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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으로 동영상을 요약하는 알고리즘과 고급 수준 내용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알고리즘은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동영상 요약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고급 수준 내용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알고리
즘 또한 100%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 알고리즘 수행 및 수동
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동영상 요약 및 검색 시스템을 구현했다. 동영상 요약 및 검색 시스템은 크게 서버 부분
과 클라이언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버 부분은 동영상을 요약하여 작은 동영상 파일을 만드는 부분과 검색을 위해 메타 데이
터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메타 데이터는 육하원칙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클라이언트 부분은 서버에
의해 저장된 메타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 부분과 동영상을 동적으로 요약하기 위한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동영상 요
약 부분은 MPEG-7 의 Summary Description Scheme에 맞추어서 서술된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동영상 요약 및 검색 시스템은 대
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lthough there have been a lot of researches on a video abstraction algorithm, the video abstraction tool is necessary to
correctly pick up some important shots in a video because the important shots might vary on the person's subjectivity. This paper
proposes a video abstraction and search system for making a video abstraction automatically or manually. Proposed system has
two main components, server and client. The server generates the Metadata and makes a video abstraction file. The description
for video abstraction file is based on MPEG-7. Since proposed system has a function to manually correct the results of each step,
the author could produce a good video abstraction easily and efficiently. The proposed system could be used to build a digital
video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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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멀티미디어 데이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VOD(Video
On Demand)나 DVL(Digital Video Library)[13][14]과 같은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응용 분야에서 사
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을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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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멀티미디어의 큰 용량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동영상 요약 기법[1]과 동영상 검색 기법이다.
동영상 요약 기법[1]과 동영상 검색 기법[13]14]에 대해서는 기
존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다. 하지만 자동 요약
생성 알고리즘이 만족할 정도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동영
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기법을 필
요로 하는데 현재 이런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
므로 임의의 동영상에 대하여 편집자/사용자의 요구에 맞
추어서 그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하는 알고리즘 및 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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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편집할 수 있는 저작 도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고 수준 내용 정보에 바탕을 둔 동영상 검색 기법을 위
해서도 검색을 위한 내용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 정
보를 입력하기 위한 저작 도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 요약 및 검색 시스템을 구현했다.
크게 시스템은 서버 부분과 클라이언트 부분으로 나뉘는데
서버 부분은 정적 요약, 내용 정보 입력부와 이를 위해 선
행되는 인덱싱 부분,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클라이언트 부분은 검색을
위한 부분과 동적 요약을 위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
에서 구현한 동영상 요약 및 검색 시스템은 동영상 데이터
를 효율적으로 관리/검색할 수 있는 기능 및 동영상을 원
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손쉽게 편집/요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에 대한 편집/관리 업무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에게도 동영상에 대한 요약 기능을 제공함으로
써 단시간 내에 동영상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어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기능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시스템 구조
그림 1은 전체 시스템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림
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크게 시스템은 서버측과 클라이언
트측으로 구성이 된다. 서버측에서 하는 작업은 동영상 등
록, 인덱싱, 요약, 동영상 정보 등록 등이고 클라이언트측에
서는 서버측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질의하
고 결과를 받는 작업을 한다.

