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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웹 동영상 페이지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웹 동영상의 관리 및 검색을 위한
주석용 키워드를 자동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웹 동영상 페이지의 구조를 포함된 동영상
의 개수와 주변 텍스트 구성의 복잡도를 기준으로 4가지 타입으로 구분하고, 타입 별로 키워드를 추출하
는 방법을 달리한다. 1,087개의 웹 동영상 페이지(2,462개의 동영상)를 바탕으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웹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위한 키워드 추출 방법보다 재현율 면에서 18%
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따라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웹 동영상 검색 시스템을 위한 키워
드 추출에 널리 적용 될 수 있다.
키워드 : 정보검색, 웹 동영상 검색, 멀티미디어 정보검색, 동영상 키워드 추출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effective keyword extraction method for the Web videos. The
proposed method classifies the Web video pages in one of 4 types. As such, we analyzed the structure
of the Web pages based on the number of videos and the layout of the Web pages. And then we applied
the keyword extraction algorithm fit to each page type. The experiment with 1,087 Web pages that have
total 2,462 videos showed that the recall of the proposed extraction method is 18% higher than
ImagerRover[2]. So, the proposed method could be used to build a powerful video search system for WWW.
Key words : Information Retrieval, Web video retrieval, Multimedia Information Retrieval, Keyword
extraction for video

이타의 관리 및 검색을 중요하게 만들었으며, 그 중에서

1. 서 론
멀티미디어 데이타 처리기술의 발달은 멀티미디어 데

도 WWW에 산재된 데이타들의 증가로 인해서 웹 기반
의 데이타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웹 기반의 멀티미디
어 데이타 중에서 웹 이미지 관리 및 검색 시스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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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로부터 동영상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는 새로운

동영상 데이타를 대상으로 수동 주석 방법을 적용 시키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결과를 분석한다. 웹 동

는 것은 불가능하다. M. Bertini[6]의 방법은 학습 과정

영상 페이지와 웹 이미지 페이지는 서로 다른 특성을

에서 동영상의 시각정보를 가지고 클러스터링 한 결과

가졌는데, 웹 이미지의 경우 이미지가 주변 텍스트를 설

그룹을 가지고 온톨로지를 구성하고, 후에 입력 동영상

명하기 위한 보조 수단인데 반해서 웹 동영상은 주변

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 사용한다. 주석이 자동으로 이루

텍스트가 동영상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 되는 차

어지기는 하지만, 축구 동영상이라는 특정 타깃에 대하

이점이 있다. 또한 웹 동영상의 경우, 거의 모든 웹 페

여 적용을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동영상 주석 방법

이지에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 웹 이미지와는 다르게

에 관한 연구들은 수동 주석 방법을 기반으로 하거나

웹 동영상 페이지들은 특성 별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

도메인 한정적인 동영상에 대하여 자동 주석 방법의 연

한 특성을 바탕으로 제안한 방법에서는 웹 동영상 페이

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웹 동영상은 무한하고, 다

지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먼저 웹 동영상 페이

양한 장르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동영상

지를 구성 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웹 페이지가 포함

의 주석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동영상 수, 동영상으로부터 분포된 텍스트 형식)에

2.2 웹 기반 이미지에 대한 키워드 추출 방법

따라 4가지 타입으로 분류한다. 타입 별로 동영상 주변

웹 이미지 검색을 위해서는 먼저 검색 대상이 되는

의 텍스트 블록을 찾고, 그 블록들로부터 타입 특성에

이미지의 수집 과정에서 웹 페이지로부터 이미지를 추

맞는 키워드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관련된 키워드

출하고, 주변 텍스트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출현 빈도와

를 추출하게 된다. 제안한 방법에 대한 성능 측정을 위

HTML 태그의 중요도, 그리고 이미지 파일 명과 같은

하여, 웹 동영상 페이지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는 시스

추가 정보들을 이용하여 주석에 사용될 키워드 들을 추

템을 구현하고,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분석하고 평가하

출하는 자동 이미지 주석방법[7,8]이 연구되어 왔다.

