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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s Video Mining based on 

Multi-modal Approach and Text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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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기술이 발 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록물의 양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뉴스 비디오는 시 상을 반 하는 풍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효과 으로 리하고 분석하기 한 뉴스 비디오 데이터베이스  뉴스 비디오 마이닝은 범 하게 연구

되어왔다. 그러나 재까지의 뉴스 비디오 련 연구들은 뉴스 기사에 한 라우징, 검색, 요약에 치 되

어 있으며, 뉴스 비디오에 내재되어 있는 풍부한 잠재  지식을 탐사하는 고수 의 의미 분석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뉴스 비디오 클립과 스크립트를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모달 방법론과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뉴스 비디오 마이닝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텍스트 마이닝의 군집분석

을 통해 뉴스 기사들을 자동 분류하고, 분류 결과에 해 기간별 군집 추이그래 , 군집성장도 분석  네

트워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뉴스 비디오의 기사별 주제와 련한 다각  분석을 수행한다. 제안된 시스

템의 타당성 검증을 하여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련 뉴스 비디오를 상으로 뉴스 비디오 분

석을 수행하 다. 

키워드 : 뉴스 비디오, 비디오 마이닝, 유사도 행렬, 계층  군집화, 네트워크 분석

Abstract With rapid growth of information and comput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numbers of digital documents including multimedia data have been recently exploded. In particular, 

news video database and news video mining have became the subject of extensive research, to develop 

effective and efficient tools for manipulation and analysis of news videos, because of their information 

richness. However, many research focus on browsing, retrieval and summarization of news videos. Up 

to date, it is a relatively early state to discover and to analyse the plentiful latent semantic knowledge 

from news video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news video mining system based on multi-modal 

approach and text mining, which uses the visual-textual information of news video clips and their 

scripts. The proposed system systematically constructs a taxonomy of news video stories in automatic 

manner with hierarchical clustering algorithm which is one of text mining methods. Then, it 

multilaterally analyzes the topics of news video stories by means of time-cluster trend graph, weighted 

cluster growth index, and network analysis. To clarify the validity of our approach, we analyzed the 

news videos on "The Second Summit of South and North Korea in 2007".

Key words : news video, video mining, similarity matrix, hierarchical clustering,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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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통신 기술이 발 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데이터

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기록물들이 증하고 있다. 따

라서 사용자가 방 한 양의 디지털 기록물들로부터 

합한 지식 정보를 검색, 분류, 분석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용량의 디지털 기록물들로부

터 의미 있는 지식을 추출하기 한 지식탐사 기법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뉴스 비디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시 상을 반 하는 풍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효과 으로 리하고 분석하기 

한 뉴스 비디오 데이터베이스  뉴스 비디오 마이닝 

기법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1,2].

문헌 조사에 따르면, 부분의 뉴스 비디오 련 연구

들은 뉴스 비디오의 라우징(browsing)과 검색을 한 

처리 과정에 해당하는 뉴스 비디오 싱  색인과 

같은 내부구조 분석(intra-structure analysis)에 집 되

어 있다[1-9]. 뉴스 비디오 싱은 뉴스 비디오를 효과

으로 색인화하기 한 방법론으로서, 크게 뉴스 비디

오 클립을 샷 단 로 분할하는 샷 경계 탐지(shot 

boundary detection)[1-3], 분할된 샷들 에서 앵커가 

포함된 샷을 찾기 한 앵커 샷 탐지(anchor shot 

detection)[4-6], 뉴스 비디오 클립을 기사 단 로 분할

하는 뉴스 기사 경계 탐지(news story boundary 

detection)[7-9]로 구성된다. 반면 뉴스 기사간의 계 

분석(inter-structure analysis)에 한 연구로는 뉴스 

비디오의 토픽 스 딩(topic-threading)[10]  오토 다

큐멘 (auto-documenting)[11] 등의 연구가 진행 이

다. 뉴스 비디오의 토픽 스 딩은 뉴스 비디오를 미리 

정의되어 있는 주제로 분류한 후, 사용자로 하여  심 

있는 주제에 해 뉴스 기사들을 라우징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10]. 오토 다큐멘 은 뉴

