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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영화, 드라마 등과 같은 콘텐츠에서 표현되는 감정은 등장인물의 대화와 표정뿐만이 아니라, 영상이 표현

하는 다양한 정보 중 하나인 촬영기법, 장면의 배경 등을 통해서도 표현된다. 특히 핸드헬드 샷은 불안정하

지만 현장감과 자유분방한 감정을 관객에게 전달하며 긴장감, 공포 등 배우들의 감정선을 따라가게 하는 효

과가 있다. 따라서 영상 콘텐츠에서 감정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핸드헬드 샷을 검출하는 것은 기초적인 

작업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핸드헬드 샷을 양방향 LSTM을 활용하여 구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된 방법으로 인식한 핸드헬드의 인식 정확도는 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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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영화, 드라마 등과 같은 콘텐츠에서 표현되는 감정은 대화 내용에 

나타나는 대사뿐만이 아니라, 영상 내의 다양한 정보인 촬영기법, 

장면의 배경, 음악 등을 통해서도 표현된다[1].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워크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딥러

닝 알고리즘 LSTM을 활용하여 카메라워크 중 하나인 핸드헬드를 

구별하고자 한다.

핸드헬드란 사전적으로 삼각대 없이 들고 찍는 것을 말한다. 카메라

를 트라이포드 등에 고정하지 않고 촬영한 핸드헬드 촬영은 상대적으

로 불안정하지만, 실제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은 현장감과 자유분방함

으로 보는 이에게 있어 긴장감 공포 등 배우들의 감정선을 따라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

Fig. 1. 핸드헬드 샷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 [2]

스테디캠은 핸드헬드 촬영에서 흔들림을 보완해주는 장비이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역동적인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

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3].

기존에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한 샷의 종류(클로즈업, 풀샷 등)를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으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되어

왔다[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촬영자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샷을 구별하고자 한다.

LSTM은 유닛들이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순차적으로 동적 특성을 

분석하는 RNN의 일종이며, 당시 제안되었던 RNN 모델이 과거 

정보를 현재작업에 연결하기 어려운 장기 의존성 문제로 인해 장기 

예측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메모리 셀을 통해 개선한 모델이다[4].

II. LSTM Based Handheld Shot Detection 

Method

1. Recognition Model based on LSTM

본 연구에서 사용된 LSTM모델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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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컨볼루션 LSTM 모델 순서도

입력으로는 클래스 별로 구별된 512x512 크기의 이미지를 시간순

으로 배열하여 사용하며, LSTM에서는 동영상데이터인 4차원 데이터

를 입력받기위해 ConvLSTM을 사용하였다. 활성화 함수는 음수에 

대해서 0으로 처리하는 ReLU함수를 사용했으며, 마지막 활성화 

함수는 Sigmoid로 이진 분류를 하였다.

2. Data Collection and Preprocessing

본 논문은 스테디 캠을 사용한 핸드헬드 영상과 사용하지 않은 

영상을 구별하지 않고 합쳐서 핸드헬드로 하며, 핸드헬드 이외의 

영상은 드론샷과 고정카메라 샷으로 구성된다.

Handheld shot과 이외의 shot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은 영화와 

Youtube 동영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한 데이터는 80개 이상의 프레임을 가진 동영상 각 100여개이

며, 각각 다른 폴더에 넣어 파일별로 구별했으며, Datalist.txt 파일을 

만들어 라벨링을 하여 관리했다.

동영상으로 구별된 데이터는 학습을 위해 프레임단위로 쪼개서 

새로 저장했다. LSTM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시간순으로 저장해야

하기에 섞이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겨서 저장한 뒤 사용했다.

3. Learning and Prediction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델은 파이썬 pytorch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양방향 LSTM 단일 l레이어로 구성하였다.

데이터셋은 훈련과 테스트 모델을 7:3 비율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해당 데이터의 결과는 sigmoid연산으로 이진 분류하였다.

반복 훈련 횟수는 500회로 지정하여 테스트 하였고,

언더피팅 되거나 오버피팅되지 않는 최적의 값은 약 60번 반복했을

때 나타났다.

  

Fig. 3. 학습곡선

해당 방법으로 핸드헬드 영상을 97% 정확도로 구별해 내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단일레이어 양방향 LSTM 모델을 활용하여 핸드헬

드를 구별하여 89%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향후 다양한 

딥러닝 기법의 적용을 하여 고정카메라 샷과, 드론 샷 등 더 다양한 

샷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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