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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송콘텐츠 중 다큐멘터리는 자연, 역사, 시사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사물이나 이
론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중, KBS <생로병사의 비밀>은 500편
이상의 에피소드(Episode)를 방영 중이며 건강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선 에피소드 단위로 동영상을 찾은 후 수동적으로 처음부터 시청해야하는 단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로병사의 비밀>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에피소드
를 콘텐츠에 특화된 단위로 인덱싱(Indexing) 하였다. 그리고 인덱싱 된 데이터에 대하여 콘텐츠에 특화된
주석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방법을 통해 <생로병사의
비밀>이 가진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2 콘텐츠 검색 어
1. 서 론
여러 장르의 방송콘텐츠 중 다큐멘터리는 자연, 역사, 시사
등 다양한 하위 장르를 가지고 있다. 같은 장르에서도 작가의
주관에 따라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지만, 실
제 사물이나 이론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다큐멘터리는 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시청자들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간
접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장르가 다
양하고 방영된 에피소드의 수가 많을수록 넓고 구체적인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특히 KBS 1-TV에서 방영중인 <생로병사의 비밀>[1]은 건강
에 대한 요소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500편 이상의 에피소드를 방영 중이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에피소드는 질병, 신체 부
위, 음식 등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면마다 특정 질병에
대한 정의, 질병의 증상 및 치료 방법, 특정 신체 부위에 좋은
음식이나 운동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둘째, 500
회 이상의 에피소드를 통해 여러 가지 요소를 다루면서 방대한
양의 건강 정보를 구성하고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즉, 주제에 따라 관련 있는 질병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 되면서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된다 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반복되는 패턴의 영상 일부를 들여다보면 매우 유용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질병을 예방,
학술 자료를 통해 질병에 의한 위험성을 인지하는 등 여러 부
분의 유익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데엔 문제점이 있다. 에피소드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현재로선 정보를 얻기 위해 에피소드
제목만으로 검색을 해야 하고, 찾고자하는 정보의 유무를 모른
체 재생되는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동적인 시청을 해야 한
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로병사의 비밀>이 가진 방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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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주석하고 검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워 진행하였다.
- 콘텐츠 특징 및 사용자 의도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 설계
- 다양한 관점에서의 재구조화를 통한 효과적인 콘텐츠 소비
방법 설계
- 효과적인 검색과 활용을 위한 <생로병사의 비밀> 주석 시스템
구축
본 논문에서는 <생로병사의 비밀> 콘텐츠의 제한된 접근성
및 활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하고, 특화된 정
보 모델링 방법과 구현한 주석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러한 모
델링 방법과 시스템을 통하여 <생로병사의 비밀> 콘텐츠가 가
진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배 경
2.1 콘텐츠 주석 어플리케이션
주석 시스템 설계에 앞서 기존에 방송콘텐츠 주석 시스템을
[표 1]과 같이 주요 특징을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장르에 따라서 주석의 목적, 주석 정보의 활용의 차이점이 있
고, 같은 장르에도 역시 목적과 활용에 따라 차이점이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장면의 어떤 요소를 주석 정보로 사용
할 것이며, 그 정보들의 체계적인 검색을 위해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도 콘텐츠의 특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생로병사의 비밀>은 건강에 대한 정보 검색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특징을 고려하면 콘텐츠에 특
화된 주석 시스템을 설계 할 수 있다.
2.2 콘텐츠 검색 어플리케이션
최근 방송 콘텐츠 검색을 활용한 사례가 하나 있다. 바로
KBS 역사포털 <HISTORY>[2]이다. 역사를 주제로 한 여러 장르
의 콘텐츠 정보를 모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주요 특징들 중 첫째로 콘텐츠들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로 사용자는 ‘광개토대왕’에 대한 정보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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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검색을 시도할 수 있다. 검색에 대한 결과로 시사/교양 프
로그램인 <역사 스페셜>에서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에피소드의
주요 구간을 시청할 수 있다. 또 드라마 <광개토대왕>에서 역
사적인 재연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토크쇼 <역사저널
그날>에서는 광개토대왕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흥미 있는 에
피소드를 들을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정보의 분류이다. 역사
라는 주제에 많이 접근하는 요소를 범주로 분류하여 크게 인
물, 유물/유적, 사건, 문헌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방
송 콘텐츠 특징을 이해하고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류하
여 활용한다면 접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표 1] 방송콘텐츠 주석 시스템 특징
Semantic
Ontologies for the annotation
IPTV 환경에서의
and
metadata
MPEG7 [6]
방송콘텐츠
retrieval
annotation of documentary of
media 온톨로지 구축 [5]
stories [3]
objects [4]
- 드라마
- 다큐멘터리
- 다큐멘터리
장르
- 모든 장르
(인물 중심의 스 (여러 장르)
(자연)
토리)
- Contents의 다양
목적 - 라이브러리화
- 정보 검색
- 정보 검색
한 활용
활용 - 주석 정보를 포- 주요 장면 검색 - 주요 장면 검색 - 검색, 인덱싱, 필
함한 영상 보관
터링 등 기타
활용
- 목적에 따른 대
- 콘텐츠 관리자 - 일반 사용자
- 일반 사용자
대상
상
- 자체 Semantic- 자체
Semantic- Object 및 Action- Visual Descriptor
element 사용
element 사용
thesaurus 사용
(MPEG7 표준)
Descriptor- 자유
semantic- 자유
semantic- 자체 segment 카- Audio Descriptor
segment 사용
segment 사용
테고리 사용
(MPEG7 표준)
- 비표준
- 비표준
- 비표준
- Documentary/
- Semantic elements
- Object 및 Action에- 다양한 Contents에
DocumentaryClip/
대한 Ontology를 따른 Description
Description 에 대한 Ontology
DocumentaryPiece
Schema
를
사용하여
사 용 하 여 Schema 존재
자체 구조로 index
description
description
(MPEG7 표준)
및 description
Description
- XML
- XML
- XML
Definition - OWL
Language
- TRECVid의 media
indexing
및
- 검색 및 브라우
향후
Semantic relation- MPEG7 기반의 징 방법 병행
- (내용 없음)
발전
ontology 활용
활용
- 메타태그 표준화
방향 - CIDOC CRM의 문화- OWL 추가
- 태그의 자동화
유산 관련 formal
ontology 활용