스 기사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각 주제에 하여 토픽 

트리(topic tree)를 생성함으로써 뉴스 기사에 한 요약 

 뉴스 기사의 개 상황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이

다[11]. 결국, 재까지의 뉴스 비디오 련 연구들은 뉴

스 기사에 한 라우징, 검색, 요약에 치 되어 있으

며, 뉴스 비디오에 내재되어 있는 풍부한 잠재  지식을 

탐사하는 고수 의 의미 분석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뉴스 비디오에서의 의미론  격차(semantic 

gap)에 한 해결 방법으로써, 동 상의 수  특징 정

보와 뉴스 비디오의 구조  성격상 함께 제공되는 오디

오 혹은 자막  스크립트(script)와 같은 텍스트 기반

의 고수  의미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모달 방법

론(multi-modal approach)[10-13]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 I. Ide 등은 뉴스 비디오의 자막  스크립트로

부터 단어들을 추출하여 미리 정의되어 있는 주제로 분

류한 후, 사용자가 원하는 주제에 한 뉴스 기사들을 

라우징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10]. J. Kim 

등은 자막 정보를 이용하여 뉴스 비디오에서 의미 있는

(semantically meaningful) 장면(highlight)을 추출하고, 

오디오 정보를 이용하여 자막과 뉴스 비디오의 시간정

렬을 수행함으로써 뉴스 비디오를 효율 으로 요약하고 

색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12]. J. Shen 등은 

비디오의 비주얼 정보와 오디오 정보를 서  스페이스

(subspace)로 매핑 하여 의미 있는 이벤트를 탐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 다[13].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들도 

멀티모달 방법론에 의한 의미론  격차의 개자

(bridge)로써의 역할과는 달리 뉴스 기사에 한 라우

징, 검색, 요약등과 같은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문서 정보에 한 검색  분석을 지원하는 텍

스트 마이닝 분야에 한 연구는 이미 상당한 수 에 

올라와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기록매체를 효율 으로 

분류  분석하기 하여 산학과 문헌정보학의 학제 

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 구조 분석에 

텍스트 마이닝의 군집화 기법을 용하려는 시도가 진

행되고 있다[14-17]. 디지털 기록물들에 내재되어 있는 

서지 정보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지식을 도출해내는 계

량정보 분석 방법에서는 련 문서를 체계 으로 분류 

 분석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탐색하거나, 텍스트 마

이닝의 한 기법인 련용어간의 유사도 정도에 따라 문

서를 군집화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로 구성된 비구조 인 텍스트 안에서 

패턴 는 계를 추출하여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서, 주로 텍스트의 자동 분류작업이나 텍스트로부터 새

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작업에 활용된다[18]. 

본 논문에서는 뉴스 비디오의 고수  분석을 하여 

뉴스 비디오 클립(news video clip)과 스크립트를 동시

에 이용하는 멀티모달 방법론을 취하고자 한다. 단, 

술한 기존의 방법론과는 달리 이미 기술 으로 성숙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스크립트에 용함으로써, 뉴스 

비디오 분석의 기술  한계를 간 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즉, 뉴스 비디오 마이닝의 처리과정으로서, 뉴스 

기사별 표 상(key-frame) 추출과 해당 스크립트의 

형태소 분석 작업을 통하여 상 정보와 텍스트 정보를 

모두 이용한 뉴스 기사 간 유사도 행렬을 생성한다. 생

성된 유사도 행렬을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의 계층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뉴스 기사들을 자동 분류하고, 군

