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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예제 기반 동영상 검색은 동영상 자체가 검색의 대상이 되는 방법으로써
저급 수준 정보를 추출하여 비교 검색을 수행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기술
표준인 MPEG-7 에는 검색에 사용할 수 있는 저급 수준 정보와 비교방법이 기
술 되어 있으며, 표준을 준수함으로 호환 가능한 검색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MPEG-7 기반 동영상 검색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
한 MPEG-7 구조를 제안하고, 제안된 구조에 맞추어 MPEG-7 인스턴스를 생성
하는 저작도구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저작도구는 MPEG-7 에서 제시하는
visual/audio 기술자중에서 동영상 검색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자
인 Dominant Color, Color Structure, Homogeneous Texture 등 10 가지의 기
술자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오브젝트 단위의 검색이 가능
하도록 자동 / 반 자동 오브젝트 추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추출된 기술자
에 대한 저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기술자마다 서로 다른 시각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동영상에 대한 저작 결과는 검색에 이용
될 수 있도록 MPEG-7 표준에 맞는 XML 형식의 문서 파일로 생성한다.
Keyword : Authoring Tool, MPEG-7, Content Based Video Retrieval

1. 서론
컴퓨터 처리 능력의 향상과 인터넷과 같은 컴
퓨터 네트워크 성능의 빠른 성장은 컴퓨터 에서의
정보 표현 수단을 텍스트 위주에서 동영상 과 같
은 멀티미디어 위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멀티
미디어 데이터의 양적 팽창을 야기하였으며, 이들
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인 디지털 비디오 라이브러리 (Digital Video
Library : DVL)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 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저작도구의 목적인 예 제 기
반 동영상 검색은 대량의 동영상 데이터를 관리하
는 DVL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예제 기반 동영상 검색은 동영상
데이터 자체를 비교하여 검색을 하기 때문에 동영

상에서 어떠한 저급 수준 정보를 추출하여 사용할
것이며, 추출된 정보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에 관
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멀티미디
어 기술 표준인 MPEG-7 visual 과 audio [1,2]에
서는 검색에 사용할 수 있는 저급 수준 정보와 각
저급 수준 정보에 대한 비교 방법을 제안하고 있
다. MPEG-7 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에서 MPEG-7 표준에 근거한 저급
수준 정보를 추출하여 MPEG-7 문서를 생성하는 저
작도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을 분석
하여 XML 형태의 MPEG-7 문서를 생성하고, 추출된
저급 수준 정보를 저작자가 쉽게 분석할 수 있도
록 저급 수준 정보 시각화를 제공하는 저작도구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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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MPEG-7 은 총 7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방대한
양의 오디오/비디오 기술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저작도구를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MPEG-7 의 구성 요소와 객체 추출에 관하여 설명
한다.
2.1 MDS(Multimedia Description Schemes)
DS 는 기술자(Descriptor)들과 DS 들간의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MPEG-7 기술 기능을 확장 해주는 기
능을 갖고 있다[4]. 특히, MDS[3]는 멀티미디어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100 여
개가 넘는 정보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
에 있어서는 정의되어 있는 수많은 DS 들 가운데
서 필요한 DS 들로만 이루어진 스키마를 재구성해
야 한다. 본 저작도구에서 사용할 대표적인 DS 는
Segment Ds 이다.
Segment 는 MPEG-7 에서 정의하고 있는 멀티미
디어 컨텐츠의 기본단위이며, 세그먼트를 기술하
는 기본적인 Segment DS 와 Segment 의 특징 별로
기술할 수 있는 다양한 DS 가 존재한다. 이러한
DS 들 중에서 기술하고자 하는 Segment 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DS 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 객체 추출
연속된 여러 프레임에 걸쳐 공간적, 시간적인
평가 척도 아래 연관된 영역들의 집합을 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일반적인 객체 추출 방법
[5]을 보여준다. 투사 및 색 영역 분리(Projection and Segmentation) 모듈은 현재 프레임의 공간
적인 영역을 분리한다. 영역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전 프레임의 움직임 정보와 공간적인 색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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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객체 추출 방법
(Color Segmentation)방법을 이용한다. 하지만 공