결과화면

Title A …Title B

동영상을 등록하는 데 있어 가능한 파일 형식은 스트리
밍이 가능한 ASF(Advanced Streaming Format) 파일 형
식이다. 동영상 등록이 끝나게 된 후 행해지는 작업은 인덱
싱 작업인데 인덱싱 작업이란 하나의 동영상을 샷/신으로
나누는 작업을 일컫는다. 동영상 내용 정보를 입력하는 과
정이나 동영상을 요약하는 과정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샷 또는 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다. 인덱싱 작업은 다시 자동 인덱싱 과정과 인덱싱 수정
과정으로 나뉘는데 자동 인덱싱 과정이라는 것은 알고리즘
을 통해 동영상의 샷/신을 자동으로 찾는 과정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알고리즘이 100% 정확하게 모든 샷/신을
찾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샷/신을 수동으로 수정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인덱싱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면 동영상
정보 등록 과정과 동영상 요약 과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
두 과정이 끝나게 되면 서버 측의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정보 즉,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장소에 위치한
신은 어떤 신인가?", “A 타이틀의 요약 파일 이름은 B이
다." 등과 같은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웹과 더불어 작동한다. 즉, 클라이언트가
어떤 장면을 원한다고 질의를 하게 되면 그 질의는 웹 서
버를 통해 서버로 연결이 되고 서버 측에서 질의를 해석하
여 그 결과를 웹 서버를 통해 클라이언트로 보내게 되는
것이다. 크게 질의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검색에 관한 질의이고 다른 하나는 요약에 관한 질의이다.
검색에 관한 질의는 어떤 동영상을 원한다는 형식의 질의
문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서버측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원하는 동영상을 찾게 된다. 요약에 관한 질의는 하나의 동
영상에 대해 어떤 형태의 요약을 원한다는 형식의 질의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요약이 가능하도록
요약 CGI(Common Gateway Interface)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탐색엔진
탐색엔진

Title,
Title,Segment
Segment
정보등록
정보등록

Ⅲ. 자동 인덱싱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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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Daemon
Daemon

신,
신,샷분리
샷분리
A
C
신,
신,샷,
샷,동영상
동영상
요약정보등록
요약정보등록

B

인터넷
인터넷
질의

D

Abstraction
CGI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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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영상 인덱싱 및 요약용 저작 도구 구조
Fig. 1. The structure of the video abstraction and search system

동영상의 요약 및 검색 과정을 위해서는 신과 샷으로 동
영상을 나눌 수 있는 인덱싱 과정이 필수적으로 첨가가 되
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위해 자동으로
동영상을 신과 샷으로 나누어주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는
데 이 장에서는 이러한 자동 인덱싱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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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샷 경계 자동 인덱싱 알고리즘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이용한 ASF 에서의 샷 경계 검출
방법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본 논문의 시스템은 기존의 시
스템과는 다르게 ASF 파일 형식의 특징을 이용하여 보
다 빠른 샷 경계 검출 방법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샷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접한 프레임간의 밝기차
(Luminance Difference)를 이용하였다. 우선 인접한 두 프레
임의 밝기 정보를 추출하고 히스토그램을 구한다. 본 논문에
서는 히스토그램의 빈의 개수를 64개로 정하고 실험을 하였
다. 히스토그램을 비교하는데 이용한 방법은 Chi-Square 방
법[11]을 이용하였다. 실험 결과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Recall,
Precision 모두 90% 정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Y값
Y값

n

(Bin1i – Bin2i)2

i=1

(Bin1i + Bin2i)2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 ________
Chi-Square Metric
Chi-Square
Metric
그림 2. 샷 경계 자동 인덱싱 알고리즘
Fig. 2. Shot change detection algorithm

하지만 위의 방법을 모든 프레임에 적용하면 너무 시간
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모든 프레임을 디코딩하
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각 프레임마다 빈의 개수에 따
라 히스토그램을 구해야 하고 각 히스토그램의 차이를 계
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29분 45초의 동영상 데이터에 대해
샷 경계 자동 인덱싱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약 9분 정도
의 수행 시간이 걸렸다.
ASF 파일 형식의 동영상에서는 KeyFrame이라고 명명
된 프레임이 중간에 있고, 인코딩을 하는 경우 KeyFrame
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KeyFrame을 이용
하면 디코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표 1>은 Format
SDK[12]를 이용하여 29분 45초의 동영상 데이터를 디코딩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이다. Format SDK는

Microsoft사에서 Windows Media 형식의 파일을 읽고 쓰고,
편집, 전송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SDK이다. 표에서
각 행의 데이터들은 해당 간격으로 프레임을 건너 뛰고 추
표 1. 프레임 추출 시간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decoding time
실행시간