였다. 그 결과, 임의의 120개의 웹 동영상 페이지들에

WebSeer[1]는 텍스트와 HTML 소스 코드로부터 얻

대하여 제안한 방법이 기존 웹 이미지 시스템에서의 키

은 정보와 이미지 내용 정보로부터 얻은 결과로부터 주

워드 추출 방법인 ImageRover[2]를 웹 동영상에 적용

석용 키워드를 결정한다. 이미지 파일명, 이미지 캡션,

한 결과보다 18%의 재현율 향상을 보였다. 타입 별로는

ALT태그, HTML 제목, 하이퍼링크 등을 이용해서 단

TYPE1을 제외한 모든 타입에 대하여 성능 향상을 보

어를 추출하고, 각 단어들의 추출 태그에 따라 가중치를

였고, 특히 복잡한 구조의 페이지인 TYPE2, TYPE4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ImageRover[2]는 WebSeer의 방법

서는 더 큰 성능 향상을 보였다. WWW에 분포한 일반

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헤딩 및 볼드, 이탤릭과 같이

적인 웹 동영상들의 약80%(2,462개의 동영상을 대상으

이미지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태그나 시

로 조사)가 TYPE2,3,4에 포함되므로 제안한 방법에 대

각적으로 강조된 텍스트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

한 키워드 추출 방법은 일반적인 웹 동영상 검색 시스

중치를 부여하며, 텍스트의 빈도수 및 이미지로부터 떨

템에 널리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진 거리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다. AMORE[3]

2. 기존 연구 분석
멀티미디어 데이타의 검색을 위한 키워드 추출방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본다.

는 테이블에서의 이미지 태그와 텍스트의 배치 패턴, 이
미지 파일명과의 유사한 문자 개수 등과 같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한다는 데에서 앞의 방법들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웹 이미지 검색에 관한 연구이지

2.1 일반적인 동영상 주석 방법에 관한 연구

만, 동영상도 이미지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웹 이

동영상 주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미지 검색 방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관련 키워드를

첫 번째 방법은 사람에 의해 수동으로 주석을 다는 것

추출 할 수 있다. 그러나 웹 페이지 내에서 동영상이 차

이고, 다른 방법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동영상에

지하는 의미와 주변 텍스트와의 관계는 이미지에서와는

주석을 다는 방식이다. VAnnotator[4]는 간단한 형태의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

기본적인 윈도우 동영상 주석 도구이다. 저작자는 동영

합하지 않고 웹 동영상 페이지의 특성에 맞는 키워드

상을 재생하면서, 추가적으로 타임 라인을 움직여가며

추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주석을 다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 주석의 대상이 되는
단어는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여 입력하게 한다. EVA[5]
역시 수동 주석 툴로써 웹 기반으로 구현되었다. 수동

3. 웹 동영상 페이지의 특징 분석 및 새로운
키워드 추출 알고리즘

주석 방법의 경우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노동

본 장에서는 웹 동영상 페이지와 웹 이미지 페이지의

집약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웹에 산재한

구체적인 차이점을 분석하고, 웹 동영상 페이지에 대한

웹 페이지 구조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동영상 검색용 키워드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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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파악한 후, 그 특성에 맞는 키워드 추출 알고리

로 웹 페이지의 내용을 모두 파악 할 수 있는데, 이는

즘을 설명한다.

동영상이 웹 페이지 내에서 중심이 되고, 주변 텍스트들

3.1 웹 동영상 페이지와 웹 이미지 페이지의 차이점

이 동영상 데이타를 기술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 된다는

동영상과 이미지는 단순히 파일 포맷에서의 차이뿐만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이 웹 동영상 페이지는 웹 이미

아니라, 웹 페이지 내에서 미디어 데이타가 차지하는 의

지 페이지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키워드 추출

미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에 있어서 기존과는 다른 방법이 요구된다.

적합하지 않다.

3.2 웹 동영상 페이지의 특징분석에 따른 타입 분류

그림 1의 웹 페이지에는 뉴스기사에 대한 대표 이미

키워드 추출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선정하는 데에

지가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관련 동영상이 왼쪽 하단에

있어서 웹 페이지 내 포함된 동영상의 개수가 중요하다.