간적인 영역 분리 방법만을 사용해서는 각 영역이
객체의 영역인지 배경의 영역인지를 구분하지 못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간적인 분리 (Temporal
Segmentation)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과의 사
이에서 Optical Flow 를 구하고, 이 정보를 바탕
으로 나누어진 영역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하나의 영역 안에 있는 모션 벡터들은 일정한 방
향으로 하여 노이즈를 없애주고, 마지막으로 움직
임이 일치하는 인접 영역들끼리 합쳐서 오브젝트
를 추출하게 된다. 하지만 카메라 움직임이나 화
면 자체의 노이즈, 또는 다중 객체 존재 시, 객체
추출의 정확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 반 자동
객체 추출에 관한 연구[6,7]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최초 객체 설정 과정에서 사
용자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객체 추출의 정확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도 최초 프레임의
객체를 사용자가 지정하게 하는 반 자동 객체 추
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예제기반 동영상 검색을 위한 MPEG-7 저
작도구 설계
본 장에서는 예제 기반 동영상 검색을 위한
MPEG-7 저작도구를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키
마 설계와 저급 수준 정보 추출, 그리고 각 저급
수준 정보의 시각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3.1 예제 기반 동영상 검색을 위한 MPEG-7 스키마
설계
예제 기반 동영상 검색을 위한 동영상 구조는
MDS[3]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저급 수준
정보는 MPEG-7 Visual/Audio[1,2]에서 제안된 기
술자중 동영상 검색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동영상 구조에 관
한 스키마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계하였다.
동영상의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동영상은 각
각의 독립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신
(Scen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신은 화면
전환에 따른 여러 개의 샷(Shot)으로 나눌 수 있
다. 또한 샷에서는 샷을 대표하는 키 프레임(Key
Frame)이 존재한다. 동영상을 MPEG-7 을 이용하여
기술할 때에는 이러한 동영상에 대한 구조적인 특
징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동영상은 오디오와
비디오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동
영상에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기술은 오디오와 비
디오 정보를 기술할 수 있는 AudioVisualSegment
DS 를 이용하도록 한다. 전체 동영상은 여러 개의
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 또한 오디오와 비디오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AudioVisualSegment DS 를 사용하며, 전체 동영상 세그먼트
와는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TemporalDecomposition 을 이용하여 시간 관계를 기술한다.
샷 또한 신 안에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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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AudioVisualSegment DS 와 TemporalDecomposition 를 이용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한편 샷은 동
영상 검색 단위로 사용되기 때문에 샷을 기술하는
데에는 오디오 정보와 비디오 정보를 세분화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오디오 정보는 AudioSegment DS
를 이용하며, 비디오 정보는 VideoSegment DS 를
이용하도록 한다. 샷을 대표하는 키 프레임은 한
장의 영상이나 비디오 프레임을 기술할 수 있는
StillRegion DS 를 이용하여 기술한다. 객체 단위
의 검색을 하기 위해서 객체를 위한 기술도 필요
하게 되는데,객체는 키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프레임 안의 영역으로 볼 수 있으
며, StillRegion DS 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키 프레임과 객체는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
로 SpatialDecomposition 을 이용하여 두 세그먼
트 간의 관계를 기술한다. 전술한 스키마를 그림
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3 Dominant Color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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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급 수준 정보의 시각화 방법
본 논문에서 사용한 MPEG-7 의 저급 수준 정보
는 다음과 같다.
Dominant Color 는 영상의 임의의 영역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색을 표현하는 기술자인
데, 화소(pixel)간의 색상을 비교하여 차이
값이 임계 값보다 작으면 화소 를 병합해 나
가며 전체 화면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색상을
찾는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최대 5 개의
대표 색상으로 표현하며 <그림 3>와 같이 막
대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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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Visual
Segment

Color Structure는 색상의 뭉쳐진 정도를 히
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기술자로, 8x8 크기의
윈도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색상의 빈의 값을
증가시켜가면서 영상 전체에 대해 256개의 빈
의 히스토그램을 구한다. 각 빈의 대표 색상
을 구할 수 있으며 <그림 4>와 같이 가로 축
을 256개의 빈으로 하고, 세로축을 히스토그
램 값으로 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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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eo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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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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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key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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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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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olor Structure 시각화

객체

그림 2 스키마 구조

GoF/GoP Color는 각 프레임에 대해 Scalable
Color를 구한 후, 결과로 나온 계수(Coefficient) 에 대해 평균을 구한다. Scalable
Color는 HSV 형태의 색상 값을 Haar 변환을
통해 인코딩 후 BitPlane형태로 저장한다.
Homogeneous Texture는 재질을 표현하는 30개
의 주파수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 에너지,
에너지의 편차를 수치로써 표현하는 기술자이
다.
Edge Histogram은 영상을 4x4 영역으로 나누
어, 각 영역에 가로, 세로, 45’, 135’, 무
정형의 에지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는 기술자이다. 각
영역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는 에지 성분
을 <그림 5>와 같이 표현하여 시각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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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dge Histogram 시각화
Region Shape는 각도와 반지름 성분이 각각
다른 35개의 영역을 기본 함수로 표현하여 이
함수들이 포함되는 정도로써 기술하려는 영역
의 화소의 분포를 기술한다. 35개의 기본 성
분의 히스토그램은 ART(Angular Radial Transform) 함수를 통하여 35개의 값으로 나타난
다. Region Shape와 Contour Shape는 객체의
모양을 표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택된 객
체의 외곽선을 표현해 줌으로써 시각화 할 수
있다.