전체 프레임 개수

KeyFrame만

1분 15초

710프레임

프레임당 추출 시간
0.1초

180프레임당

1분 26초

297프레임

0.28초

120프레임당

2분

445프레임

0.26초

90프레임당

2분 13초

593프레임

0.22초

60프레임당

3분

890프레임

0.20초

30프레임당

7분

1780프레임

0.24초

출하는 경우의 실행 시간 정보를 나타낸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KeyFrame-ASF 에서는 참조 프레임인
KeyFrame을 비트율에 따라 여러 개의 프레임 사이에 위치시
키는데 보통 샷이 변하는 위치에KeyFrame이 위치되어진다.만 추출하는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프레임당 디코딩 시간이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프레임 개수와 프레임당 추
출 시간을 살펴 보면 전체 프레임 개수가 KeyFrame과 가까
운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프레임당 추출 시간이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통해 Format SDK를 이
용해 프레임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KeyFrame을 중심으로 해
당 프레임을 찾아가기 때문에 프레임당 추출 시간이
KeyFrame만 추출하는 경우가 가장 빠르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시스템에서는 전체 프레임에 알고리
즘을 적용하지 않고 KeyFrame에만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성
능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실험 결과 29분 45초의 같은
동영상 데이터에 대해 1분 15초 정도의 수행 시간에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2. 신 경계 자동 인덱싱 알고리즘
샷은 인덱싱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그 경계를 검출하기는
쉽지만 하나의 비디오 데이터에 속하는 샷의 개수는 너무
나 방대하며 하나의 샷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거나 사용
자의 질의에 대한 답이 되기엔 해당 샷이 가진 정보가 너
무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이용될 수 있는 단위가 신
이다. 신은 하나의 의미적인 단위로 인식되어 그 적절한 대
상이 된다. 기존에 나온 신 경계 자동 인덱싱은 크게 비디
오 데이터를 이용한 방법[5]과 오디오 데이터를 이용한 방
[6]
[7]
법 ,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 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방법인 비디오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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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3은 신 경계 자동 인덱싱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그림
이다. 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두 개의 프레임이 존재할
때 현재 프레임과 전 프레임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픽셀
각 프레임에서 Y 값 추출

같은 위치에 있는 픽셀의 Y값의
차이를 계산

만일 임계값보다 차이가 크면
1씩 값을 누적시킴

No

프레임의 모든 영역
에 대한 계산이
끝났는 지 검사
Yes

누적된 값 > 임계값
Yes
최종 신 경계
정보에 포함

그림 3. 신 경계 자동 인덱싱 알고리즘
Fig. 3. Scene change detection algorithm

의 Y값을 비교하여 임계값을 넘는 픽셀이 많은 경우 신이
변했다고 결정을 하게 된다. 보통 같은 신안에서는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배경이 변하
는 신의 경계를 찾을 수 있게 된다.

