한 분별력
있는 특징을 학습하기 위한 거리 척도 학습(Distance Metric
Learning)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발표한 FaceNet에서는 동일한 인물에 대해
추출된 특징들 사이의 유클리디언(Euclidean) 거리가 다른 인물들로
부터 추출된 특징들 사이의 유클리디언 거리보다 작다는 Triplet
Loss를 정의하여 딥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사례가 있다.
즉, 학습을 통해 anchor 특징과 동일인에 대한 Positive 특징 사이
의 거리가 negative 특징과 비교했을 때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때,
기본 딥 네트워크 구조는 22개 층으로 구성된 Inception 네트워크를
사용하였고, 내부적으로 수집된 500M 장의 얼굴 영상 데이터셋으로
학습하였다. FaceNet에 대해서는 4장 식별 모델 구현에서 상세히 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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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즈변화에 강인한 얼굴인식 기술
와일드 얼굴인식에서 포즈변화 문제는 얼굴인식 성능을 저하시키
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보통 얼굴인식 시스템의 갤러
리 영상은 정면의 얼굴 영상으로 등록되는데 반해 프로브 영상은 다
양한 포즈를 갖는 영상들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어 갤러리와 프로
브 사이의 불일치 문제로 성능이 매우 저하된다.
이러한 포즈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포즈변화에 강인한 특징 학
습기법 및 정면 얼굴 복원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GAN)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영상 생성 및 인식 문제에 활용되고 있다.
④

그림 38] DR-GAN 딥 네트워크 구조
포즈변화에 강인한 얼굴인식을 위한 GAN 모델인
[

Disentangled

Representation Learning-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D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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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안되었다.[L. Tran, X. Yin, X. Liu, 2017] DR-GAN에서는 위 그
림과 같이 인코더 (Encoder)-디코더(Decoder) 기반 생성기와 컨볼루
션 신경망 기반 분류기로 구성된다.
입력 영상에 대해 생성기의 인코더(Genc)를 통해 특징(f(x))을 추
출하게 되고, 추출된 특징, 원하는 포즈(c), 그리고 잡음(z)을 이용하
여 디코더(Gdec)의 출력으로 특정 포즈의 영상(x)을 생성하게 된다.
분류기(D)에서는 생성된 특정 포즈를 갖는 영상에 대해 실제 포
즈 라벨(Label)과 인물정보를 구분하도록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 즉,
특정 포즈를 갖는 입력영상이 들어왔을 때 원하는 포즈를 갖는 얼굴
영상을 생성하여 포즈변화에 강인한 인식을 수행하는 것이다.
비디오 얼굴인식
실제 얼굴인식을 위한 입력은 얼굴의 시간 변화에 따른 다중 프
레임의 비디오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 비디오 내에는 다중의 얼굴
영상 취득이 가능하고, 정지 영상에서 놓칠 수 있는 인물 정보가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비디오 기
반 얼굴인식 연구 역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고전적인 비디오 얼굴인식(또는 영상 셋(Set) 매칭) 기술은 여러
개의 프레임 정보로부터 단일의 특징 또는 대표 영상을 생성하여 얼
굴인식을 수행하거나, 다중의 얼굴영상 또는 특징에 대한 집합{Set,
예 : convex hull, affine hull)을 생성하여 집합 대 집합(Set_to_Set)
매칭을 수행하게 된다. 2017년 CVPR에서는 비디오 얼굴인식을 위해
여러 개의 프레임 정보로부터 단일 특징을 추출하는 딥 네트워크인
Neural Aggregation Network(NAN)을 제안하였다.[J. Yang 외, 2017]
NAN 딥 네트워크는 크게 두 모듈로 구성된다. 첫 번째 모듈은
특징 임베딩 (Feature Embedding) 모듈로써 각 프레임에 대해 공통
된 딤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한 후 다중의 특징 벡
터를 구성하는 모듈이고, 두 번째 모듈은 통합(Aggregation) 모듈로
써 이 특징들을 두 개의 주의(Attention) 블록을 이용하여 하나의 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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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 특징 벡터를 생성하게 된다.
이때, 통합 모듈의 주위 블록은 각각의 영상 프레임으로부터 획
득된 특징 벡터에 대해 딥 네트워크에 의한 적응적인 가중치를 이용
하여 다중의 특징 벡터를 융합하여 하나의 특징 벡터를 생성한다.
이때, 상대적으로 좋은 품질을 갖는 얼굴 영상은 높은 가중치를
갖게 되고, 다양한 변화에 의해 열화된 얼굴 영상에 대해서는 낮은
가중치가 할당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다. NAN을 통해 YouTube
Face 데이터셋 기준 95.72%의 성능을 달성하였다.
6)

6) YouTube에서 검색된 유명인의 비디오 클립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으로 1,595명의 인물에 대한
3,425개의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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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상저작물 식별기술 특징 및 장 단점 분석
·

영상저작물 식별기술에 대한 특징은 2015년 8월에 Liang Zheng
등이 발표한 논문 “SIFT Meets CNN: A Decade Survey of Instance
Retrieval”을 인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논문에서 말하는 다양한 유
형의 검색 모델 간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 그림과 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SIFT 기반 방법의 경우 특정영역에서 불변하는 고유한 특징들이
추출되고, 코드북 크기에 따라, 상이한 인코딩 및 인덱싱 전략들이
활용된다. CNN 기반 방법의 경우 pre-Trained와 Fine-tuned CNN 모
델과 Hybrid 모델이 주요 유형이 있으며 여기에서 활용하는 고정 길
이 컴팩트 벡터는 일반적으로 ANN(approximate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과 연관지어 만들어진다. 아래 표는 각 방식에 따른
detector 방식, descriptor 내용, encoding 방식, 크기, indexing 방법
들에 대한 내용을 보여준다.

그림 39] 일반적인 SIFT 및 CNN 기반의 검색모델
출처: Journal Latex Class Files, vol. 14, no. 8, Aug 2015
[

다음 표는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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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호처리 및 인공지능 영상인식 기술에 장·단점 비교

[

구분

을 기반으로 하는
신호처리 기반의 영상인
식기술
SIFT

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인
식기술
CNN

장점
- 인식율이 높음 95%-97%
※한국저작권위원회 특징기
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통과 기준(오디오 97%, 비
디오 95%)
- 검색속도 3초이내
※한국저작권위원회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통과
기준(3초이내)
-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
되어 검증됨
- 원본 영상이 없이도
인식이 가능
- 빅데이터 검색기술을
이용하여 서버 비용이
무한대로 늘어가는 것
을 방지

단점

원본영상에 대한 특징
점(DNA) 정보가 있어
야 하며, 없을 경우
인식 불가
- 메모리기반의 검색을
하기 때문에 많은 서
버자원이 필요함
-

상용화 사례가 없음
- 인식 기술 성숙 중
- 정제된 학습데이터가
필요함
-

를 이용하는 신호처리기반의 영상인식기술에 경우 인식률이
높고, 속도가 빠르고 많은 사례를 통하여 검증이 된 것이고 단점으
로는 DB에 원본 영상에 대한 DNA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와 메모리
기반의 검색을 하기 때문에 많은 서버 자원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반면에 CNN를 이용한 인공지능기반의 영상인식기술에 경우 인식
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데이터가 필요하다. 상용화 사례가
없어 검색 속도에 있어서는 명확히 제시된 사례가 없으나 기존 기술
에 준해서 속도를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CNN 기반의 영상저작물 인식기술의 장점으로는 기존 신호처리기
반의 단점을 보완하여 원본영상에 대한 DNA가 없이도 가능하고, 서
버 비용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 실증시스템에 경우 실제 필드에 적용을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S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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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호처리 기반의 특징점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특징점 기반의 영상저작물 인식기술에 경우 속도 개선을 위
해 아래 그림과 같이 HASH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속도를 개선한
사례가 있다.

그림 40] 기존 특징기반 기술에 필터링 방식 예

[

따라서 SIFT기술 또는 인공지능기반의 CNN기술 만을 각각 사
용하는 것보다는 성능향상과 실제환경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병행하여 기능을 상호 보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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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상물 식별기술 동향 조사 및 분석

제1절 국내외 신호처리기반의 식별 기술 동향
최근 영상물 식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핑거프린팅 방
식이 있다. 핑거프린팅 방식은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점을 추출
하여 영상물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영상물에 왜곡을 주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식별이 가능한 기술이다.
국내외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국외의 경우 Philips는 오디오/비디
오 콘텐츠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인식기술을 연구하여 Subband
Energy Difference를 이용한 CR(Computed Radiography)을 개발하였
고, 오디오 핑거프린팅 기술 이외에 2006년 12월에 발표한 비디오
핑거프린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Shazam Entertainment는
GraceNote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였고, 음악 검색기술, 인식기술
및 필터링 기술을 개발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다.

그림 41] shazam의 음악인식 프로그램

[

는 Oriented PCA를 이용한 Audio 인식기술을 개발 연구
하여 WMP11에 특징 기반 오디오 인식 기술을 내장하고 있으며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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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악 인식 및 분류 기술(Music recognition &
categorize)을 개발하였고, 키워드에 의한 음악 검색기술개발 및 인
식기술에 의한 모니터링 , 필터링 서비스를 확대 하고 있다.
Fraunhofer는 특징점 추출을 통한 디지털 오디오 식별 및 검색에
관련되어 MPEG-7 오디오 표준(ISO/IEC 15938-4)을 기반으로 하는
검색 시스템 SFM(Spectral Flatness Measure)을 이용한 Audio인식기
술을 개발 하였다.
Audible magic에서도 Content ID라는 솔루션을 발표하였으며, 주
된 기술은 오디오 기반의 특징점 인식 기술로 콘텐츠 보호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방송시스템에서 콘텐츠 탐지, 콘텐츠저작권보호 등
에 사용되고 있다.
GraceNote

그림 42] Audible magic사의 Copyright Compliance Service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디오 콘텐츠 인식 기술을 국내 중소기
업과 ETRI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방송 모니터링 파일 필터링
등에 이용되고 있다. 다음 그림은 비디오 콘텐츠의 고유의 특성분석
을 이용한 효율적인 방송 콘텐츠 검색 및 모니터링을 위한 ETRI의
기술 개념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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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ETRI 비디오 핑거프린팅 기술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웹하드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저작
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특징기반필터
링 기술 성능기준은 강인성 인식률 비디오 95%이상, 오디오 97%이
상, 검색 및 비교속도 3초 이내의 평가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오디오 및 비디오를 대상으로 하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업체로는 ETRI를 비롯하여 뮤레카, 엔써즈, 마크애니, 트
라이웍스, 아컴스튜디오, 지란지교 등이 있으며, 만화저작물에 관해
서도 디알엠인사이드, 트라이웍스 등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그림 44] 뮤레카의 실시간 동영상 DNA
검색시스템
자료: 뮤레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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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및 비디오를 대상으로 하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업체로는 ETRI를 비롯하여 뮤레카, 엔써즈, 마크애니, 트
라이웍스, 아컴스튜디오, 지란지교 등이 있으며, 만화저작물에 관해
서도 디알엠인사이드, 트라이웍스 등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45] TRIWORKS사의 제품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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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외 인공지능기반의 영상물 식별기술 동향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영상물을 식별하는 기술이 활발히 연
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국내
및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Facebook의 인공지능 기술은 사용자가
공유하는 콘텐츠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람의 얼굴
을 97.25%의 정확도로 알아내는 딥 페이스 개발 및 인공지능 분석
서버 빅서 공개하였다. 이는 사진 속의 사물과 인물을 구별하고 내
용을 인식, 뉴스피드 내용 필터링, 자동텍스트번역, 음성인식 등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이다.
표 4] 글로벌 기업들의 인공지능 경쟁