위치한다. 그림 1(a)에는 이미지와 연관이 있는 단어들

동영상 수가 하나일 경우 주변 텍스트들은 대부분 그

에 표시를 하였고, 그림 1(b)에는 동영상과 관련이 있는

동영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여러 개를 포함할

단어들에 표시를 하였다. 먼저 그림 1(a)에서는 소수의

경우 텍스트들은 각기 다른 동영상을 기술할 수도 있고,

단어들만 이미지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military,

공통의 텍스트를 기술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웹 동영

attack, guard, soldier라는 단어들은 이미지내의 객체를

상 페이지의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키워드를 추출하는

잘 표현하고 있으나, 그런 단어들 외에도, Iraq, U.S.,

방법이 달라 질 수 있다. 다음에서는 웹 동영상 페이지

Education, Explosion등과 같이 이미지만으로는 연상이

구조의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논하

불가능한 단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고, 그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동영상 페이지의 타입을

지라는 데이타가 웹 페이지 내에서 의미적으로 중심이

도출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위한 보조 수단의 역할을

3.2.1 웹 동영상 페이지 구조의 분류 기준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1(b)의 경우에

(1) 웹 페이지 내 포함된 동영상과 주변 텍스트 분포

는 동영상이 웹 페이지 내 단어들의 상당수가 연관성이

웹 페이지로부터 보다 정확한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

있는데, 이는 동영상이 텍스트에 포함된 많은 내용을 뉴

해서는 웹 페이지 내에서 동영상과 상대적으로 상관관

스의 형태로 설명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Baghdad,

계가 높은 텍스트 영역을 찾고, 그 영역으로부터 키워드

bombing 등과 같은 단어는 이미지로부터는 연상할 수

를 추출해야 한다. 따라서 동영상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없지만 동영상은 관련 의미를 충분히 언급하고 있다. 또

텍스트 영역을 찾으려면, 먼저 웹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

한 동영상의 경우 텍스트를 읽지 않더라도 동영상만으

영역을 분리하여 동영상과의 레이아웃 거리(Layout

(a) 웹 이미지와 관련 단어

(b) 웹 동영상과 관련 단어

그림 1 웹에서 텍스트와 미디어컨텐츠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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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웹 페이지가 포함하는 동영상의

distance)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웹 동영상 페이지에서 동영상과 텍스트 영역의 레이

수는 키워드 추출에 있어서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된다.

아웃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VIPS[9] DOM 트리를

3.2.2 웹 동영상 페이지의 구조에 따른 타입 분류

이용한다. 웹 페이지의 VIPS DOM 트리에서 동영상노

앞에서 설명한 웹 동영상 페이지의 구조에 대한 2가

드로부터 폭 방향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화면상의

지 특성(동영상 수, 주변 텍스트 분포)을 기준으로 웹

거리가 멀어지므로 레이아웃 거리는 커지게 된다. 그러

동영상 페이지의 타입을 표 1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나 DOM트리에서 깊이가 깊어지면 화면상의 배치가 세

수 있다.

밀하고 복잡해질 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레
이아웃 거리가 커지진 않는다.

표 1 웹 동영상 타입 분포(T=1)

동영상노드를 Nv라고 하고, 텍스트 노드를 Nt라고 할

타입

때, Nv에서 Nt까지의 거리(d(Nv,Nt))는 식 (1)과 같이

TYPE1

계산한다. 여기에서 집합 P={p0,p1,..,pn}은 Nv의 조상노

TYPE2

드들의 집합이고, 집합 Q={q0,q1,..,qm}는 Nt의 조상노드

TYPE3

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Nv의 조상노드(pi)와 Nt의 조상

TYPE4

동영상수
n = 1
n > 1

텍스트분포

웹동영상분포

d ≤ T

16.3%

d > T

25.0%

d ≤ T

28.8%

d > T

29.9%

노드(qj)는 트리구조의 어느 지점에서 같은 노드로 만나
게 되는데, 이 때 Nv노드와 pi(qj)노드의 레벨차이로 레

TYPE1은 웹 페이지가 단일 동영상을 포함하고, 동영

이아웃 거리가 계산된다. 식 (2)의 L(Ni)는 루트노드의

상 주변의 텍스트가 비교적 간단한 타입이고, TYPE2는

레벨을 0으로 했을 때 각 노드의 레벨을 계산한다.