Ⅳ. 동영상 자동 요약 알고리즘
동영상 요약은 본래의 동영상이 가지는 핵심 메시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축약된 정보를 가지는 정지화면이나 동영
상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동영상 요약 알고리즘은 기존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예를 들면 비슷한
신들을 그룹화하여 각 그룹에서 신들을 추출하는 방법[1],
[8]
움직임이 많은 샷들을 추출하는 방법 , 시간대별로 샷들을
[9]
추출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방법들
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단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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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목적 함수를 이용한 동영상 요약 알고리
즘[10]을 시스템에 적용시켰다. 목적 함수를 이용한 동영상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동영상 요약을 이루는 샷들이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특성들을 목적함수로 표현하고, 이런 목적함
수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정하는 가중치에 따라 가장 높은
샷들의 집합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다. 목적함수로 사용하
는 것은Well Distributed, Well Fitting, Event, Concise, Not
too short, Shot Exclusion, Non Bias 7가지이다. Well
Distributed는 전체에 걸쳐 고르게 샷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Well Fitting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도록 요
약 파일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vent는 움직임이
많은 샷이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Concise는 선택되
는 샷들 사이에 중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Not too
short는 너무 짧은 샷이 선택되어서는 안되게 하는 목적 함
수이다. Shot Exclusion은 결론 부분은 보여주지 말아야 한
다는 목적 함수이고 마지막으로 Non Bias는 하나의 샷이
전체 요약 파일의 대부분을 차지해서는 안되게 하는 목적
함수이다. 이러한 7가지 목적 함수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목
적 함수에 큰 가중치를 두어 사용자가 원하는 요약 파일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 함수에 가중치
를 주면 각 목적 함수의 값과 가중치가 곱해져서 정규화
된 후에 합해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도가 반영되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 연구된 요약 알고리즘들은 목적 함수에 주
어지는 가중치를 이용하여 표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간
축을 바탕으로 하는 요약은 Well Distributed, Well Fitting
에 가중치를 높게 주어 요약을 하면 된다. 이 알고리즘의
장점은 확장과 주관적 요약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여기서
확장은 요약 길이를 변화시킴에 따라 목적함수가 변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고, 주관은 이러한 목적함수에 대한 가중
치를 변경함으로써 요약자의 주관을 반영시킬 수 있는 장
점을 말한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목적 함수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에
서는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집합을 찾아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즉, n 개의 샷으로 구성된 동
영상을 위해서는 각 샷에 대해 요약 파일에 첨가를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2n번의 계산
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Simulated Annealing
[15]
(SA) 알고리즘 을 이용한다. 그림 4는 SA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SA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국소 탐색
방법을 개선한 방법으로 조합 최적화 문제에 많이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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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소값의 근사값을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낼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을 좀 더 자세
히 설명하면 먼저 T라는 초기 온도를 정의하는 데 이는 종
료하는 조건을 위한 것이다. 우선 하나의 shot집합을 임의
로 뽑고, 이렇게 뽑은 shot집합의 목적함수와 가중치들의
합(e1)을 구한다. 또 다시 하나의 shot집합을 뽑고 목적함수
25

20

15

10

그림 5. 동영상 인덱싱 및 요약용 저작 도구 구조
Fig. 5. The structure of the indexing tool and the author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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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로 혹은 다른 방법-보통 Heuristic-을 이용하여 Cㅑ이라
는 초기값을 설정한다. 이 값은 연결된 Ei= F(C1)이라는 함수를
갖게됨.
2. 초기 온도(temperature) T가 정의됨
3. 임의의 변화에 의해 새로운 값 Ci+1 로 새롭게 설정됨
4. 만일 Ei+1 <= Ei 라면 변화는 항상 받아들여짐
5. 만일 Ei+1 >= Ei 라면 변화는 확률을 가지고 받아들여짐
6. 온도(temperature) T에 설정된 수(무한번 반복하기 위해서는
1로 설정)만큼 곱한 후에 2로 돌아간다.
이러한 과정을 T가 조건보다 작아질 때까지 반복함.

그림 4. SA 알고리즘
Fig. 4. SA Algorithm

와 가중치의 합(e2)을 구한다. 이렇게 다시 뽑은 shot들의
집합의 값(e2)가 e1보다 크게 되면 이 값(e2)와 이 집합을
현재의 shot집합으로 결정한다. e2가 작게 되는 경우에는
e1, e2와 T로 Boltzman 확률(p) p = e(ei ei+1)/kT - 를
구하고 이를 만족하는지(Condition())를 구하여 만족하게
되면 e2와 현재 shot집합을 채택하고, 아니면 T의 값에 를
곱하여 줄이게 된다. 이렇게 하여 T가 보다 작게 되면 현
재의 shot집합을 채택함으로서 종료하게 된다.