[

는 딥러닝 기술을 시각적 정보로 활용하여 사물을 인식
하는 아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종의 애완견을 현장에서
촬영한 후 ‘코타나’를 통해 어떤 견종인지 음성으로 물어보면 실
시간으로 견종을 알아내 스마트폰 문자로 공지하는 서비스 제공한
다. 앞으로 카메라로 촬영한 식품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거나 숲에서
처음 본 식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서비스, 부상 및 피부 질환
이미지를 바탕으로 진료를 돕고, 맹인에게 주변 풍경을 설명해 주는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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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안내서비스로 활용될 전망이다.
Google은 얼굴 인식, 이미지 인식, 가상 예술 기술 적용 및 감성
지능 기반 검색엔진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5년 5월에 발표된
구글포토 서비스는 모바일 단말기에서 촬영한 사진을 구글 클라우드
에 백업한 후 자동으로 인물, 시간, 위치, 주제 사물별로 분류할 수
있고, 사진을 스토리로 구성하거나 여러 장의 사진을 연결하여 파라
노마 사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가 가능한 지능형 사진공
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상으로부터 감성지능 기술을 접목한
사용자 감정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검색엔진을 개발 중이며 고객 요구
이해에 필요한 전자상거래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 46] 구글 서비스 예시
Clarifai는 이미지와 비디오의 태깅 API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이
미지 및 비디오 인식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
며 NVIDIA는 딥러닝 기반의 Tegra X1 칩이 내장된 컴퓨터
Driver-PX를 개발했다. 자동차에 장착된 12개의 HD 카메라(60Hz, 초
당 1.3 기가 픽셀 처리)영상을 인식하여 주변 상황을 파악하여 자율
주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영상처리 성능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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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근거리에서 머리와 다리 일부분이 촬영된 신체 일부에 대해서
자동차에 가려진 사람을 보행자로 인식, 야간 운전에도 속도위반 감
지 카메라나 속도 제한표시 등 인식 가능, 전방 차량 상황 알림판
인지 및 정체 상황을 인지 가능함으로 다중 클래스 인식이 가능하
다.
국내의 경우 기존 ICT 분야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외 기업들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주도의 장기간 국책사업 진행 중에 있
다. 미래과학장조부(現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4세대
패러다임은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고수준의 지식창출이 가능한 인공
지능 기반의 지능형 플랫폼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2013년부터
10년간 빅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여 지식을 축적하고, 시스템
및 기기 간의 자율협업방식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엑소브레인
(ExoBrain)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제는
병렬형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능진화형의 질의응답, 빅데이터
이해 기반의 자가학습형 지식베이스, 자가학습 지능 원천기술 및 지
식협업 프레임워크 기술이 주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림 47] 엑소브레인(ExoBrain)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과제
이밖에도 다양한 응용기술 분야에서 의료영상분야, 영상감시 솔
루션인 보안관제분야, 콘텐츠서비스분야, 저작권보호분야 등에서 기
술이 개발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ETRI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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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저작물인식기술이다.

그림 48] ETRI 인공지능 저작물 식별 및 차단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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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외 영상물 식별기술 시사점
지금까지 국내외 영상물 식별기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영상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신호처리기반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
으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발달에 힘입어 딥러닝기반의 영상
인식기술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현재 시도되고 있는 기술들을 살펴보면 이미지나 영상의 안면인
식을 활용한 모니터링은 정확도와 빠른 수행 시간만 확보된다면 지
금보다 더 넓게 활용될 수 있으며 원본 영상 없이도 모니터링이 가
능한 점은 기존 저작권기술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정보를 이용하면 안면인식
결과를 저작물의 식별자처럼 사용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에는 다
양한 얼굴 사진 등이 올라와 있으며, 개인의 선호도를 보여줄 수 있
는 글들이 업로드 되어 있는데, 안면인식 결과물과 기존에 공개된
소셜 네트워크 등의 정보가 합쳐질 때 자동화된 개인 선호도 분석,
콘텐츠에 대한 권리 분석 등 더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객체인식에 경우에 있어서도 영상내 객체를 추출하여
영상내 고유에 식별자로 활요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여전히 콘텐츠 인식기술로는 전통적인 방법인 오디오 기
반 비디오 기반의 특징점 인식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특징
점 인식기술의 경우 DB에 원본 콘텐츠가 없을 경우 인식을 못하는
문제점과 검색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메모리기반의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무한정 늘어나는 콘텐츠 수를 감당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
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단계이다.
따라서 기존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장점을 결합한 상용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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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공지능 기반 영상물 식별기술 연구 모델

제1절 영상물 식별 모델 개요
인공지능기반의 영상저작물 보호기술 실증모델에 대한 핵심이 되
는 구성은 기존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영상물 식별 융합모
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보호할 영상물로 학습된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입력 영상
물의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들을 기반으로 표현 DB를 검색
하여 일치 또는 유사한 장면이 유의미하게 연속으로 발견될 경우 저
작권 보호물로 판단하다.

그림 49] 영상물 식별 모델
영상물의 다양한 왜곡에 강인한 인식 모델 개발을 위해 딥러닝
기반의 동영상 이해(Video Understanding) 기술을 응용한 영상물 인
식 방법을 연구한다. 딥러닝은 사물과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
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로,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해 인
간이 사물을 구분하듯 컴퓨터가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데
이터의 분류나 식별 기준을 사람이 컴퓨터에게 직접 가르치지 않아
도, 스스로 데이터를 해석함으로써 그 기준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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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핵심이다.
딥러닝이 발전한 만큼 영상 이해 기술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영상 내의 물체를 단순히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상 속의 다양한
객체 간의 관례를 정의하거나 유추(reasoning)하고, 각 장면을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고도화 되었다.
딥러닝 동영상 이해 기술을 통해 어떻게 영상 저작물이 불법적으
로 제작되었거나 유통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기술의 핵심은 어떠한
영상 저작물을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 영상만의 고
유한 특징을 정의하고 이를 정확하게 추출해 내는 것이다. 임의의
영상물이 입력되면, 영상만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한 다음 저작권 보
호를 요청한 오리지널 영상물과의 특징을 비교한다. 이때 일치하는
것이 있다면 이 임의의 영상물이 저작권 보호를 요청한 영상물이라
고 판단하고, 해당 영상이 불법 유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은 컴퓨터처럼 영상 내의 화소의 밝기나 변화를 통해 영상물
을 기억하지 않는다. 영상물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얼굴과 대화
내용, 어떤 장면에서 특정 위치에 놓여진 뭔가 특징적인 물체, 자막
의 내용, 화면 상단에 떠있는 프로그램의 로고나 마크와 같은 화면
묘사, 그리고 그 요소들의 시간적인 변화나 흐름 등을 통해 종합적
으로 영상물을 기억한다.
딥러닝 기반 동영상 이해 기술도 컴퓨터가 등장 인물의 대화와
특정 위치에 있는 특정 물체, 상표, 간판, 자막 등의 글씨와 화면 마
크 등 영상에 나오는 여러가지 요소를 시각 지능(Computer Vision)
및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출하고 인식한다. 그리고
이 인식 결과의 시간에 따른 흐름을 영상의 특징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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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왜곡 및 회피영상, 불법영상물 유형
분석 대상
주요 웹하드, 스트리밍, 토렌토를 대상으로 왜곡 및 회피 영상물
유형을 분석하였다.
Ÿ 웹하드
온디스크(ondisk.co.kr), 위디스크(www.wedisk.co.kr),
파일함(fileham.com), 쉐어박스(sharebox.co.kr)
Ÿ 스트리밍
유투브(www.youtube.com), 유쿠(www.youku.com),
데일리모션(www.dailymotion.com)
Ÿ 토렌트
토렌트하자(torrenthaja.com), 토캅스(www.tcorea.com),
조이맥심(joymaxim.com), 토렌트걸(torrentao.com)
I.

저작권 회피 기법을 사용한 영상물 유형
Ÿ 화질 변환: 높음(2Mbps), 중간(1Mbps), 낮음(700kbps)
Ÿ 해상도 변환: 1080p, 720p, 480p, 360p

II.

Ÿ

좌우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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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회전: 90도, 180도, 270도
회전 + 좌우 반전: 90도, 180도, 270도과 좌우반전 조합
자막: 2개국의 자막이 중복된 경우, 베트남어 자막이 추가
된 경우 등

Ÿ

선형노이즈: 장면 내 프로그램 로고 또는 방송사 로고를 가
리는 경우 등

Ÿ

이미지 속 동영상(Video i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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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동영상 속 동영상(Video in Image)

정지영상과 동영상이 결합된 복합 영상물: 대화가 있는 장면
은 스틸컷의 주요 장면만 보여주고, 노래가 있는 부분은 동
영상으로 보여줌

실험을 위한 보호 영상물 구성
실험을 위한 보호영상물은 다양성을 고려하여 2018년에 상영된
영상물 중심으로 영화 33편, 드라마 33회, 오락/예능 34회로 총 100
개를 선정하고, 한다. 다양한 왜곡 유형을 각각 반영하여 구성하였
다.
III.

표 5] 보호 영상물 리스트

[

num
1
2

제목
명당(예고편)
덕혜옹주

회차

종류
Movie
Movie

국적/방송사
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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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유형
풀영상(예고편)
화질변화(낮음) 700kbp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밀정
너의 결혼식
치즈인더트랩
그것만이 내세상
아이캔스피크
리틀포레스트
지금만나러갑니다
다운사이징
아이필프리티
인터스텔라
미 비포 유
서치
스파이더맨 : 홈커밍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
닥터스트레인지
비긴어게인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
신과함께-인과연
미션 임파서블 : 폴
아웃
미션 임파서블 : 로
그네이션
쥬라기 월드 : 폴른
킹덤
앤드맨과 와스프

Movie
Movie
Movie
Movie
Movie
Movie
Movie
Movie
Movie
Movie
Movie
Movie

미국
미국
미국

Movie
Movie
Movie

Movie
Movie

미국

Movie

미국

회전+좌우반전(270도)

미국
미국

Movie
Movie
Movie
(Animation)
Movie
Movie
Movie
(Animation)
Movie
Movie
Movie

미국
한국
미국
미국
한국
한국
한국
독 ,영
미국

Movie
Movie
12

화질변화(중간) 1Mbps
화질변화(높음) 2Mbps
해상도변환(1080p)
해상도변환(720p)
해상도변환(480p)
해상도변환(360p)
좌우반전
회전(90도)
회전(180도)
회전(270도)
회전+좌우반전(90도)
회전+좌우반전(180도)

프랑스
한국

Movie

코코
마녀
맘마미아!2
몬스터호텔 3
신과함께-죄와 벌
공작
협상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라라랜드
미스 함무라비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미국
미국
미 ,영
미국
미국
미국

Movie

Drama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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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변화(높음)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미스 함무라비
김비서가 왜그럴까.
김비서가 왜그럴까.
아는와이프
아는와이프
내 아이디는 강남미
인
내 아이디는 강남미
인
러블리 호러블리
러블리 호러블리
내 뒤에 테리우스
내 뒤에 테리우스
하나뿐인 내편
하나뿐인 내편
백일의 낭군님
백일의 낭군님
뷰티인사이드
뷰티인사이드
여우각시별
여우각시별
내일도맑음
내일도맑음
미스터션샤인
미스터션샤인
흉부외과 : 심장을
훔친 의사들
흉부외과 : 심장을
훔친 의사들
제3의 매력
제3의 매력
같이살래요
같이살래요
죽어도 좋아(예고편)
마성의 기쁨
마성의 기쁨
해피투게더4
해피투게더4