집분석 결과에 한 기간별 군집 추이그래 와 군집성

장도 분석을 수행하여 뉴스 기사를 다각 으로 분석한

다. 한 군집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군집간의 상



멀티모달 방법론과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뉴스 비디오 마이닝  129

그림 1 뉴스 비디오 마이닝 시스템의 구조도

계 분석을 수행한다. 결국, 뉴스 비디오를 기사 주제별

로 분류하고, 뉴스 기사들 간의 연 성  해당 뉴스 기

사의 개 상황, 추이 분석 등을 수행한다. 제안하는 방

법론의 타당성 검증을 해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

담” 련 뉴스 기사들을 상으로 뉴스 비디오 분석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멀티모달 방

법론과 텍스트 마이닝을 뉴스 비디오에 용함으로써, 

기존의 뉴스 비디오 분석 기술력의 한계 을 극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뉴스 비디오 마이닝 시스템의 개 인 구

조에 해 기술하고, 뉴스 비디오 마이닝을 한 처리 

과정과 계층  군집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뉴스 

비디오 분석 단계에 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사례 연

구를 통한 뉴스 비디오 분석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방향을 논한다.

2. 뉴스 비디오 마이닝 시스템

본 논문의 뉴스 비디오 마이닝 시스템은 뉴스 비디오 

클립과 스크립트를 모두 이용하여 련 뉴스 기사들에 

한 다각 이고 심층 인 분석을 수행한다. 제안하는 

뉴스 비디오 마이닝 시스템은 크게 처리 과정과 데이

터 분석 과정으로 구성된다. 처리 과정은 뉴스 비디오

를 기사 단 로 나 는 뉴스 비디오 기사 분할 과정과 

분할된 뉴스 기사 각각에 하여 표 상  스크립

트를 추출하고 코클러스터링(co-clustering)을 이용하여 

뉴스 기사들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심층 인 분석이 요구되는 주제가 선택되면, 코클러스터

링을 통해 해당 주제로 분류된 기사들에 해 계층  

군집 분석을 수행하고, 군집 분석 결과에 한 다각  

분석을 수행한다. 계층  군집 분석 수행 시, 처리 과

정에서 추출된 상 정보와 텍스트 정보를 모두 이용함

으로써 보다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뉴스 비디오 마이닝의 체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의 아래 부분에 사

각형으로 표시된 데이터분석 모듈을 으로 설명하

고자 한다.

2.1 처리 과정

뉴스 비디오 마이닝 시스템의 처리 과정은 본 연구

의 선행 연구 결과물[1,2]로써, 본 논문에서는 처리 과

정을 개 으로 요약하여 서술한다.

2.1.1 뉴스 비디오 기사 분할 과정

뉴스 비디오를 효과 으로 분류하고 분석하기 한 

가장 요한 과정은 뉴스 비디오를 기사 단 로 나 는 

뉴스 비디오 기사 분할이다. 뉴스 비디오 기사 분할은 

일반 으로 샷 경계 탐지, 앵커 샷 탐지, 그리고 뉴스 

기사 경계 탐지의 세 단계로 구성 된다[1-9]. 뉴스 비디

오 기사 분할의 첫 단계는 뉴스 비디오의 샷과 샷 사이

의 장면 변환의 경계를 탐지하여 비디오를 샷들로 분할

하는 샷 경계 탐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뉴스 비디오 분

할에 합하도록 최 화된 샷 경계 탐지 알고리즘을 이

용하고자 한다[2]. 본 논문에서 사용된 샷 경계 탐지 알

고리즘은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기반

으로 증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 ART(adaptive r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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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ce theory)에 커  치(kernel substitution) 혹은 

커  트릭(kernel trick)이라 불리는 기법을 용한 알고

리즘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2]. 1) 격한 장

면 변환과 진  장면 변환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탐

지하여 한 번의 데이터 탐색으로 샷 분할을 수행한다; 

2) 뉴스 비디오 샷 경계 탐지의 재 율을 높임으로써 

앵커 샷 탐지 단계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의 오류

를 최소화한다; 3) 분할된 샷들을 정  샷과 동  샷으

로 분류함으로써 앵커 샷 탐지 단계의 탐색 공간을 축

소한다; 4) SVD를 통해 뉴스 비디오를 구성하는 연속

인 임에서 잡음과 아주 작은 변화를 제거하여 분

류 성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커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서로 가까이 매핑되어 있는 샷들을 보다 효과 으로 탐

지한다.