도구이다. 전체 시스템은 크게 여섯 가지 도구 자동 샷 경
계 검출/자동 샷 타입 결정 도구, 자동 신 경계 검출 도구,
인덱싱 수정 도구, 자동 요약 도구, 요약 수정 도구, 저작
도구 - 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자동 샷 경계 검출/자동 샷 타입 결정 도구는 3.1 장에
서 설명했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샷 경계를 검
출해주고 동영상의 장르가 뉴스나 축구일 경우 샷의 타입
을 결정해 주는 도구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요약에 필요
한 저수준 내용 정보 움직임 에너지, Optical Flow 값, 칼
라 히스토그램 등을 추출하게 된다. 자동 신 경계 검출 도
구는 3.2 장에서 설명했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신 경계를 검출해주는 도구이다.

X ray 윈도우
재생
윈도우

Main 윈도우

요약 윈도우

Ⅴ. 동영상 인덱싱 및 요약용 저작 도구
프레임 뷰
윈도우

1. 동영상 인덱싱 및 요약용 저작 도구
그림 5는 동영상 인덱싱 및 요약용 저작 도구 구조를 나
타내는 그림이다. 동영상 인덱싱 및 요약용 저작 도구는 동
영상을 요약하는데 있어서 기본 단계인 샷/신 단위 인덱싱
과 고급 수준 내용 정보를 입력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요약된 동영상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림 6.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6. User Interface

자동 알고리즘들이 수행이 된 이후에는 이러한 자동 알
고리즘들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
를 수정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그림 6은 이러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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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한 전체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본 시스
템 인터페이스의 특징은 하나의 작업 환경에서 모든 기능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는 점이다. 그림에서 상
단에 있는 윈도우는 X-Ray 윈도우로 각 프레임의 대각선
을 60픽셀씩 추출하여 배치함으로써 동영상의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윈도우이다. 좌측에 있는 재생 윈
도우는 선택된 샷을 재생해주는 윈도우이고, 중앙에 있는
메인 윈도우는 전체 샷의 대표 프레임들을 보여주며 샷/신
경계 수정, 샷 타입 수정 등의 작업을 하는 윈도우이다. 메
인 윈도우 아래 위치하는 요약 윈도우는 요약 동영상 내의
샷들의 모임을 대표 프레임과 길이 정보를 통해 보여주고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윈도우이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위치한 프레임 뷰 윈도우는 선택된 샷의 모든 프레임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경우 모든 프레임을 실시간으로 디코딩 하
여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덱싱 수정 도구는 그림 6의 메인 윈도우와 프레임 뷰
윈도우를 이용하는 것이다. 즉, 메인 윈도우를 이용하여 샷
의 병합, 신의 병합/나누기가 가능하고, 프레임 뷰 윈도우
를 통해 샷을 나누는 작업이 가능한 것이다. 그림 7은 자동
요약 도구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인
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는 필요한 가중치와 매개변수를 설
정하여 원하는 요약 파일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 만든 요약 파일이 사용자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수정 도구가 필요하게

되는데 요약 수정 도구는 요약 윈도우와 메인 윈도우를 이
용하게 된다. 전체 요약 파일에서 원하지 않는 샷을 제거하
는 것은 요약 윈도우를 통해 작업할 수 있고 새로운 샷을
요약 파일에 첨가하는 일은 메인 윈도우에서 샷을 드래그
하여 요약 윈도우에다 넣어주면 된다.