15

Drama

JTBC

7

Drama

tvN

16

Drama

tvN

10

Drama

tvN

14

Drama

tvN

1

Drama

JTBC

10

Drama

JTBC

6

Drama

KBS2

10

Drama

KBS2

1

Drama

MBC

16

Drama

MBC

2

Drama

KBS2

15

Drama

KBS2

10

Drama

tvN

11

Drama

tvN

6

Drama

JTBC

8

Drama

JTBC

1

Drama

SBS

5

Drama

SBS

10

Drama

KBS1

90

Drama

KBS1

2

Drama

tvN

24

Drama

tvN

1

Drama

SBS

5

Drama

SBS

2

Drama

JTBC

10

Drama

JTBC

1

Drama

KBS2

50

Drama

KBS2

1

Drama

KBS2

2

Drama

MBN

10

Drama

MBN

1

Entertainment

KBS2

4

Entertainment

KB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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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변화(중간) 1Mbps
화질변화(낮음) 700kbps
해상도변환(1080p)
해상도변환(720p)
해상도변환(480p)
Video in Video,

영상영역2개

해상도변환(360p)
좌우반전
회전(90도)
회전(180도)
회전(270도)
회전+좌우반전(90도)
회전+좌우반전(180도)
회전+좌우반전(270도)
선형(로고에 네모박스)

풀영상
화질변화(높음)
화질변화(중간) 1Mbps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나혼자산다
나혼자산다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
런닝맨
런닝맨
복면가왕
복면가왕
해피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피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미운우리새끼
미운우리새끼
히든싱어5
히든싱어5
김제동의 톡투유
김제동의 톡투유
백종원의 골목식당
백종원의 골목식당
주간아이돌
주간아이돌
아는형님
아는형님
전지적 참견 시점
전지적 참견 시점
집사부일체
집사부일체
썰전
썰전
신서유기
신서유기
도시어부
도시어부

240

Entertainment

MBC

265

Entertainment

MBC

560

Entertainment

MBC

583

Entertainment

MBC

164

Entertainment

SBS

285

Entertainment

SBS

145

Entertainment

MBC

170

Entertainment

MBC

252

Entertainment

KBS2

248

Entertainment

KBS2

94

Entertainment

SBS

99

Entertainment

SBS

4

Entertainment

JTBC

6

Entertainment

JTBC

10

Entertainment

JTBC

14

Entertainment

JTBC

10

Entertainment

SBS

35

Entertainment

SBS

379

Entertainment

370

Entertainment

130

Entertainment

JTBC

138

Entertainment

JTBC

1

Entertainment

MBC

25

Entertainment

MBC

5

Entertainment

SBS

35

Entertainment

SBS

250

Entertainment

JTBC

280

Entertainment

JTBC

4-1

Entertainment

tvN

6-1

Entertainment

tvN

20

Entertainment

21

Entertainment

- 64 -

채널A
채널A

화질변화(낮음) 700kbps
해상도변환(1080p)
해상도변환(720p)
해상도변환(480p)
선형, Video in Video
자막, Video in Video
해상도변환(360p)
좌우반전
회전(90도)
회전(180도)
회전(270도)
요약
회전+좌우반전(90도)
회전+좌우반전(180도)
회전+좌우반전(270도)

왼쪽 로고에 네모박스

제3절 장면 특징점 추출 기술
본 연구에서는 장면 묘사 요소들로 이루어진 복합 장면 특징점
기술자(integrated scene descriptor)를 활용하여, 영상물 만의 고유한
특징점을 추출한다. 장면 묘사 요소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Ÿ 등장 인물의 대화 내용 (Scene Talk)
Ÿ 화면 상단에 떠 있는 프로그램 로고나 마크 (Scene Mark)
Ÿ 특정 장면에서 특정 위치에 위치하는 상표 또는 로고 등의
글씨 또는 삽입된 자막 (Scene Text)
Ÿ 등장 인물의 얼굴 위치 및 이름 (Scene Face)
Ÿ 특정 장면에서 특정 위치의 특정 물체 (Scene Object)
I.

대화 인식(Scene Talk)

는 보호대상 영상물의 음원을 추출하여 STT(speech to
text) 엔진을 활용하여 대사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것을 DB화 해놓
은 후, 비교대상인 영상물의 입력이 들어왔을때 동일한 방법으로 추
출한 텍스트와 DB의 텍스트를 비교하는 알고리즘이다.
Scene Talk

음성 인식 기술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익히고 배우는 과정을 모방하여 만든 프로
세스로 수많은 음성 데이터를 통해 반복훈련을 하고, 단어 및 문법
학습을 통해서 정확히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일종의 패턴
인식 과정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공통
적인 패턴을 추출해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①

음성 인식은 아래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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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소리 데이터를 음향 모델(AM)을 통해서 발음사전으로 만들
고, 언어모델(LM)을 통해서 문법에 맞는 문장 형태로 전환을 한다.

그림 50] 음성 인식 개요

[

그림 51] 음성 인식 프로세스

[

본 과제에서는 당사가 보유한 심층 신경망 및 고속 잡음 처리 기
술 등이 적용된 딥러닝 기반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STT 엔진
을 기반으로 한다.
②

대화 인식(Scene Talk) 동작 시나리오

은 보호 영상물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cene Talk

보호대상 영상물로부터 추출한 음성파일은 디스크에 저장하고 그 경
로를 Database에 저장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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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딥러닝 기반 STT 엔진 구조도

[

엔진을 활용하여 도출된 Text 는 Database에 저장한다.
3. STT 결과 Text를 바탕으로 Elastic Search를 이용해서 검색이 가능하
도록 indexing을 미리 해둔다.
2. STT

질의 영상물(Query Video)이 들어왔을 때, Scene Talk는 아래와 같
은 과정을 통해서 보호 대상 영상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본 시스템의 Voice Extraction 기능을 통해서 영상파일에서 음원데이
터를 추출한다.
2. 추출한 음원파일을 마인즈랩의 STT엔진을 통해서 텍스트로 변환한
다.
이 때, STT엔진의 모델은 baseline 모델을 사용한다.
3. STT엔진이 돌려준 텍스트를 Elasticsearch로 검색할 수 있는 포맷으
로 변환하고, 검색을 수행한다.
4. Elasticsearch 의 결과로 정답에 가까운 문서의 List 를 얻는데 , 이것
의 score 값을 활용해서 보호대상 영상물과 일치여부를 판단한다.
1.

그림 53] Scene Talk 동작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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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cene Talk Module Interface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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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보호영상물 100편과 이에 포함된 Monster Hotel, CoCo 두 편의
한국어 더빙을 포함한 총 102편에 대해 식별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④

표 6] Scene Talk 식별 결과
1분 Clip
성공률 평균시간식별

[

한국어
영어

Success: 75
Fail:2

Success: 79

11.98 sec Fail:0

No Match: 3
Success: 18
Fail:0

분 Clip
평균 식별
성공률
시간
3

32.2 sec

No Match: 4
Success: 19

23.19 sec Fail:0

No Match: 1

57.89 sec

No Match: 0

마크 검출(Scene Mark)
Scene Mark란 예능, 드라마의 좌측 상단의 나타나는 영상 내용물
에 대한 기초 정보를 담고 있는 로고로 정의한다. 60~90분 영상에서
로고의 이미지는 변화가 적어 추출하기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Scene Mark 검출은 입력된 영상물의 좌측 상단의 제목 및 부제
를 인식하여 영상물의 제목/회차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이다. 기본적
으로 영상의 변화량을 계산하여, 정적인 부분만 남기어서 비교 분석
하여 입력 영상물의 원본을 추측하게 된다.
II.

검출은 1)배경 제거를 통한 마크 추출, 2)마크 이미지
의 특징점 추출 & 검색의 2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Scen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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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Scene Mark 예시

[

마크 추출
마크 추출은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①

1.

선정된 시간 간격(mark interval sec) 내에서 일정한 간격의
frame(frame interval sec)들을 추출한다 .

그림 55] 마크 추출 간격

[
2.

각 frame의 pixel을 비교하여, 변한 부분이 있는 pixel 값은 버린다.

남아있는 부분을 Scene Mark로 추출한다.
4. 이 Mark들을 비교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진 Mark들만 최종적으로
저장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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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마크 추출 과정에서는 흑백 이미지를
사용하고, 최종 저장은 원본 색정보를 통해 RGB 영상을 사용한다.

특징점 추출 & 검색
이렇게 추출된 Scene Mark를 이미지로 취급하여 Image Feature
Vector 정보를 추출한다.
②

본 과제에서는 콘텐츠 기반 이미지 검색 (CBIR)을위한 Image
feature의 Lucene 색인을 만드는 자바 라이브러리인 LIRE(Lucene
Image REtrieval)를 활용한다. LIRE 내부에는 20가지가 넘는 image
feature descriptor를 추출할 수 있는 기법과 이를 바탕으로 Apache
Lucene 검색 엔진의 색인을 작성하는 기법이 포함되어 있다. LIRE
에 포함된 Image Feature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Scalable Color, Color Layout, Edge Histogram

와 FCTH
SIFT, SURF 기반 시각적 단어
SIMPLE 기반 시각적 단어
CEDD

에서는 LIRE 자체 색인을 활용하지 않고
Feature extraction만 진행한다. 추출한 Feature를 Elasticsearch를 이
용하여 색인하고, 전체 시스템과 통합한다.
Scene Mark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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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 영상에서 Scene Mark를 추출할때 마크의 품질에 직접
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준이 몇가지 존재한다.
첫 번째는 하나의 마트를 추출하기 위한 영상 구간 길이이다. 너
무 짧으면 마크 외에 다른 영역이 많이 남게 되고, 너무 길면 마크
에서 상세한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화면 전환 등으로 인해 마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길이가 줄어들면 같은
영상에서 추출되는 마크가 많아지므로, Feature Extraction의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기본값은 60초이다.
두 번째는 마크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한 프레임 추출 간격이다.
간격이 늘어나면 배경과 같이 어느 정도 정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잡
아내지 못할 경우가 있으나, 연산량이 조금 줄어들어 소요시간이 줄
어든다. 최소 간격은 1초, 기본값은 2초이다.*
세 번째는 프레임과 프레임을 비교할 때, 같다고 판단하는 격차
기준(Threshold)이다. 기준값이 커지면 마크 외에 다른 영역이 포함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작을 경우 마크의 미묘한 변화 때문에 정보
를 잃게 되는 경우가 커진다. 기본값은 32를 사용하였다.
수치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생기지만 대략 60~90분 가량
의 영상에 소요시간은 4~6분 사이이다. (하나의 Scene Mark를 추출
하는데 대략 3초 내외이다.).
추출한 Scene Mark에 대하여 검은 영역의 비율을 바탕으로,
Scene Mark가 삭제되거나, 배경이 들어간 Mark들을 버힌다. 이렇게
추출한 Scene Mark 이미지를 LIRE를 활용하여 Feature Vector를 추
출하여 검색을 위해 Elasticsearch를 통해 색인하게 된다.
검색 대상 영상의 경우, 위의 항목을 참조하여 영상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SceneMark를 추출하고, 검색에 사용하게 된다. 영상의 1분
가량을 처리하는데 3초 + @ 정도의 시간이 필요로 하고, 10장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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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보호영상물 Scene Mark 및 특징점 추출 과정
의 이미지에 대한 Feature Vector를 구하는 데에는 1초 안팎의 시간
이 소요된다. 추출되는 SceneMark의 양이 늘어날 때 검색의 정확도
가 향상되는 만큼, 검색을 실행할 때 영상의 내용과, 원하는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고려하여 매개변수 설정을 해야한다.
[

그림 57] Query 영상물의 검색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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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Scene Mark가 존재하는 예능 34편과 드라마33편 총 67편에 대한
식별 결과드라마/예능의 Query 영상대상 실험 결과는 [표 7]과 같다.
④

표 7] Scene Mark 식별 결과
예능 (34편)

[

성공률

Success: 32
Fail: 0

평균 식별 시간
12.38 sec

No Match: 2

III.