뉴스 비디오 기사 분할의 두 번째 단계는 분할된 샷

들  앵커가 존재하는 샷을 찾는 앵커 샷 탐지 단계이

다. 본 논문에서는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MASD 

(multi-phase anchor shot detection)[6]을 이용하고자 

한다. MASD는 4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얼

굴 역의 후보군을 찾기 한 피부색 탐지기; 2) 얼굴

을 포함하는 상을 찾기 한 얼굴 탐지기; 3) 검색된 

표 상의 벡터 표 을 한 NMF(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4) 최종 으로 앵커 샷을 탐지하

기 한 단일 클래스 SVM 모듈들. MASD는 피부색 

탐지  얼굴 탐지기를 통해 앵커 샷 탐지를 한 탐색

공간을 폭 축소하여 고속의 탐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

라 SVM을 통해 높은 탐지율을 보인다.

뉴스 비디오 기사 분할의 마지막 단계인 뉴스 기사 

경계 탐지를 해서 본 논문에서는 비교  간단한 휴리

스틱(heuristic)을 이용하고자 한다[9]. 형 으로 뉴스 

기사는 앵커 샷으로 시작을 하고 인터뷰와 기자의 취재 

내용을 포함하는 뉴스 기사의 본 내용이 방 된다. 따라

서 앵커 샷과 다음 앵커 샷 까지가 하나의 뉴스 기사

를 이룬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뉴스 비디오의 

구조  특징을 이용하여 앵커 샷들을 기 으로 뉴스 기

사 경계를 탐지한다.

2.1.2 코클러스터링을 이용한 뉴스 주제별 분류과정

제안하는 뉴스 비디오 마이닝 시스템의 처리를 

한 두 번째 단계는 분할된 뉴스 기사를 주제별로 분류

하는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뉴스 비디오의 상정보

와 텍스트 정보를 상으로 코클러스터링을 수행함으로

써 분할된 뉴스 기사를 주제별로 분류하고자 한다[11]. 

뉴스 기사별 스크립트로부터 형태소 분석을 통하여 단

어들을 추출하고, 동 상 클립으로부터 표 상을 추

출한다. 뉴스 기사별로 추출된 단어와 표 상을 이용

하여 이분 그래 (bipartite graph) 모델을 생성한다.

뉴스 기사들의 집합을  , 단어들의 집합을 

 , 표 상의 집합을  

라고 정의하면, 이분 그래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여기서 ∪ 이며 다음의 두 조건 ∩ ∅, 

∩ ∅을 만족한다. 는 뉴스 기사  와 텍스트  

상 정보   사이의 방향성 없는 연결을 의미한다.

식 (1)의 이분 그래  모델은 텍스트-뉴스 기사 행렬 

   상-뉴스 기사행렬 의 결합 행렬 로 표  

표 할 수 있다.

                   



 





 (2)

여기서 은     ×을 이용하여 계산하

며, 는    ×log  을 이용하여 계산

한다. 는 뉴스 기사 에서 발생된 단어 의 빈도이

며, 는 단어 의 역문서 빈도(inverse document 

frequency)이다.  는 뉴스 기사 에서 발생된 표 

상 의 빈도이며,  은 체 뉴스 기사의 개수이다. 

 는 표 상 의 빈도를 의미한다.

뉴스 기사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기 해서는 식 (2)의 

이분 그래 를 그래  분할 알고리즘에 의해 여러 개의 

부분 그래 (sub-graph)로 분할한다. 본 논문에서는 

[11]에서 제안된 코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뉴

스 기사들을 주제별로 분류하 다.