그림 7. 자동 요약 인터페이스
Fig. 7. User Interface for automatic video abstraction

그림 9. 신 단위 내용 정보 입력 인터페이스
Fig. 9.User Interface for recording contents of scene

그림 8. 타이틀 단위 내용 정보 입력 인터페이스
Fig. 8. User Interface for recording the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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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저작 도구는 그림 6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에서 모드를 바꾸어서 수행이 된다. 그림 8은
타이틀 단위 내용 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나타내고 있고
그림 9는 신 단위 내용 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타이틀 단위 내용 정보 입력에서는 타이틀을 만
든 스탭이나 배우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신 단위 내
용 정보 입력에서는 각 신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정보
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입력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인터페이스와 이를 이용하는 여섯 가지 도구
들을 통해서 사용자는 원하는 내용들을 샷/신 단위로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고 원하는 요약 파일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가며 유일한 아이디를 부여 받는다. Title은 그 종류에 따
라서 각각 뉴스, 드라마, 영화, 축구로 나뉘어 진다. 영화의
개봉날짜와 드라마의 방영날짜와 같이 비슷한 의미를 갖는
내용들이 있지만 확장성과 좀 더 정확한 의미 부여를 위해
서 각각의 테이블들은 통합되지 않고 독립된 테이블로 두
었다. 따라서 Title의 종류가 정해지면 최하위 계층인 샷까
지 계층적인 구조가 정해진다. 영화를 제외한 뉴스, 드라마,
축구는 주기적으로 TV에 방영되므로 날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샷 단위 내용 정보 입력 방법 Who
Where
When
How
What
Why

Shot 1

2. 데이터베이스 설계

..
.

Scene

많은 비디오 데이터와 고급 수준 내용 정보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브라우징이나 검색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 한다. 본 논문
에서는 이를 위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였다. 기본적으로 여러 장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뉴스나 축구 등 각각의 특
성을 살릴 수 있으면서도 중복되는 부분은 하나로 합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면 다른 장르로도 쉽게
확장할 수 있다.

Who
Where
When
How
What
Why

Shot n

2) 신 단위 내용 정보 입력 방법

Scene

Who
Where

Shot 1

When

..
.

How
What
Why

Title
Title

Cast

Shot n

People
People
3) 혼합된 내용 정보 입력 방법

Staff
분류분류- 날짜별프로그램
날짜별프로그램

Scene

동영상Files
동영상Files

Scene
Scene

Shot
Shot

Who Where

When

How

What Why

Scene과Keyword 연결
Keyword
Keyword

Shot 1

Shot 2

…

Shot n

그림 10. 테이블 관계도
Fig. 10. Relational Table

그림 11 내용 정보 입력 방법
Fig. 11. Input method of contents information

그림 10은 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관계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Title은 최상위 레벨의 고급 수준 내용
정보로서 타이틀의 종류와 제작사, 국가에 대한 정보가 들

고급 수준 내용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육하 원칙에 따라
구분하였다. 고급 수준 내용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림 11은 세 가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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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그림이다. 첫 번째는 샷 단위로 고급 수준 내용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 단위로 고급 수준
내용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첫 번째 방
법과 두 번째 방법을 혼합하여 필요한 샷에 대해서만 고
급 수준 내용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다. 즉, 'Who'라는 키
워드에 'A'라는 사람이 입력이 되었고 신내에 있는 샷 중
에 한 두 샷에만 'A'라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 샷들만 키워
드와 연결을 시키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샷 단위의 검
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
아지고, 한 비디오 내에 너무 많은 샷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용 정보를 입력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
이 있다. 이에 반해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에 비해
중복되는 내용이 없고 내용 정보를 입력하는 데 많은 시간
이 걸리지는 않지만 샷 단위의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
이 있다. 세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보다는 내용 정보를
입력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첫 번째 방법보
다는 빠르게 내용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중복되는
내용 정보도 줄일 수 있고 샷 단위로 내용 정보들이 입력
이 되기 때문에 샷 단위의 검색도 가능하게 된다. 본 시스
템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한다.

Ⅵ. 웹에서의 검색 기능 설계
웹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한 웹 서버는 인터넷 정보 서비
스(IIS)이며,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서 작동하는 ASP를 이
용하여 웹 프로그래밍을 하였다.