드라마 (33편)

성공률

Success: 32
Fail: 0

평균 식별 시간
9.68 sec

No Match: 2

글씨/자막 검출 및 인식(Scene Text)

텍스트는 의미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텍스트 글자값
은 이미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지는 텍스
트가 지배적인 요소인 스캔 한 문서일 수도 있고, 캡션이 오버레이
된 비디오의 프레임이거나 텍스트가 자연스럽게 삽입된 이미지 일
수도 있다.
이미지 (및 비디오 프레임)의 텍스트 모양은 Overlaid Text와
Scene Text 이렇게 두 개의 매크로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전 그룹
에는 타임 스탬프, 자막, 제목과 같이 이미지 위에 겹쳐지는 텍스트
가 포함된다. 이 텍스트는 의도적으로 이미지에 표시된다.
본 시스템에서는 Scene Text를 영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글자들이
라 정의한다. 기본적으로 영상에서 눈으로 확인되는 모든 자막과 간
판, 문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Scene Text 모듈은 위와 같이 영상들이 갖고 있는 Scene Text 정
보값들을 사전에 분석하여 저장한 뒤 비교 영상이 들어왔을 때 유사
한 값들이 존재하는지 찾아주는 알고리즘이다. Scene Text 모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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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3가지 순서로 구성이 되어있다. 프레임 안에 존재하는 Text의
영역을 찾아주는 Text-line Detector, 검출된 Text-line들의 글자들을
인식하는 Text OCR, 마지막으로 인식된 글자들을 검색하여 비교 결
과를 출력해주는 Elasticsearch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58] Scene Text 동작 시나리오

[

문자열 검출)
Text-line Detection은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감지한 후 사각형
형태의 경계 상자로 둘러싸는 과정이다.
① Text-line Detection (

DIARL Text-line Detector

은 마인즈랩의 Document Image Analytics, Recognition and
Learning 프레임웍이다. DIARL 프레임웍의 Text-line Detector는 카
메라로 촬영한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텍스트를 검출하고 해당 위치
값을 출력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다. Text-line Detection의
성능은 이미지 내 글자를 인식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학 문자 인식
(OCR), 레이아웃 분석 및 사전 처리 알고리즘과 같은 많은 문서 이
미지 처리 작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처리 단계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방법들은 대부분 제약된 문서의 경우에 초
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제한되지 않은 카메라 - 포착된 문서 이미지
DI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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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 비교적 적은 작업이 수행되었다.
이처럼 견고한 text-line 검출 정보를 위해 해당 모듈은 상태 추
정 (스케일 선택 확장)을 CC (Connected Component) 기반 프레임
워크에 통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한다.

그림 59] DIARL Text-line Detector 프로세스

[

EAST Text-line Detector [X. Zhou

외, 2107]

는 간단하
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가지는 파이프 라인 기반의 Text-line 검출
알고리즘이다. 이전 장면 텍스트 탐지 방법은 다양한 벤치 마크에서
유망한 성능을 달성했지만 전반적인 성능은 파이프 라인의 여러 단
계와 구성 요소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심층 신경 네
트워크 모델을 사용해도 까다로운 시나리오를 처리하는 것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EAST의 파이프 라인은 단일 신경망을 통해 불필요
한 중간 단계 (예 : 후보 집계 및 단어 분할)를 제거하여 전체 이미
지에서 임의의 방향 및 사변형의 단어 또는 줄을 직접 예측하며 구
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손실 기능과 신경망 구조 설계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EAST (an Efficient and Accurate Scene Text detector)

문자 인식)
최근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LSTM-CTC 구조가 Tesseract 4.0의
② Character Recogn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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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EAST Text-line Detector
새로운 버전에 반영되어, 보다 좋은 OCR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본 과제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구현한다.
[

(

h

t

t

p

s

:

/

/

github.com/tesseract-ocr/tesseract/wiki/4.0-with-LSTM)

는 Hewlett Packard Labs의 독점 소프트웨어로 초기 개
발되었으나, 2005년에는 네바다 대학과 공동으로 HP가 오픈 소스를
공개한 후, 2006년부터 Google 및 많은 오픈 소스 제공자가 적극적
으로 개발 진행하였다.
Tesseract는 버전 3.x까지는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기
반으로 하였지만, 버전 4.0부터 Long Short Term Memory (LSTM) 기
반 인식 엔진을 구현했다. LSTM은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의 일종이다.
Tesseract 4.0의 문자 인식기는 먼저 각 얼룩을 분류하고 그 결과
를 사전 검색에 제시하여 단어의 각 얼룩에 대한 분류자 선택의 조
합에서 단어를 찾는다. 아래 그림은 동작 시나리오를 상세히 보여준
다.
Tesseract

③ Scene Text
1.

동작 시나리오

비교할 영상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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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Tesseract 4.0 구조도

[

해당 영상을 특정 주기로 프레임을 추출한다.
3. 추출한 각 프레임의 text-line을 검출하여 해당 위치값을 저장한다 .
2.

검출된 text-line 영역에 대해 OCR을 수행한다.
5. OCR 결과로 출력된 인식 text 값들을 가공한다 . (노이즈 제거 , 문장
분석, ...)
6. 인식된 text 중 가장 고유값을 지닌 몇 개만 남기고 필터링한다 .
7. 필터링된 최종 text들을 Elasticsearch을 통해 검색한다 .
8. Elasticsearch에서 유사한 순서 (상대 점수로 반환 )로 영상 리스트를
받으면 이를 분석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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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cene Talk Module Interface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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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Scene Text가 존재하는 외국 영화 19편과 한국 근대 영화 1편(덕
혜옹주), 근대 드라마 1편(미스터선샤인)을 포함한 총 21편에 대한
실험 결과는 [표 8]과 같다.
⑤

표 8] Scene Text 식별 결과
3분 Clip

[

IV.

성공률

평균 식별 시간

성공률

20/21

3.51 sec

21/21

5

분 Clip

평균 식별 시간
5.83 sec

얼굴 검출 및 인식(Scene Face)

란 영화, 예능, 드라마 영상에서 각각의 scene에 나타
나는 인식된 인물들과 해당 영상물의 주인공들에 해당하는 등장인물
을 매칭을 통해 입력된 영상물의 제목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영상물
의 시계열적으로 입력된 프레임을 인식하여 누적된 인물들을 분석하
여, 입력 영상물의 원본을 예측하게 된다. 영화나 드라마/예능 영상
물의 경우 등장인물 인식을 통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
다. 본 과제에서는 FaceNet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얼굴 인식(Scene
Face) 기법을 적용하였다.
Scene Face

① FaceNet

은 유클리디안 공간에 얼굴 이미지를 매핑되는 좌표를 학
습시키고, 매핑된 좌표들의 거리는 얼굴의 유사도를 의미하게 된다.
이전 연구와는 다르게 중간에 bottleneck layer를 사용하기 보다 직
접적으로 embedding layer를 최적화하도록 CNN을 학습시켰다.
Fa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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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CNN)는 embedding space에서 squared L2 distance가 얼
굴 유사도에 대응하도록 학습된다. 같은 사람의 얼굴의 경우 거리가
작고 다른 사람은 큰 거리를 갖는다. 한번 embedding이 학습되고 나
면, face verification은 distance에 대한 thresholding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face recognition은 k-NN 분류 문제로 풀 수 있다. 또한,
face clustering은 거리 k-means 같은 off-the-shelf 테크닉을 사용하
여 풀 수 있다.
이전에 deep networks 기반의 face recognition 연구는
representation(embeddings)로 중간에 있는 bottleneck layer를 사용지
만, 이런 접근의 단점은 비직접성(간접성)과 비효율성이다. 이전 연
구 방법의 경우, 새로운 얼굴을 잘 인식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기때
문에, 새로운 얼굴에 대해서 bottleneck representation이 잘 일반화
하여 판단해야 하고, 얼굴에 대한 representation size가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FaceNet은 LMNN에서의 triplet기반의 loss function을 사용
하여 직접적으로 output이 128-D embedding이 되도록 학습을 시킨
다. triplets은 2개의 matching face와 1개의 non-matching face로 구
성되고 loss는 positive pair를 negative로부터 거리 상으로 떼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62] Facenet 모델 구조(좌) 및 Triplet Loss(우)
triplet loss를 이용하여 face verification, recognition and
clustering에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를위해, f(x)라는 임베딩
함수를 얻는다. 어떤 이미지 x로 부터 feature spaceRd 를 얻는 것
이다. 같은 identity pair의 경우에는 feature space에서의 distance가
작고 다른 identity pair의 경우에는 distance가 커지도록 임베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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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을 anchor로 두고 이와 같은 사람들인 positive를 다른
사람인 negative보다 거리가 가깝도록 한다.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Figure 3와 같으며, 수식은 아래와 같다.
는 positive과 negative 간의 margin을 의미한다. 즉, anchor에
대해 negative는 positive보다 최소 α 이상 떨어져 있도록 하는 것
이다.
α

가 주어졌을 때 hard positive(positive 중에 가장 먼 것)와
hard negative(negative 중에 가장 가까운 것)를 구하길 원하지만, 모
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argmin, argmax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mini-batch를 사용해서 하나의 batch에 해당하는 약 수천
개의 샘플에 대해서만 argmin, argmax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hardest positive를 고르는 대신 positive 전체를 다 사용해서 학습하
였고, 반면 negative의 경우는 그대로 hard negative를 고르도록 하
였다.
hard-positive을 안쓰고 모든 positive를 썼을 때 더 안정적이고,
초반에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hardest negative를 선택하는 것은 local minima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이를 완화시키기위해, 아래의 식으로 negative를 구한
anc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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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구한 negative 샘플을 semi-hard라고 한다. positive보다
먼 negative를 구하는 것인데 이 경우 선택된 negative가 positive랑
가깝기 때문에 hard로 볼 수 있다.
동작 시나리오
Scene Face 인식 알고리즘은 1) 얼굴 및 얼굴 표식을 검출하고
(Detection), 2) 표식점에 대한 정합을 과정(Alignment) 후, 3) 분류
네트워크를 통한 인증/확인(Classification) 과정의 3가지 단계로 구성
된다.
② Scene Face

얼굴 검출(Face Detection)
얼굴 검출은 MTCNN(Multi-task Cascad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얼굴 검출이 진행된
다.
1-1) 일정한 시간 간격(scene interval sec)으로 영상물의 frame들을
추출한다.
1-2) 추출된 frame을 입력 이미지로 하여 , 3가지의 모델 (pnet, rnet,
onet)을 이용하여 , 눈 , 코 , 입에 해당하는 다섯점의 좌표를 구한다 .
1-3) 추출된 얼굴영역의 좌표를 이용하여, box 형태로 해당영역을 표
시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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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얼굴 검출 예시

[

얼굴 정렬(Face Alignment)
2-1) 추출된 눈, 코, 입에 해당하는 다섯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눈 중심
과 입중심이 수직이 되도록 얼굴 회전을 보정한다.
2-2) 눈썹과 턱선을 기준으로 ROI 영역을 지정하여 , crop 및 resize를
진행한다.
2.

그림 64] 얼굴 정렬

[
3.

얼굴 인식(Face Recognition)

및 Alignment를 거쳐 보정된 얼굴 이미지를
FaceNet을 통해 인식을 수행한다.
3-1) Fac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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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얼굴 인식을 위해 100편의 보호 영상물 중 영화 32편, 드라마 18
편, 예능 10편 등 총 60편의 영상물을 대상으로 93명에 대해
Tagging 및 학습을 수행하였다. 60편 영상물의 3분 Clip 영상 대상
실험 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Scene Face 식별 결과
영화 (32)
예능(10)
드라마(18)
④

성공률 평균시간식별
29/32

26.02

성공률 평균시간식별 성공률 평균시간식별
8/10

29.96

18/18

28.6

향후 활용성
신규 영상물의 경우 신인 배우의 등장 등을 통해 지속적인 얼굴
의 태깅 및 학습 진행의 필요로 의해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은 얼굴 검출 및 위치 정보 활용을 통해 영상물 식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65]와 같이 검출된 얼굴과 장면 내 얼굴의 위
치 정보를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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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검색 엔진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I.