2.2 데이터 분석 과정

2.2.1 유사도 행렬

뉴스 비디오의 기사들을 상으로 계층  군집 분석

을 수행하기 해서는 뉴스 기사 간 유사도 행렬을 정

의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뉴스 비디오의 계층  군

집 분석을 하여 뉴스 기사별 비디오 클립과 스크립트

를 동시에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X. Wu 등[11]이 소

개한 뉴스 비디오의 상 정보와 텍스트 정보를 모두 

이용한 유사도 함수를 이용하여 유사도 행렬을 정의한

다. 계층  군집 분석의 입력으로 사용될 뉴스 기사 간 

유사도 행렬을 생성하기 하여, 형태소 분석을 통하여 

실험 데이터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스크립트로부터 단

어를 추출하고, 동 상 클립으로부터 표 상을 추출

한다. 추출된 단어와 표 상을 상으로 식 (3)과 식 

(4)의 tf-idf 함수를 이용하여 단어별 가 치  표 

상의 가 치를 계산한다.

  




 



lo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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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뉴스 기사 에 속해 있는 단어 

의 가 치를 의미하며,  는 뉴스 기사 에 속해 

있는 표 상 의 가 치를 의미한다. 는 뉴스 

기사 에 속해 있는 단어 의 빈도수이며, 는 뉴

스 기사 에 속해있는 표 상 의 빈도수 이다. 

는 뉴스 기사들에서 나타는 단어수의 평균을 의미하

며, 는 뉴스 기사들에 나타나는 표 상수의 평균

이다. 는 단어 을 포함하고 있는 뉴스 기사의 수

이며, 는 표 상 을 포함하고 있는 뉴스 기사의 

수를 의미한다.  은 뉴스 기사 에 속해 있는 단

어수이며,  은 뉴스 기사 에 속해 있는 표 

상의 수이다. 는 체 뉴스 기사의 수를 의미하며, 

는 복되지 않는 표 상의 가 치 값을 의미한다.

뉴스 기사별 단어 가 치  표 상 가 치를 입

력으로 식 (5)의 코사인 유사도 함수를 이용하여 뉴스 

기사 간 유사도 행렬을 생성한다. 

 









 

 




 







 





  



  
 



 

(5)

여기서 은 체 단어의 개수이며, 은 체 표 

상의 개수를 의미한다. 

2.2.2 계층  군집화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계층  군집화를 통한 뉴스 기사들의 

분류  분석을 하여 평균 연결법(average linkage)

을 이용한 계층  군집화 방법을 사용한다. 계층  군집

화란 처음 각 상이 독립군집으로 출발하여, 유사도가 

가장 큰 상끼리 군집을 생성하고, 생성된 군집간의 비

교를 통하여 상  개념의 새로운 군집을 생성하는 작업

을 반복하여 최종 으로 하나의 군집으로 묶는 방법이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계층  군집화 방법은 평균 연

결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평균 연결법이란 군집간의 거

리를 계산할 때, 한 군집의 모든 구성원들과 다른 군집

의 모든 구성원들 간의 거리의 평균을 기 으로 하는 

방법이다[18]. 제일 근 한   개체를 한 군집으로 묶

은 뒤  군집과 군집과의 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

여기서 는 군집 의 번째 개체와 군집 의 

번째 개체간의 유사도를 의미한다. 와  는 각

각 군집 의 개체 수  군집 의 개체수를 의

미한다.

형성된 군집과 다른 군집의 거리를 계산할 때 최장거

리를 기 으로 하는 완 연결법은 군집내의 아웃라이어

(outlier)가 최장거리 계산에 사용될 경우, 군집화의 결

과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군집에 포함된 모든 구성원들의 값을 사용하는 평균연

결법[18]을 사용하 다.

2.2.3 시기별 군집 성장도

본 논문에서는 각 군집 소속 뉴스 기사의 방송 시기

별 분포를 확인하기 하여 J. Lee 등[14]이 제안한 시

기별 분석을 수행하 다. 체 기간을 1기와 2기로 나

고, 식 (7)의 군집 성장 지수(CGI: cluster growth index)

를 계산한다. 군집 성장 지수는 1기와 비교하여 2기에 

뉴스 기사가 증가하여 군집이 성장한 정도를 상  비

율로 비교하기 한 지표이다.