1. 제공하는 주요 기능
제공하는 기능은 크게 검색에 관한 기능과 요약에 관한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시스템들 대부분이 검색이
나 요약 중 하나의 기능만 제공하는 데 반해 본 논문의 시
스템은 검색, 요약에 관한 기능을 같이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자신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2는
뉴스에서의 검색 조건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기본적으로 육
하원칙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고, 기사 타입과 정치, 경제
등의 섹션에 관한 질의가 가능하다. 드라마 또한 뉴스와 비
슷하게 육하원칙에 따른 질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드라마에
서는 섹션이나 기사 타입이 존재하지 않고 타이틀이 존재
하기 때문에 섹션, 기사 타입에 대한 질의는 불가능하고 타
이틀에 대한 질의가 가능하다. 스포츠에서는 육하원칙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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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뉴스에서의 검색 조건
Fig. 12. Search condition of the news

그림 13. 검색 결과
Fig. 13 Search result

미가 없으므로 대회,리그 이름, 팀, 선수 이름 등에 의해서
질의가 가능하다. 그림 13은 질의에 대한 결과 화면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는 대표
프레임과 간단한 신의 내용이 보여지고 대표 프레임을 클릭
하면 동영상에서 해당하는 신만 실시간으로 클라이언트로
보내지고WMP(Windows Media Player)를 통해 재생되게
된다. 이런 모든 질의가 가능한 이유는 5장에서 설명했던 도
구들을 통해 서버측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4. 드라마에서의 요약 조건
Fig. 14. Search condition of the drama

그림 14는 드라마 장르 동영상의 요약 조건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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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요약이라는 것은 동적 요
약을 말한다. 즉,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자신이 원
하는 요약이 어떤 요약인지를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동
영상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져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 현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줄거리 요약', '
예고편 요약', '재미있는 요약'이 그것인데, 실제 내부적으
로는 4장에서 언급되었던 목적 함수의 가중치를 조절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줄거리 요약'이라는 것은 전체 동영
상내에서 샷이 고르게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Well
Distributed에 가중치가 크게 주어질 것이다. '예고편 요약
'이라는 것은 동영상의 결론이 사용자에게 보여지면 안되
기 때문에 Shot Exclusion에 가중치가 크게 주어질 것이
고, '재미있는 요약'이라는 것은 Event에 가중치가 크게
주어질 것이다. 이 외에도 목적 함수의 가중치에 따라 여
러 가지 요약 조건이 가능할 것이다. 본 시스템에서는 이
러한 계산이나 샷의 선택이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동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CGI로 구현이 되어 웹 서버
와 연동이 된다.

그림 15. 뉴스에서의 요약 조건
Fig. 15. Abstraction condition of the news

그림 16 스포츠에서의 요약 조건
Fig. 16. Abstraction condition of the sports

그림 15와 그림 16은 각각 뉴스에서의 요약 조건과 스포
츠(축구)에서의 요약 조건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뉴스와 스
포츠 같은 경우에는 장르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드라
마와는 다르게 요약 조건이 적용된다. 뉴스에서는 섹션, 기
사 형태, Report 타입에 따라 요약이 된다. 섹션은 정치, 경
제 등의 분야를 나타내고 기사 형태는 사건 사고, 현장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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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등 기획 기사의 형태를 나타낸다. Report 타입은 각 샷
의 타입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앵커, 그래픽 등을 들 수
있다. 스포츠에서는 골과 하이라이트 두 가지 요약이 있을
수 있다. 골은 저작 도구를 통해 골이라고 입력한 샷들만
선택이 되고 하이라이트는 골 이외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샷들도 선택이 된다. 하이라이트에서는 4장에서 설명했던
동영상 요약 알고리즘이 수행이 되는데 약간 변형된 형태
로 동작을 한다. 즉, 4장에서 설명했던 동영상 요약 알고리
즘에서는 'Event' 목적 함수가 움직임이 많은 샷이라고 정
의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실제 스포츠에서 벌어지는 이벤트
들 - 재연 장면, 골 장면, 축소 장면, 확대 장면 - 로 정의
를 했다. 알고리즘에서는 골 장면일 때 가장 높은 가중치를
주고 다음은 재연 장면 이전 샷, 확대 장면, 축소 장면 순
으로 높은 가중치를 두어 골 장면과 재연 장면 이전 샷 위
주로 요약을 만들게 하였다.