단일 동영상만을 포함하면서 동영상 주변의 텍스트가

d(Nv, Nt) = L(Nv) - L(pi) - 1

(1)

⎧0, if N i is the root node
(2)
⎩ L(N k ) + 1, if N k is the parent node of N i

L(Ni) = ⎨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형태이다. 여기에서 텍스트의 복
잡도는 HTML페이지의 DOM트리에서 동영상 노드를
기준으로 주변 텍스트 노드들이 어느 정도의 레이아웃
거리를 가지고 분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TYPE3

예를 들어 DOM트리구조가 그림 2와 같을 경우, 그

는 웹 페이지에 여러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고 텍스트들

룹A에 속한 텍스트노드(Nt)들과 동영상노드(Nv)의 공통

의 분포가 간단한 형태이며, TYPE4는 여러 동영상을

조상노드는 P0노드이므로 L(Nv)-L(P0)-1과 같이 계산

포함하면서 텍스트가 복잡하게 분포한 형태이다. 표 1에

하면 거리가 0이 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룹B에 속

서 n은 웹 페이지가 포함하는 동영상의 개수를 의미하

한 텍스트노드와 동영상노드는 P2노드가 공통 조상노드

고, d는 DOM트리에서 동영상 노드로부터 텍스트 블록

이므로 거리는 2가 된다.

까지의 최대 레이아웃 거리를 의미하며, T는 텍스트 분
포의 복잡한 정도를 결정하는 임계치값을 의미한다. 직
접 수집한 1,087개의 웹 동영상 페이지(2,462개의 동영
상을 포함)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변에 텍스트가
전혀 없는 1.01%를 제외한 나머지 웹 동영상 페이지에
대해서, T가 1일 때 표 1과 같은 분포를 나타냈다. 동
영상의 분포가 TYPE별로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는 것
으로 보아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타입을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3.3 웹 동영상 검색을 위한 키워드 추출 알고리즘

그림 2 거리계산 예제

3.3.1 키워드 추출과 가중치 적용 방법
본 절에서는 웹 동영상 페이지의 타입에 따라 키워드

(2) 웹 동영상 페이지가 포함하는 동영상의 수

를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3은 웹 동영상 페이지로

웹 페이지 내 동영상이 한 개 위치해 있을 경우, 주변

부터 키워드 추출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텍스트들은 대부분 그 동영상에 관련한 내용을 기술하

첫번째 단계로 웹 페이지에 포함된 동영상의 수와 주

게 되지만, 여러 개 있을 경우 텍스트마다 다른 동영상

변 텍스트 분포 상태를 바탕으로 하여 타입을 결정한

을 설명할 수도 있고, 다수의 동영상을 공통으로 설명할

후, 다음 단계로 타입마다 다른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하

수도 있다. 웹 페이지 내에 있는 동영상 수에 따라서 텍

여 동영상과 관련된 텍스트를 추출한다. 추출한 텍스트

스트가 동영상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

로부터 단어의 중요도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는

웹 페이지 구조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동영상 검색용 키워드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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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키워드 추출 과정
데, 기존의 웹 이미지 페이지의 키워드 추출[1-3]에서
사용한 가중치 대상인 빈도수나 HTML 태그 정보 외에
추가적으로 웹 동영상 페이지의 의미적 특성인 동영상
상세요약정보의 포함여부를 적용한다. 텍스트 블록이 가
지는 가중치(Wtb)와 단어가 가지는 가중치(Wword)로 웹
페이지내 포함되는 단어들의 전체 중요도(WTotal)를 구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WTotal = Wtb * Wword
Wtb = 1/d(Nv, Nt)

(3)