엘라스틱서치 검색 기술 개요

엘라스틱서치(Elasticsearch)는 루씬 기반의 검색 엔진이다.
HTTP 웹 인터페이스와 스키마에서 자유로운 json문서와 함께 분산
멀티테넌트 지원 전문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 엘라스틱서치는 자바
로 개발되어 있으며 아파치 라이선스 조항에 의거하여 오픈 소스로
출시되어 있다. 공식 클라이언트들은 자바, 닷넷(C#), PHP, 파이썬,
그루비 등 수많은 언어로 이용이 가능하다. 엘라스틱서치는 가장 대
중적인 엔터프라이즈 검색 엔진으로 그 뒤를 루씬 기반의 Apache
Solr가 잇는다.
엘라스틱서치는 뛰어난 검색 기능과 대규모 분산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능을 지원한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전문검색(Full Text Search)과 문서의 점수화
를 이용한 정렬, 데이터 증가량에 구애받지 않는 실시간 검색 등을
엘라스틱서치를 이용해 구현할 수 있다. 아래에서 엘라스틱 서치의
주요 특장점에 대해 논하겠다.
아파치 루씬 기반
아파치 루씬은 자바 언어로 개바된 검색 라이브러리다. 현재 엘
라스틱서치를 비롯한 솔라(Solr), 티카(Tica)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파치 루씬은 매우 강력한 기능이 있는 검색
엔진으로 사용자 위치 정보(geolocation)을 이용할 수 있고, 다국어
검색, 철자 수정 기능(Did you mean suggestion), 자동완성, 미리 보
기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엘라스틱 서치는 아파치 루씬을 기
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루씬의 기능을 대부분 지원하며, 마찬가
지로 자바 언어로 개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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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분석
엘라스틱서치에 저장된 데이터는 검색에 사용되기 위해 별도의
재시작이나 상태의 갱신이 필요하지 않다. 데이터는 색인 작업이 완
료됨과 동시에 바로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엘라스틱서치에
서는 실시간(Real Time) 분석이라고 부른다.
▷

분산 시스템
엘라스틱서치는 여러 개의 노드로 구성되는 분산 시스템
(Distributed)이다. 노드는 데이터를 색인하고 검색 기능을 수행하는
엘라스틱서치의 단위 프로세서다. 소규모의 시스템에서는 적은 수의
노드로 시스템을 구성한 후에 시스템의 규모가 늘어나면 기존 노드
의 새 노드를 실행해 연결하는 것으로 쉽게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
다. 또한, 데이터는 각 노드에 분산 저장되고 복사본을 유지해 각종
충돌로부터 노드 데이터의 유실(Fail)을 방지한다.
▷

높은 가용성
엘라스틱서치는 하나 이상의 노드로 구성돼 있으며, 각 노드는 1
개 이상의 데이터 원본과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위치에
나누어 저장한다. 노드가 종료되거나 실행에 실패(Fail)하는 경우 엘
라스틱서치는 노드들의 상태를 감지하고 종료된 노드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다른 노드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다.
▷

멀티 테넌시
엘라스틱서치의 데이터는 여러 개의 분리된 인덱스들(Indices)에
그룹으로 저장된다. 인덱스는 관계형 DB 모델에서의 데이터베이스
로 대응되는데, 관계형 DB에서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검
색하려면 별도의 컨넥션을 생성해야 하는 것과 달리 엘라스틱서치에
서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서로 다른 인덱스의 데이터를 바로 하나의
질의로 묶어서 검색하고 여러 검색 결과를 하나의 출력으로 도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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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문서 기반
엘라스틱서치의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문서의 모든 필드가
색인돼 JSON 구조로 저장된다. 그러므로 모든 레벨의 필드에 접근
이 쉽고, 매우 빠른 속도로 검색된다. 또한, NoSQL과 같이 스키마프
리(Schema Free)를 지원하므로 별도의 사전 매핑 없이도 JSON 문서
형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바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색인 작업이
수행된다.
▷ JSON

▷ RESTFul API

를 지원하므로 URI를 사용한 동작이 가능하다. 또한,
HTTP 프로토콜로 JSON 문서의 입출력과 다양한 제어를 할 수 있
다.
Restful API

와 Elasticsearch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 표과 같다.

Solr

[

표 10] Solr와 Elasticsearch 특징 비교

개발사
노드 컨트롤
주체

Solr
Apache Software Foundation
Apache ZooKeeper (

외부 프로
그램): 구동 시 리소스 부하 큼,
운영 중 스키마 변경 불가
별도로 노드 분할 처리 필요
(서버 재시작 필요)

샤드 변경
방식
색인 업데이트 전체 데이터를 캐시로 추가저
장
방식
JSON, XML, URL parameters
개발언어
Banana, Zeppelin 등
ECOsystem
느림
검색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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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search
Elasticsearch

자체 Node : 구동 시 부하 적
음, 운영 중 스키마 변경 가능
자동 노드 분할 (서버 재시작
불필요)
변경 데이터만 캐시로 추가저
장
JSON
Kibana, Grafana 등
빠름

색인속도
장점
단점
II.

매우 느림
엔진의 안정성 높음
장문 데이터 검색에 용이
색인주기가 느림
계층 구조의 속성 검색이 어려
움

빠름
실시간 색인 가능
게층 구조의 다양한 속성 검색
에 용이
사이즈가 큰 장문의 데이터 검
색 시 속도 저하 문제

데이터 베이스 개요

몽고DB(MongoDB)는 NoSQL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비관계형 데이
터베이스 관리시스템으로, 크로스 플랫폼 도큐먼트 지향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이다. JSON과 같은 동적 스키마형 문서들을 선호함에 따
라 전통적인 테이블 기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사용을 삼간
다. 이로써 특정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더 쉽고 빠르게 데이터
통합을 가능케 한다. 아페로 GPL과 아파치 라이선스를 결합하여 공
개된 몽고DB는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몽고DB는 NoSQL 데이
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 객체들이 컬렉션 내부에서 독립된 문서
로 저장되는 문서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말하는 스키마(Schema)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하는 개체(Entity), 속성(Attribute), 관계(Relationship) 및 데이터 조작
시에 데이터값들이 갖는 제약조건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스키마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구조가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는 데이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진
다는 것을 뜻한다. 몽고DB는 이러한 스키마가 사전에 정의되지 않
아도 되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도큐먼트는 각기 다른, 다양한
필드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각 필드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
질 수 있다.
MongoDB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Document-Oriented Storage: 모든 데이터가 JSON 형태로 저장
되며, 스키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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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뒤치지 않는 다양한 인덱싱을

▷ Full Index Support: RDBMS

제공한다.

▷ Replication & High Availability:

향상시킬 수 있다.

데이터 복제를 통해 가용성을

를 기반으로 여러 서버에 데이터를

▷ Auto-Sharing: Primary key

나누는 scale-out이 가능하다.
▷ Querying: key 기반의 get, put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쿼
리들을 제공한다.
▷ Fast In-Place Updates: 고성능의 atomic operation을 지원한다.
▷ MapReduce: 맵리듀스를 지원한다.
▷ GridFS: 별도 스토리지 엔진을 통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몽고DB는 가장 많이 쓰이는 MySQL에서 지원하는 지원하는 대
부분의 인덱스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인덱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Single Field Indexes: 가장 기본적인 인덱스 타입
▷ Compound Indexes: RDBMS에서 많이 쓰이는 복합 인덱스
▷ Multikey Indexes: Array에 매칭되는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인
덱스에 추가하는 멀티키 인덱스
▷ Geospatial Indexes and Queries: 위치 기반 인덱스와 쿼리
▷ Text Indexes: String 컨텐츠에도 인텍싱이 가능
▷ Hashed Index: BTree 인덱스가 아닌 Hash 타입의 인덱스도 사
용 가능
년 전 몽고DB는 스토리지 엔진에서 DB 엔진을 분리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했고, MySQL 모델을 취했다. 와이어드타이거(Wired
Tiger)는 몽고DB의 기본 스토리지 엔진이다. 이 엔진은 높은 쓰기
성능을 제공하고, 압축을 기본내장해 더 적은 스토리지 비용을 들이
게 해준다. 별개의 인메모리와 암호화 데이터스토어를 추가했다. 또
한 몽고DB는 스파크 커넥터를 제공해 대용량 인메모리 분석을 지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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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다. 컬럼 데이터스토어를 추가할 수도 있고, 스트리밍 데이
터도 활용할 수 있다. 몽고DB 기업의 사업은 오픈소스 DB에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중심에 둔다. 게다가 클
라우드 기반 DB서비스도 제공중이며,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
해 몽고DB를 이용하거나 몽고DB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III.

데이터 베이스 구현

검색 및 색인의 속도가 빨라 실시간 검색에 용이한 Elasticsearch
와 python/Elasticsearch와 호완성이 좋고, 스키마 변경이 쉽고, 대용
량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MongoDB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현하였
다. 아래 [그림 66]은 DB 스키마 구조이다.

그림 65] DB 스키마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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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영상물 식별 연구 실증시스템 및 실험 결과

제1절 실증 시스템 구현
영상 저작물 식별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용 모델 연구의 실증
을 위하여 딥러닝 기반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델
을 검증을 수행한다. 프로토 타입은 연구 모델의 실증 목적 뿐만 아
니라 대규모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
여 서버군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프로토타입은 효율적인
딥러닝 학습, DB관리, 플랫폼 관리 등을 위해 웹 기반으로 구현하였
다.
실증 시스템은 다운로드, 스트리밍 환경에서 불법 유통되는 보호
대상 영상을 식별 모델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 Function은 다음과
같다.
Ÿ
Ÿ
Ÿ
Ÿ
Ÿ

기반 영상물 특징 인식 네트워크
Integrated Scene Descriptive 데이터베이스
Scene Descriptor 기반 검색
동영상 인식 및 판단 기능
Web 기반 Demo System
Deep Learning

그림 66] 영상물 식별 모델 구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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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영상물 특징 인식 네트워크
영상물 특징 인식 Network 기능은 영화, 드라마, 오락/예능 등의
동영상에서 Scene Talk, Scene Text, Scene Mark, Scene Face,
Scene Object를 위한 특징 정보를 추출한다.
① Deep Learning

데이터베이스
영상물 표현 DB는 딥러닝 기반의 영상물 특징 추출 기능을 통해
얻어진 특징들을 시간을 기준으로 저장하는 장소이다.
하나의 영상물은 전체 영상과 트레일러, 그리고 포스터 등으로
구분된다. 전체 영상과 트레일러는 음성, 문자, 얼굴, 물체 등의 특
징으로, 포스터는 문자, 얼굴, 물체 등의 특징으로 구성된다. 음성
정보와 영상 정보는 시간에 따른 동기화가 되어있다.
영상물 표현 DB 처리 시스템은 영상 특징 추출 정보를 DB화 전
처리 후 Mongo DB 기반의 영상표현 DB에 저장된다.
② Integrated Scene Descriptive

기반 검색
실시간 검색을 제공하는 Open Source 검색 엔진인 Elasticsearch
를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③Scene Descriptor

그림 67] 영상물 표현 DB 검색도

[

영상 저작물 침해 판단 기능
영상물을 최종 Decision하는 Logic은 다음과 같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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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Confidence Level이 Th를 넘을 경우 이를 최종 식별 영상
물로 판단한다.
Condition 2. 4개의 모듈이 다른 결과 값을 Return할 경우 , 다수의 결과
를 최종 식별 영상물로 판단한다.
Condition 3. 식별 결과가 동점일 경우, Text/Face/Talk/Mark 순서로 판
단한 결과를 최종 식별 영상물로 판단한다.
Condition 4. 어떤 모듈도 Th를 넘지 못할 경우, 해당 영상이 없음을 리
턴한다.
Condition 1. Scene Text, Scene Talk, Scene Mark, Scene Face