2. MPEG-7 과의 연계
본 논문에서는 MPEG-7과의 연계를 위하여 MPEG-7내의
SequentialSummary DS를 이용하였다. SequentialSummary
DS는 이미지나 오디오와 동기화된 비디오 프레임들의 요약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SequentialSummary DS는 시간적
으로 연속적인 프레임들의 집합으로 요약 동영상을 표현할
수 있으며 오디오와 비디오 파일로 요약 동영상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림 17은 SequentialSummary DS의 예를 보여
주는 그림이다. 처음의 locator는 원본 비디오의 저장 위치
를 나타내며 두 번째의 locator는 요약된 비디오의 위치를
나타낸다.
<SequentialSummary id="SoccerSummary001">
<SourceLocator>
<MediaURI>file://disk/soccer001.mpg</MediaURI>
</SourceLocator>
<VideoSummaryLocator>
<MediaURI>file://disk/soccer001.mpg</MediaURI>
</VideoSummaryLocator>
<FrameProperty> . . . </FrameProperty>
<FrameProperty> . . . </FrameProperty>
<FrameProperty> . . . </FrameProperty>
</SequentialSummary>

그림 17. SequentialSummary DS의 예
Fig. 17. A example of "SequentialSummary DS"

본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SequentialSumary를 적용하기 위
하여 웹에서 XML로 작성된 SequentialSummary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동적 요약을 생성시킬 때마다 Sequ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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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보기

그림 18. XML 문서의 예
Fig. 18. A example of XML document

Summary DS가 하나씩 생기는 것이다. 그림 18은 동적 요
약에 의해 나오는 SequentialSummary DS를 보여주는 그
림이다. 본 시스템에서는 웹에서 MPEG-7에 따르는 문서
를 보여주기 위해서 XSL을 이용한다. 즉, MPEG-7은
XML을 근간으로 형성된 문서이므로, 웹에서의 서비스는
XML의 스타일 문서인 XSL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된다. 그림 19는 XSL의 동작 원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XML문서가 갖고 있는 고유의 패턴을 인식하고 XSL이 갖
고 있는 패턴에 해당하는 규칙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웹 문
서처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19. XSL의 동작 원리
Fig. 19. The action principle of XSL

Ⅶ. 결 론
최근 멀티미디어 데이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VOD,
DVL과 같은 많은 응용 분야가 발전하고 있다. 이런 응용
분야에서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을 보는 데 큰 용량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동영상 자동 요약 기법과 동영
상 검색 기법이다. 동영상 자동 요약 기법은 동영상의 내용
정보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작은 동영상 혹은 대표 프레임
들의 집합을 만드는 기법을 말하고 동영상 검색 기법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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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 중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찾
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
이 아직 사용자가 만족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
람이 수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 요약 및 검색 시스템을 구현했다.
기존의 여러 시스템과는 다르게 검색과 요약에 관한 기능
을 한 시스템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였고, 현재 인터넷에서
많이 쓰이는 ASF 파일 형식을 이용함으로 해서 현재 실제
로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ASF 파일 형식
의 특징을 이용하여 샷 자동 경계 검출 방법의 속도를 크
게 향상시켰다.
시스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크게 서버 부분과 클라이
언트 부분으로 나뉘는데 서버 부분은 사용자가 원하는 동
영상을 검색하고 미리 만들어진 동영상 요약 파일을 보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들을 말
한다. 클라이언트 부분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동
영상을 검색하는 기능과 동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동영상 요약 파일을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서 동영상에 대한 검색/요약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적절하
게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개발되는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보
다 효율적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 관리할 33수 있
을 것이다. 앞으로는 각 장르에 알맞은 인덱싱 알고리즘,
요약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보다 견고한 동영상 요약 및 검
색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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