Wword = WDetail * WTF * WTag
텍스트 블록의 가중치는 레이아웃 거리에 반비례하고,
WDetail은 상세정보에 포함된 단어의 중요도이며, WTF는
단어의 빈도수, WTag는 HTML 태그에 의한 중요도를

그림 4 키워드 추출 알고리즘

의미한다.
3.3.2 키워드 추출 알고리즘
웹 페이지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는 단계는 앞 절에

4. 실험 및 결과 분석

서 결정된 타입과 추출된 동영상 주변 텍스트정보로부

본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구현한

터 결정된다. 그림 4에 웹 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추출하

웹 동영상 키워드 추출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고, 실

는 알고리즘을 나타내었다. ExtractKeyword()함수의

험을 통한 결과를 분석하여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

입력으로는 동영상을 가진 웹 페이지(WebVideoPage)

가한다.

와 추출할 키워드 개수(n)가 주어진다. 먼저 웹 페이지

4.1 성능평가 방법 및 데이타

에서 동영상과 주변 텍스트 블록을 추출한 후, 웹 페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한 키워드 추출 결과를

지의 타입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한다. TYPE1의 경우

평가하고, 기존의 방법과의 비교를 위해서 사람에 의해

추출된

적용하며,

선택된 웹 동영상에 대한 키워드와 제안한 방법 및 기

TYPE2는 레이아웃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한다.

존의 방법에 의해 추출된 키워드를 비교한다. 기존의 방

TYPE3의 경우 동영상이 여러 개 포함 되어있기 때문

법으로는 대표적인 웹 이미지 검색 시스템에서 사용된

텍스트에

모두

동일한

중요도를

에 주변 텍스트가 어떤 동영상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키워드 추출 방법 중 한가지인 ImageRover[2] 방식을

결정해주어야 한다. TYPE4의 경우에는 동영상으로부터

이용하였다. 정보검색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척

떨어진 거리와 텍스트가 어떤 동영상과 관계가 있는지

도로는 재현율, 정확율, 만족율, 적용율 등이 있으나 본

를 동시에 고려한다. 끝으로 단어들의 빈도수와 HTML

논문에서는 재현율을 평가척도로 사용한다. 실험을 위해

태그, 동영상 상세정보 등의 가중치를 반영하는 Get-

사용한 데이타는 본 논문에서 구분한 웹 동영상 페이지

SpecialWeight()함수를 호출하여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의 4가지 타입 각각 30개로 이루어졌다. 실험에 사용한

결정하고, 상위 n개의 키워드를 돌려준다.

식 (3)의 가중치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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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에 적용한 가중치
분류

항목
<b>, <i>

WTag

1)
2)
<font size> 3)
4)
5)

가중치
2.0
SizeAvg=SizeFont : 1.0
1
SizeAvg<SizeFont≤(SizeAvg+2) : 2.0
(SizeAvg+2)<SizeFont : 2.02
(SizeAvg-2)≤SizeFont<SizeAvg : 2.0-1
-2
SizeFont<(SizeAvg-4): 2.0

WDetail

모든항목

4.0

WTF

-

1.0 * 빈도수

사람에 의해 추출된 키워드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
법에 의한 키워드 추출 결과 사이의 재현율을 구하고,
마찬가지로 기존 웹 이미지 키워드 추출 방법에 의한
키워드 추출 결과에 대하여 재현율을 구한다. 두 결과를

그림 5 타입별 실험결과(재현율)

비교함으로써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 보다 얼마나
성능향상을 보이는지를 설명한다. 타입 분류에 있어서는

않게 필터링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T의 값을 몇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달라 질 수

이유로 TYPE3에 대한 키워드 추출 재현율이 추출 개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T의 값을

7이하에 대하여 ImageRover보다 조금 낮게 나타난다고

1～4로 바꾸어 가면서 재현율을 측정하였고, 실험 결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TYPE4에 대한 성능은 그림

T=1일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본 실험

5(d)와 같다. TYPE4는 페이지 내 포함된 동영상의 수

에서는 T=1인 경우에 대하여, 웹 페이지의 타입을 분류

도 많고, 구성방식도 복잡하다. 따라서 ImageRover는

하고, 타입 별 키워드 추출 성능을 측정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재현율이 제안한