기반 Demo System
아래는 구축된 딥 러닝 기반읜 영상물 실증 시스템의 SW 및 HW
구조도 이다.
⑤Web

그림 68] SW 아키텍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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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상물 추출 기술
개요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영상들을 살펴보면, 저작권 모니터링을 피
하기 위해 원본 영상에 여러 왜곡을 가하여 영상을 변형시킨 형태가
많다. 왜곡 유형 중에서 정지 이미지 속에 저작물 영상을 삽입하는
이미지 속 동영상 유형과, 동영상 속에 저작물 영상을 삽입하는 동
영상 속 동영상 유형에 대해 저작권 모니터링을 하기위해서는 반드
시 그 속의 저작물 영상을 추출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
한 전처리 과정을 ROI 추출 과정이라 정의한다.
I. ROI

그림 69] 왜곡된 불법 영상물

[

추출
주어진 영상을 비교, 분석하기 전에 해당 영상의 왜곡을 제거하
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ROI 추출 모듈은 단일 정지 이미지나
단순 비디오 속에 원본영상을 삽입한 왜곡에 대해 원본 영상의 프레
임을 인식하고, 추출해 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ROI 추출 모듈은
input video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처리 기능
을 수행하므로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며 정확한 알고리즘이 필요하
다.
II. 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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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ROI 추출 모듈의 구조
ROI 추출 모듈은 1) 이진 클러스터링 (Binary Clustering), 2) Blob
검출(Blob Detection), 3) ROI 자르기 (ROI Cropping)로 이루어져 있
으며 저작물 영상의 영역만 추출하여 영상으로 만들어 출력한다.
[

① Binary Clustering

컴퓨터 시각에서 영상 분할은 디지털 영상을 여러 개의 픽셀 집
합으로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영상 분할의 목적은 영상의 표현을
좀 더 의미있고 해석하기 쉬운것으로 단순화하거나 변환하는 것이
다. 영상 분할은 특히 영상에서 물체와 경계(선, 곡선)를 찾는데 사
용된다. 영상 분할의 결과는 전체 영상을 집합적으로 포함하는 지역
의 집합이거나,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윤곽의 집합이다. 지역에서 각
각의 픽셀은 색, 밝기, 재질과 같은 어떤 특징이나 계산된 속성의
관점에서 유사하다. 인접한 지역은 동일한 특징의 관점에서 현저하
게 다르다.
본 시스템에서는 영상 분할을 이용하여 input으로 들어온 영상에
대해 추출하고자 하는 저작물 영상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
하고자 한다.
Binary Clustering에서는 먼저 프레임을 회색조 영상(gray scale)으
로 변환시키고, 일정한 간격마다 두 프레임을 뽑는다. 두 프레임에
서 같은 위치의 픽셀을 매칭시켜 절대차(Absolute Difference)를 구
한다. 일정 임계값을 기준으로 절대차 값이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남기고, 미만이면 버리는 필터링 과정을 거친다. 필터링 된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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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binarization)를 통해 남은 부분은 1로, 버린 부분은 0으로 값
을 부여하여 단순화 시킨다. 이진화란 영상에서 모든 픽셀을 오로지
흑(0)과 백(1)으로만 표현하는 영상을 말한다. 위의 작업을 프레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복하고, 이진화 영상이 생성될 때마다 하나의 빈
이미지에 OR연산을 이용하여 축적시킨다. 그리고 축적시킬때 마다
다음 과정인 Blob Detection을 수행한다.
② Blob detection

이란 공통 속성을 공유하는 이미지에서 연결되어있는 픽셀
그룹을 말한다. 아래 그림에서 얼룩과 같은 모든 영역들이 Blob이고,
기본적인 Blob detection의 목표는 이 영역의 모양과 크기를 식별하
고 표시해주는 것이다.
Blob

그림 71] Blob 정의
Blob Detection 과정에서는 왜곡 영상 속의 저작물 영상을 검출하
기 위해, 저작물 영상의 영역에 해당하는 Blob을 검출하고 정의한다.
Image Segmentation 과정에서 생성된 영상에 대해 OpenCV에서 제
공하는 Blob 검출 모듈을 사용하여 저작물 영상의 영역에 해당하는
Blob을 검출한다. OpenCV의 Blob 검출 모듈을 사용하면 매개 변수
를 설정하여 원하는 blob 유형을 필터링 할 수 있다. 먼저 검출하는
blob의 크기를 제한하여 작은 blob들을 제거하면 노이즈 제거와 같
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시스템에서는 사각형의 ROI 영역
을 검출하는 것이므로, 사각형 모양의 blob만을 검출하기 위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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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의 blob들은 전부 필터링한다.
이진 영상이 축적될 때마다 일정 크기 이상의 사각형 blob 검출
을 시도하고, 검출에 성공하면 최종 blob으로 정의하고 ROI
Cropping 단계로 넘어간다.
③ ROI Cropping

과정은 Blob Detection 과정에서 유일하게 결정된
사각형 blob을 ROI로 정의하고 잘라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사각형
blob을 정의할 때 불 필요한 영역이 포함 될 수 있으므로 약간의 마
진 값을 부여하여 blob의 크기보다 더 작게 잘라낼 수 있도록 한다.
잘라낸 부분을 ROI로 정의하고 추출하여 영상으로 저장한다.
ROI Cropping

그림 72] ROI 추출 모듈 과정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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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시나리오
전체 과정이 동작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프레임 시작 위치(video_start_sec) 부터 (앞 부분의 오프닝 광고
를 피하기 위해)
III.

일정 프레임 간격(frame_interval) 마다, 두 프레임 이미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2. 비교한 각 픽셀에 대해, 일정 값(pixel_thresh) 보다 큰 값만 남긴다.
3. 남긴 프레임 이미지를 이진화시키고 , 여러 번의 loop를 거쳐 한 이
미지에 적재시킨다. 이때 최소로 loop할 횟수(min_iter)를 정한다.
4. 적재시킨 이미지에서 blob_shape_detection을 수행한다 . 이때 잡음
제거를 위해 blob의 최소 크기(threshold_area) 이하는 제거한다.
5. blob_shape_detection을 통해 blob이 단일 rectangle일 경우 이미지
속 동영상을 찾았다고 정의하고 loop를 종료한다.
6. rectangle blob의 네 꼭지점을 통해 동영상을 crop 한다 . crop비율
(inter_crop_ratio)을 통해 테두리를 더 잘라낸다 .
7. crop한 동영상을 avi_dir 위치에 저장한다 .
1.

그림 73] ROI 추출 테스트 결과
IV. 2017년 개발 내용과의 비교
[

년은 YOLO를 활용한 ROI 추출을 개발하였다. ROI 추출 모듈
은 input video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빠르고
간결하며 정확한 알고리즘이 필요하지만, 객체 탐지를 위한 딥 네트
워크 기반 YOLO는 실제 상용화에 적합하지 않다. 2017년 대비 RO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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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알고리즘의 장점에 대해 논하겠다.
① 본 과제에서 개발한 ROI 추출 알고리즘은 Computer Vision 기
반은 단순한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매우 적고, 빠르
다.
② frame에 따른 축적(Accumulation) 방식의 활용으로 검출된
ROI가 Static하게 일정하다.
③ 가벼운 알고리즘, Early Stop Condition 적용 및 GPU 사용하지
않으므로, HW Resource가 절약되어 경제적인 상용시스템 구축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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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실증 시스템 및 실험 결과
I.

실증 시스템
ICOP

연동 및 스트리밍 검색

그림 74] ICOP 연동 데모 화면

[

그림 75] 스트리밍 연동 데모 화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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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I

영상 검출

그림 76] ROI 영상 검출 데모 화면

[

기능별 실행

그림 77] 기능별 실행 데모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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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식별 모델 실험 결과
다양한 왜곡 유형을 대상으로 102편의 영상물에 대한 식별 결과
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1] 실험 결과 요약
II.

전체 영상
예고편

제목 인식

회차 인식

평균 식별 시간

100/100

63/66

4.79 sec

1/2

-

-

제한된환경에서 100%의 불법영상물 검출 성능을 보여주었다. 각
5개의 장면 묘사 요소를 추출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integrated scene
descriptor를 추출하는 속도는 1080 Ti GPU를 장착한 1 대의 서버에
서 동영상 진행 속도의 3배 이상 빠르므로,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에 대한 적용도 가능하다.
검색 및 불법영상물 판단속도는 X초 정도 소요되었고, 검색 속도
는 저작권 보호 영상물의 개수에 상관없고, 장면 묘사를 위한 특징
의 개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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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저작권보호원 시스템 연계 방안

제1절 ICOP 연계방안
I. ICOP

개요

은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llegal Content Obstruction
Program, 이하 ICOP)의 약어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불법복제물
추척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웹하드 및 블로그 등에 불법으로
복제되어진 저작물을 추적하는 ICOP-W(Webhard)와 토렌트에서 불
법으로 복제되어 유통되는 저작물을 추적하는 ICOP-T(Torrent)로 구
분된다.
ICOP

그림 78] ICOP 운영 절차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

는 기존의 ICOP에 불법복제물 유통 감시 및 자동 모니
터링과 웹하드 내 불법복제물 탐지·대응력 강화 및 행정조치 연계
기능을 개선하고 이름을 ICOP-W로 재명명하였다. ICOP-T는 ‘토렌
트’상 유포되는 불법복제물 실시간 감시·추적을 통하여 최초 유통
사이트, 업로더 정보 등 긴급 대응 정보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
ICO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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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존 디지털저작권 침해과학수사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업데이터
하여 ICOP-T로 재명명하였다.
II. ICOP-W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 주고 있다. ICOP은 크게 특수유형
OSP 및블로그, 카페, UCC 사이트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
과 검색결과 및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를 저장하는 DB, 콘텐츠를 인
식하는 인식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3 개의 주요한 기술을 사용한다.
ICOP

그림 79] ICOP 개념도

[

콘텐츠 자동 검색 기술은 OSP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콘텐츠들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다. ICOP에서
는 콘텐츠 자동 검색 기술로 MS의 트라이던트(Trident) 기술을 이용
한 UI 자동 제어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본적인 절차는
OSP에 등록된 ID/PW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로그인, 자료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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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게시물부터 마지막 게시물까지 다운로드를 반복 수행하면서
공유되는 콘텐츠를 모두 획득한다. 검색을 수행하며 게시물 번호,
게시물 제목, 업로더 ID 등 게시물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며 증거
화면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면을 자동 캡처한다. 또한 다운로드 받을
파일이 압축파일인 경우 자동으로 압축을 해제하여 저장한다.

그림 80] 콘텐츠 자동 검색 프로세스

[

콘텐츠 자동 인식 기술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저작권자 정보를
얻어서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이다. ICOP에서는 음원과 동영상,
어문 콘텐츠에 대해 내용기반 인식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게임 S/W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내용기반 인식 기술이 없는 관계로
파일해쉬와 실행의존(Execution dependency)파일 리스트를 이용한
인식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내용기반 인식 기술은 오디오
나 비디오의 성분을 분석하여 특징(feature 혹은 DNA)을 추출하고
이를 DB화하여 비교하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인식한다. 추출된 특징
은 파일이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변형되더라도 그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해쉬를 이용한 방법보다는 여러 버전의 파일에 대응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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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음원 콘텐츠 자동 인식 프로세스

[

관리웹서버(통계/보고시스템)기술은 ICOP에 대한 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실적 조회를 위한 관리,리포팅 서버 구축 각 모듈의 운용
상황 파악을 위한 전체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특징점 DB 상태 모
니터링 기능, 저작물 특징점 및 메타 정보 관리 기능, 각 모듈 별
이벤트 수집 및 Reporting, 검색, 백업 기능, OSP별 통보 내역 및 조
치결과 조회 및 통계 기능(리스트, 그래프), 조회 데이터 저장 기능,
저작물 권리정보 확인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기술이다.