 기 뉴스 기사 수기 뉴스 기사 수
기 뉴스 기사 수기 뉴스 기사 수

 (7)

군집 성장 지수는 상  군집 성장도를 나타내는 지

표로서,  뉴스 기사의 증가 정도를 반 하기 어렵

다. 따라서 군집 성장 지수에 각 군집의 성장 규모를 반

하는 지수로 다음과 같은 가  군집 성장 지수

(WCGI: Weighted CGI)를 산출할 수 있다.

  기 뉴스 기사 수기 뉴스 기사 수×
(8)

군집 성장 지수가 상  비율을 이용한 지표인데 반

해, 가  군집 성장 지수는 인 뉴스 기사의 증가

를 반 하는 지표가 된다. 즉, 가  군집 성장 지수는 

증가한 뉴스 기사 수에 비례하여 값이 커진다. 따라서 

가 군집 성장 지수가 보다 분별력 있는 지표이며, 본 

논문에서는 가  군집 성장 지수를 사용하여 군집의 시

기별 분석을 수행한다.

2.2.4 패스 인더 네트워크

본 논문에서는 군집간의 상 계  연 성을 확인

하기 하여 패스 인더 네트워크 스 일링(pathfinder 

network scaling)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수행한다. 패스 인더 네트워크는 가 치가 

있는 모든 링크가 생성된 상태에서 삼각 부등식

(triangle inequality)을 반하는 경로를 제거함으로써 

생성되는 네트워크이다. 이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패스

인더 네트워크 알고리즘이라 하며, 때로는 다변량 분

석 기법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패스 인더 네트워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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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링이라 부르기도 한다[19,20].

삼각 부등식 반 여부를 결정하기 해서는 두 가지 

라미터인 와  이 필요하다. 라미터 는 노드사이

의 경로거리를 산출하는데 고려하는 최  링크의 수를 

뜻한다. 개의 노드를 고려할 경우, 라미터 는 2에

서 -1까지로 설정된다. 라미터 은 민스코 스키 거

리 공식의 제곱수로서, 두 노드 와 사이의 특정 경

로를 구성하는 여러 링크들이 가지고 있는 가 치를 거

리 에 반 한 것이다.

  ≤
 

 

  
 ∀  (9)

식 (9)에서 이 1이면 각 링크 가 치의 합이 그 로 

경로의 거리가 되고, 이 무한 이면 경로를 구성하는 

링크의 가 치  최 값이 경로의 거리가 된다. 이 

커질수록 경로의 길이가 짧아지므로 남는 링크의 수는 

어든다.

3. 사례 연구: 뉴스 비디오의 계층  군집화 

분석  의미 해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계층  군집화를 이용한 뉴스 

비디오 마이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2007년 8월

부터 2007년 10월 사이의 KBS와 MBC 뉴스 비디오 

,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주제로 갖는 뉴스 

기사들에 해 마이닝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상이 

되는 뉴스 비디오는 2007년 8월 6일부터 남북 정상 회

담 직후인 2007년 10월 6일까지의 뉴스  “남북 정상

회담” 련 기사들이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집합은 

KBS 85개 MBC 95개 총 180개의 뉴스 기사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해당 뉴스 기사의 비디오 클립과 스크립트

를 모두 사용하 다. 데이터 집합에 한 설명을 표 1에 

정리하 다.

계층  군집화를 통한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에 한 뉴스 기사들의 분류  분석을 하여 평균 연

결법을 이용한 계층  군집화 방법을 사용하 다. 실험 

데이터 집합에 한 계층  군집화 결과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계층  군집화를 통하여 생성된 덴드로그램

(dendrogram) 분석 시, 각 군집의 이름은 해당 군집에 

소속되어 있는 뉴스기사들의 제목을 고려하여 본 논문의

표 1 실험 데이터 집합

설 명

실험 데이터 주제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방송 일자
2007년 8월 8일, 9일, 10일

2007년 10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데이터 개수
KBS MBC 합계

85 95 180

그림 2 평균연결 기반 군집분석을 통한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련 기사들의 계층  분류

자들이 결정하 다.