그림 6 Shape 시각화
Motion Activity는 프레임 별로 Block
Matching을 구하여 움직임의 정도를 표현하는
기술자이다. 움직임 정보를 좀 더 세분화 하
여, 전체 움직임 정도와 방향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각 Block의 움직임 정도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중 시각화에
사용한 Motion Activity정보는 Intensity이며,
샷 간의 변화 정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림
7>와 같이 타임라인에 배열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7 Motion Activity 시각화 방법
Motion Trajectory 는 일정 시간 동안 동영상
내의 객체의 움직임을 2 차원 혹은 3 차원 좌
표로 기술하는 기술자이다. 본 논문에서는 2
차원 기술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객체의 중심
이동 좌표를 사용하여 시각화 하였다.

그림 8 Motion Trajectory 시각화
Region Locator는 영역의 공간적인 위치를 표
현할 수 있는 기술자이다. 이 기술자가 자료
형(Data Type)으로 가질 수 있는 Poly 기술자
는 임의의 도형을 좌표로써 기술할 수 있는데,
이 Poly 기술자를 이용하여 객체가 키 프레임
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정보를 화소의 좌
표로 기술할 수 있다.
WaveForm 기술자는 진폭(Amplitude) 값을
10ms인 단위로 나누고 1초에 해당되는 100개
의 단위에 대해 한 개의 평균(Mean)값을 구한
후, 총 시간만큼 평균값들을 나열한다. 오디
오 정보는 일정 시간 동안의 값을 이용하므로,
WaveForm 기술자는 샷에 대한 오디오 저급 수
준 내용 정보가 된다.
이러한 Visual 와 Audio 기술자들은 비디오의
저급 수준 정보로써 샷, 키 프레임과 객체에 대해
기술이 되어야 한다. XM 에 따르면, GoF/GoP 기술
자를 제외한 색상이나 재질의 기술자들은 한 영상
에 대해, 외형 기술자는 영상 중에서도 객체와 같
은 일부 영역에 마스크 처리된 부분에 대해 기술
및 추출하고 있다. 움직임의 Motion Activity 와
색상의 GoF/GoP Color 기술자는 동영상과 같은 연
속된 프레임에 대해서 기술 및 추출하며, Motion
Trajectory 기술자는 동영상에 포함된 객체의 움
직임 좌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기술하려고 하는 세그먼트에 맞추어 저급 수준
내용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GoF/GoP 와 Motion Activity, Motion Trajectory
기술자는 샷에 대한 정보이며, 나머지 색상과 재
질의 기술자들은 키 프레임에 대한 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외형 기술자들과 Region Locator
기술자는 한 프레임 안의 부분 영역으로 볼 수 있
는 객체에 대한 정보이며, 객체는 동영상 검색 시
에 질의 단위가 될 수 있으므로 외형 정보뿐 만
아니라 키 프레임에서 포함되어 있는 저급 수준
내용 정보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객체에
대한 저급 수준 내용 정보로써, GoF/GoP Color 를
제외한 색상, 재질 기술자들도 기술 및 추출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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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제기반 동영상 검색을 위한 MPEG-7 저작
도구 구현
4.1 사용자 인터페이스
저작도구의 전체 모습은 <그림 9>와 같다. 좌
측 상단에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재생 윈도
우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신 단위로 저급 수준