그림 82] ICOP 관리서버 화면 구성

[

반면에 기능 개선된 ICOP-W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구성을 갖는
다. 불법복제물 유통 감시 및 자동 모니터링 체제 기틀 마련하였고,
3단계(초기화면→다운로드→실행) 채증 기능 개발 및 기관 내부 심
의·민관협력 시스템 연계를 통한 불법복제물 행정조치 지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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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취약시간대·장르별 집중 모니터링, 게시물 정보 식별
기능 강화를 통한 불법복제물 탐지 효과를 극대화 시켰고, 웹하드
모니터링 중앙관리, 수집결과 현황 분석 등을 통한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웹하드 내 불법복제물 탐지·대응력 강화 및 행정조치 연
계 등을 통해 불법복제물 탐지·대응력 강화 및 효과적인 24시간 침
해 대응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모니터링 기능 중심에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 불법복제물 행정조치를 위한 지
원도구 역할 정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83] ICOP-W 시스템 구성도

[

따라서 이러한 ICOP-W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3단계(초기화면→다
운로드→실행)로 수행되지만 채증 검증을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본 용역에서 구축한
실증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다운로드 완료 후 실행하고 캡쳐하는 3단계 이전에 검색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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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에 해당하는 저작물인지 식별을 통하여 채증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단계
1단계(초기화면 캡쳐)
↓

단계(다운로드 진행 화면캡쳐)

2

↓

단계(실행 화면캡쳐)

3

내용

대상웹하드별 웹하드 게시물 재검색 → 상세화면 내
‘다운로드’ 버튼 클릭 및 서버 내 특정경로 저장
특정경로 내 해당 파일 실행(압축 파일일 경우 압축
해제) 및 실행
파일 실행 전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저작물
인식기술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된 파일이 검색어에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실행화면 캡쳐

III. ICOP-T

는 ‘토렌트’ 상 유포되는 불법복제물 실시간 감시·추
적을 통하여 최초 유통 사이트, 업로더 정보 등 긴급 대응 정보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기존 디지털저작권 침해과학수사 시스템
에 대한 기능을 개선하여 재명명한 시스템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토렌트’ 상 유포되는 방송·영화 저작물
불법유통 시 확산 속도와 시장에 미치는 침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불법복제물의 최초 유포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환경이 필요했
으며 ICOP-T를 통해 불법복제물 실시간 감시·추적을 통하여 최초
유통 사이트, 업로더 정보 등 긴급 대응이 가능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ICOP-T

에 구체적인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IC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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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ICOP-T 시스템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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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Integrated Control & Observation Platform – Torrent>

등록

토렌트 사이트
(게시판, 게시글)
구조 분석
토렌트 프로그램
(트래커 서버
및 클라이언트
연결정보)
통신 구조 분석
방송편성표수집및
저작권침해대응
종합상황실연계

⇨

감시 및 식별

감시 대상 사이트 내
긴급대응저작물 업로드
여부 식별
트래커 서버를 통한
긴급대응저작물 공유
여부 식별
시간대/일자별
‘토렌트긴급대응저작물’
분류 및 DB 구성
ICOP-T

⇨

수집 및 적발

업로드최초게시내역적발
(사이트 명, 게시글 제목,
업로드시간, 시드파일등수집)
트래커최초공유정보적발
(피어-시더IP, 유포시간,
클라이언트고유정보등수집)
증거자료 수집
(긴급대응저작물 적발 화면
캡처)

⇨

통계 및 알림

긴급대응저작물최초유포자
상세 정보 및
통계·보고서 산출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적발
실시간 상황판 등록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상황 공유

운영·관리 서버

저작권침해
대응
종합상황
실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유포 적발 정보 산출>
감시및식별프로그램을통한집중감시저작물적발정보취합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유포 적발 정보(사이트, 업로더) 산출

<
-

토렌트 긴급대응저작물 DB 관리>
방송/영화 편성표 기준 ‘긴급대응저작물’ 집중감시 분류
방송 저작물: 당일 방영시간 기준 하루 이내
영화 저작물: 개봉일자, 예정일자 기준 한 달 이내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상황 공유>
- 긴급대응저작물 최초유포적발정보및통계정보종합상황실연계
<통계 데이터 및 보고서 산출>
-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유포 사이트, 업로더 정보 통계 산출
- 일간/주간/월간 보고서 산출
<실시간 긴급대응저작물 유포·대응 현황판>
- 긴급대응저작물 최초유포적발시경보발생및3초이내실시간정보
<
·
·

⇧

토렌트 시드파일 업로드 식별 프로그램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업로드 내역 적발>
토렌트불법유통사이트내게시판, 게시글실시간감시
집중감시저작물 업로드식별시수집
토렌트 불법유통 사이트 구조 분석·등록>
사이트 게시판, 게시글전체구조분석
운영·관리서버등록
방송편성표및긴급대응저작물데이터수집·분석>
일간주간방송편성데이터정보수집·등록
개봉예정작영화편성데이터정보수집·등록
불법복제물 검색어 처리·변환·검색>
토렌트 불법유통 사이트 내 게시된 긴급대응저작물
식별시특수문자, 우회문자 등 삭제 및 검색

<
<
,
- ICOP-T
<
/
/
<
-

ICOP-W

⇨

심의정보시스템
솔루션
저작권 침해
대응 상시
모니터링
BI

⇧

트래커 서버 공유정보 감시 프로그램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토렌트 유포 정보 적발>
토렌트상클라이언트연결정보실시간감시
토렌트를통한긴급대응저작물불법유통식별시수집
<토렌트 트래커 서버 자동 검색 및 업데이트>
- 피어(Peer) 활성화순트래커서버자동검색및목록갱신
<트래커 서버 내 클라이언트 연결정보 수집·분석>
- 트래커 서버를 통한 클라이언트 연결정보상 긴급대응저
작물정보구분·수집·분석
<토렌트 유통 화면 등 채증자료 자동 수집>
- 향후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식별
프로그램 작동 시 전체구간 자동 캡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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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COP-W와 다르게 5단계 채증을 하고 있으며, 5단계
는 다음과 같다.
ICOP-T

단계
단계(게시판캡쳐)

1

내용
토렌트 사이트 게시판 캡쳐

↓

단계(게시글캡쳐)

2

↓

단계(다운로드시작캡쳐)

3

↓

토렌트사이트 개시글 캡쳐
토렌트 화면 내 ‘다운로드’ 버튼 클릭 및 서버 내
특정경로 저장

단계(다운로드완료캡쳐)

특정경로 내 해당 파일 실행(압축 파일일 경우 압축
해제) 및 실행

↓

파일 실행 전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저작물
인식기술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된 파일이 검색어에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4

단계(실행화면캡쳐)

5

실행화면 캡쳐

따라서 이러한 ICOP-T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ICOP-W와 마찬가
지로 5단계 수행 이후 채증 검증을 위해 많은 인력이 소요된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용역에서 구축한 실증모델을 5단계 전에 적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다운로드 완료 후 실행하고 캡쳐하는 5단계 이전에 검색키
워드에 해당하는 저작물인지 식별을 통하여 채증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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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종합상황실 연계방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종합상황실 시스템은 자체 대시보드 개발을
통하여 단속통계시스템의 S/W 단속·점검 및 기획수사 지원 현황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저작권 침해 이슈 관리와 저작권 보호환경 변화
에 대응하고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저작권 보호 영역을 확대(출
판, 게임, 만화 등)하였다.
대시보드>
화면 24개
이상
• 디자인 편집
가능

비디오 월
사양>
• 55인치 DID
15개

•

Controller

<

<

•

• IP Wall

업무절차+통계
제공 (스토리
전개방식)

•

Full-HD
(1,920×1,080)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심의정보시스템
추적관리시스템

←

(ICOP-W)

저작물정보

침해적발정보→

유통분석시스템
(ICOP-T)

단속통계시스템

S/W

점검등통계 →

(NIS)

인공지능
실증시스템
(ICOP-AI)

해상도 :

실용모델연구결과 →

통계 DB
↕
BI
솔루션

↕
분석
보고서
↕
업무절차

←

저작물메타 DB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

→

최초적발안내
→

침해예방 안내 →
수사지원 현황 →

저작권사
정보분석
전문인력
온라인서비스제공
자
저작권 경찰

클라우드 서버 호스팅
(WEB, WAS, DB

서버)

그림 85]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시스템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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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황실과 연계된 시스템간의 저작물 메타 DB 및 침해정보
등 수집제공을위하여 시스템 간 연계 IP 지정 및 접근 허용을 통해
별도정해진 DB테이블 또는 API를 통해 상호 간 요청하는 정보를 송
수신 한다.
표 12] 종합상황실과 연계시스템간 송수신되는 정보

[

구분
종합상황실
→
연계시스템

단속통계시스템 심의정보시스템 추적관리시스템
저작권 침해 수 저작물 메타 DB 저작물 메타 DB
사 지원 현황 (영화, 음악, 출판, (영화, 음악, 출판,
게임, 만화, 방송, 게임, 만화, 방송,
S/W)

메타 DB  장르별 권고 대
저작권 보호 통 장침해정보
계(S/W단속및점 (신고접수 건)
검)

S/W


연계시스템
→
종합상황실

유통분석시스템
저작물 메타 DB
(영화, 음악, 출판,
게임, 만화, S/W)

S/W)

긴급대응 저작물
침해정보
 장르별 탐지 현
황
 시스템 관제 상
황


-

방송 메타 DB
긴급대응 저작물
침해정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저작물 보호에 대한 건수를 대쉬보드내에
할당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IP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86] ICOP 시스템 연계 구성도(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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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계 운영을 위한 단계적 실행방안
그리고 종합상황실에 본 용역에서 연구한 실증
모델을 적용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실행방안이 선행되어
야 한다.
ICOP-W, ICOP-T

① ICOP-W, ICOP-T, 종합상황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물보호
시스템 실증모델 연구 담당자, 업체, 전문가 등 협의체 구성
② 협의체를 통한 연계를 위한 항목 도출
③ 도출된 항목을 연계시스템별 차년도 용역에 반영
④ 연계시스템 개발사간 원할한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

연계 운영을 위한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추진일정(월)
세부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협의체 구성
◦협의체를 통한 연계 항목 도출
◦차년도 용역에 반영
◦용역업체 선정 후 협의 체 운영
- 각 시스템별 연계를 위한 요구
-

사항 분석
시스템 설계 검토
구현 및 단위테스트 결과 검토
통합테스트 결과 검토
전환 및 오픈
검수 및 종료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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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인공지능기반의 영상저작물 보호기술 실증
모델 활용방안
제1절 실증모델 기술평가 방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저작물 보호를 위한 실증모델에 대한 평
가 방안은 1단계 방안은 본 용역의 RFP 내용을 기반으로 수행하며
8가지 항목에 동영상 속 동영상, 요약 영상 2가지를 포함하여 수행
한다.
[표 13] RFP 상에 평가항목
구분
1
2
3
4
5
6
7
8

항목
화질 변환
해상도
좌우 반전
회전
회전 + 좌우
반전
자막
선형 노이즈
이미지
속영상
(단순 유형)

내용
와 같은 압축 기법으로부터 높음/중간/낮음의 품질
변환
- 주로 사용되는 360p/480p/720p/1080p 등의 여러 해상도 변
환
- 각 프레임 좌우 반전
- 90도, 180도, 270도
- 90도, 180도, 270도 회전 + 좌우 반전 조합
- 여러 국가의 언어별 자막이 입혀진 동영상
- 직선/원/직사각형의 선형 노이즈가 추가된 동영상
- 움직이지 않는 단순한 유형의 배경 이미지 속 직사각형
형태의 동영상
- MPEG-4

단계 평가 방안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 항목을 대
상을 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향후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
상물보호시스템에 경우도 객관화된 검증을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
회의 성능평가를 통하여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11년부터 저작권법 제104조 및 동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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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6조 2항 4호, 전기통신사업법 22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
거하여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의 성능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 항목,
절차 및 방법, 인증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함으로써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
적 조치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특징기반필터링 기술은 이미지(Image), 오디
오(Audio), 비디오(Video)와 같은 콘텐츠나 서로 융합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오디오 콘텐츠의
경우 오디오 주파수)을 추출하여 추출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
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하는 기술”로서 본 용역에서 연구한 인
공지능을 활요한 영상저작물 인식 기술에 경우 특징기반 필터링 기
술을 대체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수준의 기술이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처리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87] 성능평가 처리절차

[

각 단계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시하는 신청내용에 따라 성능평가 신청을 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평가환경 검토(로그) 및 로그규격 준수 여부를 요
청하고 통과되면 비로소 접수가 된다. 위원회는 신청내용 확인하고
접수를 진행하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능평가가 수행된다. 이후
원본 콘텐츠에서 특징정보를 추출하고 추출이 완료된 후 신청자에게
특징정보를 전달하여 DB구축을 요청한다. DB구축이 완료되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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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의한 평가를 수행한다.
수행 이후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하고 이를 심의회를 통해 평
가결과가 공정하고 타당성있게 평가되었는지를 심의한다. 이후 심의
결과에 따라 통과, 미통과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다.