계층  군집화 결과, 그림 2와 같이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련 뉴스 기사들에 한 계층  분류

(taxonomy)를 구축할 수 있었다. 뉴스 기사들은 크게 

‘회담 일정  회담 내용’, ‘남북경 ’, ‘평화체제’, ‘회담

결과’의 4개의 군집으로 나뉘며, ‘회담 일정  회담 내

용’은 다시 ‘  의 ’, ‘방문 일정’, ‘회담 일정’, ‘회담 

내용’으로 세분화되었다. 최하  계층인 제3계층은 총 

19개의 세부 군집으로 구성되었다.

3.1 기간별 군집 성향 분석

본 에서는 기간별 군집 성향 분석을 통하여, “2007

년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에 한 TV 뉴스 기사의 변

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된 뉴스의 개 인 동향 

악을 하여, 기간을 남북 정상회담 이 , 남북 정상회

담 기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나 었으며 군집화 결과

의 제 1계층에서의 기간별 군집 성향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3에 의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에는 

회담 결과에 한 기 감이 매우 높았으나(C1), 회담이 

진행되면서 실질 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 들이 

도출됨으로 인해서  기 감이 사라지고 있으며, 남

북 간의 당면한 문제인 평화 체제 구축(C2)에 련된 

기사가 남북 정상회담의 시작을 기 으로 늘어나고 있

음을 보여 다.

그림 3 제 1계층의 기간별 군집 추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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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3계층의 기간별 군집 추이 그래

남북 정상회담에 한 보다 세 한 뉴스 기사의 동향

을 악하기 하여, 군집 결과의 제3계층에서의 기간별 

군집 추이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4에 의하면 방북 

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2007년도 통령 선거에 미칠 

향에 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들(C4)이 많이 방

되었으나, 남북 정상회담 시작을 기 으로 뉴스 방

이 격히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한, 한반도 주변 

국가의 정세 변환(C2)과 정상 회담의 결과에 한 기

(C3)에 한 뉴스 기사는 남북 정상회담이 끝남과 동시

에 더 이상 방 되지 않고 있다. 반면, 종  선언(C5), 

북핵 문제(C6)  서해 NLL문제(C11) 련 기사는 남

북 정상회담이 시작되면서 보다 많은 뉴스 기사들이 발

생하고 있음을 보여 다. 특히 서해 NLL문제와 련된 

기사들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폭발 으로 증가하 음을 

보여 다. 이는 남북 간의 첨 한 문제로서, 방북 에

는 남북 정상회담에 부정  향을  수 있는 기사들

이 많이 방 되지 않은 반면, 방북 후에는 남북 간 력

을 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한 뉴스들이 더 많

이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 다.

남북 정상회담 련 뉴스 기사를 보다 세 한 분석을 

하여, 군집 결과를 제3계층에서 일자별 군집 추이 분

석을 수행하 다. 그림 5에 의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한

반도 주변 국가  정세에 끼칠 향에 한 기사(C2)

는 그 방송 분포는 상 으로 많지 않으나 여러 날에 

걸쳐 방송되었음을 보여 다. 이는 한반도 주변국가가 

남북 정상회담에 미치는 향력이 상당히 큼을 보여

다. 한 남북 경제 력과 련 있는 기사(C7, C8) 역

시 여러 날에 걸쳐 비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다. 이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여러 의제  남북 

경제 력이 가장 요하고 심된 주제임을 반 한다. 

반면 종  선언(C5)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합의

를 실행하기 한 조건으로 논의되어 10월 4일 이후부

터 비  있게 방 되었다.

그림 5 제3계층의 일자별 군집 추이 그래

3.2 가  군집 성장 지수 분석

본 에서는 가  군집 성장 지수를 통하여 각 군집

의 성장 정도를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방북 이 을 

제 1기로, 방북 이후를 제2기로 하여 가  군집 성장 지

수를 계산하 다. 