그림 9 MPEG-7 저작도구
정보를 추출하거나 시각화하기 편하도록 신으로
구성된 트리 뷰가 있다. 중앙에는 현재 선택된 신
에 속한 샷에 대한 저급 수준 정보가 행 단위로
보여주는 뷰가 있다. 하단에는 키 프레임과
Motion Activity 를 시간 축으로 배열한 타임라인
뷰가 있다. 저급 수준 정보 뷰는 트리 뷰에서 선
택된 신 또는 타임라인 뷰에서 선택된 샷이 포함
된 신의 샷들을 행 단위로 표현하는 뷰이다. 좌측
열부터 키 프레임, Dominant Color, Object
Dominant Color, Motion Trajectory, Color
Structure, Edge Histogram 을 시각화하여 표현하
고 있으며, 객체를 추출하지 않았을 경우 3, 4 번
째 열은 공란으로 표현된다. 또한 키 프레임을 선
택하여 객체 추출을 할 수 있다. 객체 추출도구는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며 <그림 10>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객체는 한번 이상 추출할
수 있으며, 최신의 추출 정보가 이전의 추출 정보
를 대체
체하게 된다. 타임 라인 뷰는 동영상 전체 샷을
시간 축 기반으로 키 프레임을 나열 한 것이다.
타임라인에서 샷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된 샷이 포
함되어 있는 신을 바탕으로 신 트리 뷰, 저급 수
준 정보 뷰와 동기화하여 각각의 뷰를 갱신하게
된다. 키 프레임 밑에서 5 단계로 표현되는 Motion Activity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며, 키 프레임
과 같이 동기화 하여 움직인다.
4.2 객체 추출 도구의 구현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객체 추출 방법은 관심
있는 영역을 객체로 지정하여 질의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반 자동 객체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방법은 <그림 11>과
같다. 입력 동영상의 첫 프레임에서 저작자가 영
역을 지정해 주면 정확한 객체 추출을 위해서 외
곽선 자동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본 논문에
서는 snake 알고리즘[8]을 사용하였다. 외곽선 자
동 수정 후, 설정된 외곽선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
을 판단하면서 첫 프레임에 대한 객체 추출 작업
을 완료하게 된다. 영역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
한 방법은 Mean Shift 알고리즘[9]을 사용한 공간
입력 동영상

사용자 초기
외곽선 지정

객체 추출
결과

자동수정 :
snake
객체 영역
판단

공간적
분리

객체 추출

시간적
분리

영역 판단
추적

그림 11 객체 추출 및 추적 구성도

그림 10 객체 추출 도구

적 분리 방법이다. 공간적 분리 후, 같은 색상을
갖는 화소들 간의 병합과정을 통해 영역 분리를
한다. 영역 분리 과정을 거치면 초기 외곽선 안에
포함 여부를 조사하여 객체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그 후에는 프레임 별로 공간적 분리와 시간적 분
리를 하면서 초기 객체에 대응되는 영역들을 추적
해 나간다. 전 프레임에서 개체로 판단된 영역들
과 현재 프레임에서 공간적 분리를 한 결과로 나
온 영역들, 그리고 두 프레임 사이의 밝기 차를
이용하여 영역을 비교한다. 전 프레임에서의 어떤
영역에 밝기 차가 있다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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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므로 현 프레임에서의 영역들 가운데에서
같은 영역으로 추정되는 영역을 찾는다. 영역 비
교 방법은 영역의 크기와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 비교하려는 두 영역의 크기의 차와 위
치의 차가 임계 값보다 작다면 같은 영역으로 판
단하여 현 프레임의 해당 영역은 객체에 포함되는
영역으로 간주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객체 추출 연구에서의
영역 추적 방법들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가 MPEG-7 을 바탕으
로 한 저급 수준 내용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및
비교를 수행 하기 때문이다. MPEG-7 을 바탕으로
하여 객체를 질의로 사용할 때 사용되는 저급 수
준 내용 정보는 거의 대부분이 샷 안에서 한 장의
키 프레임에 기술된 객체의 정보이다. 그러한 정
보에는 색상, 질감, 외형 정보가 해당된다. 움직
임에서 사용되는 정보는 객체의 움직임 좌표를 표
현하는 Motion Trajectory 만 해당되며, 이는 색
상, 질감, 외형 정보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므로
객체 추적의 정확도 보다는 시간상의 효율을 고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2>는 (a)의 가장
왼쪽 프레임에서 사용자가 헬리콥터를 지정해 준
후, 자동 수정을 거쳐 객체 추적을 한 결과를 (b)
에서 보여준다.

다. 하지만 이러한 MPEG-7 을 사용한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에 따른 동영상 분석 도구가 필요하
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예제 기반 동영상 검색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MPEG-7 스키마 구조를 제안하
였으며, 제안된 스키마에 맞추어 동영상을 분석/
저작하여 MPEG-7 문서를 생성하는 저작도구를 설
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저작도구는 MPEG-7 표준을 따름으로 해서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각
기술자들에 대한 시각화를 제공함으로써 저작자가
동영상의 저급 수준 정보를 분석하기 쉽도록 하였
다. 또한 객체 단위와 샷 단위의 기술자를 따로
기술함으로써 생성된 MPEG-7 문서를 샷 단위 검색
뿐만 아니라 객체 단위의 검색에도 이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본 저작도구의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정된 스키마가
아닌 가변적인 스키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확장 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작자
가 고급 수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저급
수준 검색과 고급 수준 검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개선점을 보완한다
면 보다 나은 동영상 검색을 위한 MPEG-7 저작도
구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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