그림 88] 특징출저
(DNA)기반 필터링 기술 기술평가 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실제 성능평가에서 사용되는 평가 콘텐츠로는 원본 콘텐츠와 원
본 콘텐츠에 변형을 가한 변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

[

그림 89] 한국저작권위원회 특징기반 필터링 성능평가 데이터 셋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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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능평가를 위한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표와 같이 8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 한다.
[표 14] 성능평가 항목
평가 항목
강인성
일관성
시스템률 사용
특징정보량
고속 추출
추출․비교
및
검색
속도
부분 매칭
축약성

설명내용
비고
o 변형콘텐츠가 원본콘텐츠를 인식하는 정도
%
o 반복적으로 수행된 특징정보 추출 및 인식에
%
대한 일관성 정도
o 특징정보 추출 및 인식 결과 회신 등에 사용한
%
시스템 자원 사용률
o 원본콘텐츠에서 추출하는 특징정보의 크기
kb/s
o 원본콘텐츠의 특징정보를 추출 시간
s/m
o 변형콘텐츠가 원본콘텐츠를 인식하는데
소요되는 변형 콘텐츠의 특징정보 추출 및 s/건
원본콘텐츠 특징정보 DB 검색/비교 시간
o 혼합된 콘텐츠를 인식하는 정도
%
o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콘텐츠의 최소 크기
%/s

성능평가에 대한 확인서 발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5] 한국저작권위원회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확인서 발급기준

[

평가 항목

구분
인식률
강인성
오인식률
일관성
추출 및 검색‧비교속도

평가결과
오디오
비디오 북스캔만화
97%이상
95%이상
95%이상
1%미만
1%미만
1%미만
100%

초이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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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초이하

3

100%
3

초이하

제2절 실증모델 활용 및 상용화 방안
본 용역에서 연구된 실증모델을 활용 및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실
제 실증모델이 적용되어야 하는 분야와 실증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상용화에 맞춘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
I.

실증모델의 활용 분야

채증 도구
채증도구에 있어서는 ICOP-T와 ICOP-W에서는 3단계 채증과 5단
계 채증을 수행하며 2단계와 3단계 사이, 4단계와 5단계 사이에서
불법영상저작물을 실행하기 이전에 불법영상 검색어와 일치하는 영
상인지를 확인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
① ICOP-W, ICOP-T

모니터링 채증 검증 도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차상위계층 등을
재택모니터링 근로자로 고용하여 온라인 재택모니터링단을 운영하
고 있음
하지만 모니터링을 통한 채증내용에 대한 검수는 검수요원에 위
해 수행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애로사항
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모니터링결과에 대한 채증검증 도구를 통하여 실제 이뤄
진 채증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수하는 도구로활용 할 수 있음
②

스트리밍 사이트 모니터링
유튜브와 유큐와 같은 비디오 공유 사이트에서 비디오를 계속 모
니터링하면서 자동으로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스트리밍 인터페이스 및 검색 기능을 구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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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현재 개발한 시스템과 연동하면 자동으로 검색 및 모니터
링을 통해 저작권 이슈가 있다고 판단되는 동영상물을 검출하고 보
고할 수 있다.
영상저작물 검색도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의 선제적 대응
을 위해 검찰 및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저작권 침해
포렌식 수사 공조저작권 침해사범의 디지털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해
당 데이터가 디지털 증거 로서의 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
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 수집, 이송, 보관, 분석 및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본 실증연구를 이용할 경우 영상물자료 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검
색 등에 활용되어 분석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④

그림 90] 증거수집 프로세스

[

저작권법104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22조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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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적조치 등)에 의하여 웹하드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조
치를 적용해야 함
따라서 현재 적용되어 있는 신호처리 기반의 오디오, 비디오 특
징점 인식기술을 대체하여 웹하드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별표 3] <개정 2017. 7. 26.>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

1.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구분
등록 요건
가. 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
술적 조 체물의 표시방법,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치 실시 전송하거나 해당 광고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및 같은 법
계 획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지침 중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할 것
2)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제2항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할 것
-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저장·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저작권법」 제104조 및 법 제22조의3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
가)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나)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다) 「저작권법」 제112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만 해당한다)

3)

4)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5) 저장·전송된 저작물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
자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
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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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계획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의해 사업기반 이후에 실증모델을 방탕으
로 저작권보호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할 것이며, PC기반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제품을 개발 할 것임.
또한, 실증모델에 사용한 요소기술에 대해서는 각 기술을 API화
하여 타 분야에서도 활용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II.

[그림 91] 제품 개발 프로세스

신뢰성 (Reliability) 인증 확보 계획
◦ 실증모델에 대한 성능평가 및 TTA인증 획득
- 향후 실증모델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록 추진 (추출기술, 검색기술)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소프트웨어 등록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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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 론

먹방’, ‘겜방’에 이어 평범한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브
이로그가 10대와 20대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TV 뉴스와
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만을 고집하던 중장년층도 이제는 ‘본방사
수’를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모바일기기와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과 이용형태에 따라 온라
인에서의 영상 불법복제물 경험률은 5년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웹하드나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이러한 불법 복제물을 차
단하고자 여러가지 영상 필터링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교묘
하게 회피한 불법 영상물은 여전히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다.
마인즈랩은 2018년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
상저작물 보호 연구”과제를 위해 딥러닝 기반 동영상 이해(Video
Understanding) 기술을 기반으로 저작권 인식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증시스템 개발에 앞서 영상저작물 식별을 위한 응용기술에 대
한 조사와 각 기술에 대한 특·장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영상저작
물에 대한 국내외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인공지능기반의 영상식별기
술이 많이 활용되고 많은 기업에서 상용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실증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위하여 유통수명이 짧은 영상
(방송‧영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고 현재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
는 불법영상물에 대한 유형과 왜곡 및 회피 영상을 조사하고 테스트
를 위한 보호영상물을 구성하였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물에 경
우 fileis, filecast 등의 비디오 다운로드 사이트 또는 youku,
dailymotion, youtube와 같은 비디오 공유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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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이후 이들을 분석하였다.
실증시스템에서는 불법영상물에 대한 유형과 왜곡 및 회피 영상
에 대한 특징을 반영하여 동영상의 각 장면에서 대화, 얼굴, 물체,
글씨, 마크 등 여러 형태의 요소를 정확하게 검출하고 인식하기 위
해 컴퓨터 비전 기법과 함께 LSTM-RNN(long Short-Term Memory,
Recurrent Neural Network), FaceNet, inception net, Resnet,
YOLO(You Only Look Once), Tensorflow object detection API,

등 딥러닝의 여러가지 알고리즘 모델을 동시에 사용했으며 전
체 단계에 걸쳐있는 추출과 인식 등 개별 기능을 각각 모듈화하고,
MongoDB 및 Elasticsearch 등을 이용하여 검색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도 덧붙였다.
LSTM

이를 통해 음성, 자막, 영상 내 글씨, 얼굴, 특정 물체 등을 모두
추출하여 종합적으로 영상을 분석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임
의의 영상물의 아주 짧은 부분만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특징이 있는 5초 간의 영상물만 가
지고 서도 그 영상이 저작권 보호를 요청한 영상물의 어떤 부분인지
알아낼 수 있도록 한 것과 유튜브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영상물의
화소 및 색상 특성을 고려한 기존의 필터링 기술을 회피하기 위해
영상물과 상관없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과 저작권 영상물이 합쳐져
있는 video in image 또는 video in video 형태의 불법영상과 같은
검출에도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다른 특징은 각 기능을 모듈
화하여 운영의 규모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전문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여 실제 운영에서 비용
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용
되고 있는 ICOP 시스템과 종합상활실과의 연계 방안과 단계적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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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영상물의 저작권 보호
를 위해 비디오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직접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고
이 영상물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
며 유튜브와 같은 비디오 공유 사이트에서 비디오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자동으로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실
증모델에 대한 상용화를 위한 기술평가방안과 실증모델 활용 및 상
용화를 위한 제품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평
가가 필수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을 상용화된다고 해서 저작권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통되는 영상물이 원천적으로 사라지지
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기존의 방식으로 영상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었거나, 심지어 아예 보
호하지 못했거나, 보호하더라도 그 정확도와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
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 저작권 보호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여
는 데에는 톡톡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로는 현재
개발된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테스트와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 대한 활용도
를 높이기 위한 전략수립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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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차 자문위원회

협의 내용
ㅇ 수행계획서 내용 공유
□ 주요 코멘트
ㅇ 짧은 기간에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목표에 충실할 것
ㅇ CNN or SIFT 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음
□

2) 2

차 자문위원회

협의 내용
ㅇ 동영상 속 동영상 왜곡을 간단히 Detect할 수 있는 방법은?
ㅇ 제안한 방법 외 영상 식별에 적합한 기술은?
□ 주요 코멘트
ㅇ YOLO 중 complex YOLO가 영상 속 rectangle detection과
deskew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함
ㅇ Autoencoder 알고리즘으로 쉽게 찾을수도 있음
(다만 성능에는 의문이 남음)
ㅇ STT/OCR 등 개별 알고리즘이 아닌 영상 전체의 Holistic한
features을 뽑아서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함
□

3) 3

차 자문위원회

협의 내용
ㅇ 중간 보고 결과 공유 (시연 포함)
□ 주요 코멘트
ㅇ SceneText의 경우, EAST로 text 영역을 잡은 후, 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함
ㅇ SceneFace의 경우, Scalability를 고려한 DB 설계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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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차 자문위원회

□

협의 내용

ㅇ SceneMark, SceneFace
□

주요 코멘트

진행 공유

의 경우, FaceNet을 사용한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ㅇ SceneFace

기대됨

는 배경 제거 후, morphological filter를 사용하여
인식 성능이 좋아짐

ㅇ SceneText

5) 5

차 자문위원회

□

협의 내용

발표 내용 공유
ㅇ ROI 검출 알고리즘 및 실험 결과 공유
□ 주요 코멘트
ㅇ 결과를 보니 개발이 잘 진행되는 것 같음
ㅇ Computer Vision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적절한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보임
ㅇ ROI 검출은 간단히 잘 구현함
ㅇ ICOTEC 2018

6) 6

차 자문위원회

협의 내용
ㅇ 완료보고 발표 내용 공유
□ 주요 코멘트
ㅇ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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