남북 정상회담 련 기사의 계층 군집화 결과(그림 2)

를 기 으로 하여 가  군집 성장 지수 분석을 수행하

으며, 제3계층에서의 가  군집 성장 지수 그래 는 

그림 6에 제시하 다. 분석결과,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

됨에 따라 ‘남북 경  기 감’에 한 뉴스 기사가 격

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 기간 

동안 남북 력 체제를 이루기 한 실무 인 문제 들

이 들어나고 실질 인 성과가 많이 도출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서해 NLL’, ‘북핵문제’  ‘종 선언’과 

같이 남북이 실질 으로 당면한 문제를 부각시키는 뉴

스 기사들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제3계층에서의 가  군집 성장 지수 그래

3.3 패스 인더 네트워크 분석

남북 정상회담 련 뉴스 기사의 군집 분석 후 각 군

집들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패스 인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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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련 뉴스 기사의 패스 인더 네트워크 분석 결과

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7에 제시

하 다. 각 노드의 숫자는 그림 2의 제3계층에서의 군집 

번호이며, 각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의 굵기는 각 노드간

의 련 정도를 나타낸다. 본 분석을 통하여, 각 군집간

의 상 계를 확인할 수 있다. 먼  ‘남북정상회담일정’

은 ‘ 선물’, ‘ 의 행사’, ‘ 인사 VIP’, ‘육로통한 

평양방문’ 그리고 ‘회담일정  배경’과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상회담 성사과정’으로 계를 확장하

고 있다. ‘정상회담 성사과정’은 ‘남북경  기 감’과 비

교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남북경제 력’으로 

계를 확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회담결과기 ’는 ‘주

변정세 변화’와 한 계를 보이며, ‘ 선 향력’  

‘회담의제’와도 비교  한 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서해 NLL’, ‘북핵문제’, ‘종 선언’ 등

은 그 자체로 요한 이슈이며 다른 군집과는 별도로 

진행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뉴스 비디오 클립과 스크립트를 동시

에 이용하는 멀티모달 방법론  스크립트에 한 텍스

트 마이닝을 용하여 뉴스 비디오의 고수  의미 분석

을 수행하 다. 즉, 텍스트 마이닝  지 구조 분석에

서 리 사용되고 있는 계층  군집화 기법을 뉴스 비

디오 분석에 용하여 뉴스 기사들을 자동 분류하 으

며, 군집 분석 결과를 토 로 기간별 군집 추이 그래 , 

군집 성장도 분석기법과 패스 인더 네트워크 분석기법

을 통하여 뉴스 기사들의 다각  분석을 수행하 다.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타당성을 보이기 

하여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련 뉴스 기사들

을 상으로 뉴스 비디오 분석을 수행하 다.

뉴스 비디오 분석 결과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련 뉴스 기사들에 한 계층  분류를 구축할 수 있었

다. 뉴스 기사들은 크게 ‘회담 일정  회담 내용’, ‘남북

경 ’, ‘평화체제’, ‘회담결과’로 구분될 수 있었으며, 최하

 계층인 제3계층은 총 19개의 세부 군집으로 구성된 

계층  구조를 악할 수 있었다. 한, 계층별 기간-군

집 추이 그래 , 가  군집 성장 지수 분석  패스 인

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기간별 남북 정상 회담 련 

기사의 동향과 각 군집의 성장패턴을 분석하 을 뿐만 

아니라 각 군집들 간의 상호 연 계를 분석하 다. 그 

결과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련 뉴스 기사들의 

분류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뉴스 기사 내용의 변화 등과 

같은 잠재  지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과제로서는,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  텍스

트 마이닝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뉴스 

비디오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마이닝으로 확장하는 방

법에 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한 멀티미디어 자

체의 특성을 최 한 고려한 특화된 멀티미디어 마이닝 

알고리즘의 개발에 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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