4.2 결과분석

방법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T의 값이 1일 때, 제안한 방법과 ImageRover[2]와

제안한 방법이 특정 타입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일반

성능을 비교해 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먼저 그림

적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

5(a)는 TYPE1에 대한 재현율을 나타내는데 키워드 개

해서 전체 타입에 종합적인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림 6

수가 4～5개일 때 재현율이 ImageRover에 비해 약간

은 전체 120개의 페이지에 대한 재현율을 나타내는데,

떨어지게 나타났다. 이는 ImageRover가 TYPE1과 같

추출한 키워드의 개수가 5개일 때까지는 ImageRover와

이 간단한 구조의 웹 페이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

유사한 재현율을 보이다가 추출 개수가 많아지면서 비

문에 제안한 방법에 대한 성능이 ImageRover와 거의

교적 높은 재현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동일하거나 약간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웹 페이지

제안한 방법은 추출하는 키워드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

의 구조가 TYPE2에 속할 경우에 대한 성능은 그림

서 ImageRover에 비하여 올바른 키워드를 선택하는 능

5(b)에 나타난다. 추출 키워드가 많아질수록 제안한 방

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법이 ImageRover에 비해 뛰어난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ImageRover가 웹 페이지의 구조적인 특
성은 고려하지 않고, 텍스트 상의 거리만을 평가하여 키
워드를 추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본 논문에서 제
안한 방법은 복잡한 구조의 페이지에서의 동영상과 텍
스트의 관계를 평가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기 때문에
ImageRover에 비하여 높은 성능을 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전체에 대한 실험결과

다음으로 그림 5(c)는 TYPE3에 속하는 웹 동영상
페이지에 대한 성능을 나타난다. TYPE3는 다수개의 동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ImageRover와

영상을 포함하는 간단한 구조의 웹 동영상 페이지로 구

비교하여 전체적으로는 재현율에 대해 18%의 성능 향

성되어 있어서 추출 과정에서 다른 동영상과 관련 있는

상(키워드 8개 기준)을 보였다. 그리고 타입별 실험을

텍스트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키워드를 추출 하지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간단한 웹 페이지 구성 방법인

않게 된다. 따라서 추출 되어야 하는 키워드가 의도하지

TYPE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타입에서 ImageRover

웹 페이지 구조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동영상 검색용 키워드 추출 방법

와 비교하여 성능향상을 얻었으며, 특히 복잡한 형태의
웹 페이지 구조인 TYPE2, TYPE4에서는 ImageRover
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성능평가를 보였다. 따라서 웹
동영상 페이지의 타입을 분류하고, 타입별로 키워드 추
출방법을 달리하여 추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웹 이미지와 동영상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웹 페이지
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이 차지하는 의미가 다르고, 페이
지 구성방식에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웹 동영상 검색
에서는 기존의 웹 이미지에서 사용한 방법과는 다른 방
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웹 동영상 페이지
의 동영상과 텍스트의 구성 방식을 분석하고, 페이지 구
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바탕으로 페이지 구조를 4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타입 별 키워드 추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평가하여 본 결
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기존 웹 이미지 키워드
추출 방법에 비해서 실험대상(120개의 웹 동영상 페이
지)에 대하여 18%의 (키워드 8개 기준) 성능 향상을 보
였다. 또한 타입별 30개의 페이지에 대한 실험 결과, 제
안한 방법이 TYPE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타입에
서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성능향상을 얻었으며, 특히 복
잡한 형태의 웹 페이지 구조인 TYPE2, TYPE4에서는
기존 이미지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성능 평가를 보
였다. 따라서 웹 동영상 페이지의 타입을 분류하고, 타입
별로 키워드 추출방법을 달리하여 추출하는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은 웹에 분포한 일반적인 웹 동영상 페이지로
부터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의
방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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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웹 동영상 관련 키워드
추출 방법에 대한 초기 연구에 해당하며, 따라서 개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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