따라서 연속적인 VS들이 가진 공통점을 통해 한 단계 상위 계
층으로 Video Paragraph(이하 VP)를 정의하였다. VP는 소주제
를 가지며 보통 해당 구간에서 언급하고 있는 질병이 소주제가
된다. VP는 출연자가 앓고 있는 공통된 한 질병을 나레이터가
소개하고 진료방법이나 치료방법을 전문의 등이 인터뷰로 전달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른 질병을 가진 출연자가 등장하
거나 화제가 전환될 경우 VP의 경계가 된다. 이렇게 하나의 에
피소드를 콘텐츠에 특화된 VP와 VS로 인덱싱하여 <그림2>와
같이 계층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특징

3. 콘텐츠 기술자 모델링
콘텐츠의 구조(Structure)와 의미(Semantic)을 정의하기 위해
MPEG-7에선 콘텐츠 기술자(Content Description)[6]을 <그림
1>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콘텐츠들은 콘텐츠 기술자에 의해
인덱싱 되고 주석처리 되어 어플리케이션이 활용할 수 있게 가
공된다. 본 장에서는 <생로병사의 비밀>을 콘텐츠 기술자 정의
에 따라 모델링하여 가공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그림 2> Video Paragraph 및 Video Sentence 계층적 구조
3.2 인덱스 주석 모델 설계
계층적으로 구성된 인덱스를 검색하기 위해선 주석 정보가
필요하다. 각 계층의 특징을 파악하여 주석 모델링을 하였을
경우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검색이 유용하다.
우선 VS는 일정한 내용을 가지며 그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를 보인다. 이런 특징을 택소노미(Taxonomy)[7]로
구성하였고, 기술자 구조(Description Schema)는 택소노미를 따
른다. 이로써 annotator는 해당 요소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석
할 수 있고 모든 VS에 일정하게 정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범주화(categorization) 할 수 있다. VP역시 일정한 내용을 가지
고 있다. 질병 중심의 전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병 이름을
중심으로 택소노미를 구성할 수 있다.
범주화 된 정보는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찾기 쉽지만 기준에
벗어난 정보는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그림 3>과 <그림4>의
내용 중심의 VS 및 VP Type 택소노미와 VP구간에 자주 나타
나지만 내용 보다는 등장인물의 특징, 사물, 개념 등의 정보를
담은 <그림 5>의 VP Keyword 택소노미를 구성하였다. 각
keyword에서 구조화하기에 어려운 개념들은 annotator에 의해
확장될 수 있도록 모델링 하였다.

<그림 3> Video Sentence Type 택소노미

<그림 1> 콘텐츠 기술자 정의
<그림 4> Video Paragraph Type 택소노미

3.1 계층적 인덱스 설계
<생로병사의 비밀>은 진행자의 나레이션과 출연자들의 인터
뷰로 내용이 전개된다. 때문에 그들이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음성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음성정보의 손실을 가급
적 피하기 위해 기존 영상처리의 Shot단위 인덱싱이 아닌 화자
(진행자 혹은 인터뷰 출연자)의 대화 전환을 기점으로 최소 단
위 인덱싱을 한다. <생로병사의 비밀> 콘텐츠에 대하여 이 단
위를 Video Sentence(이하 VS)라 정의하였다. VS단위로 인덱스
하였을 때 한 에피소드당 약 100개의 VS가 발생하였다. 사용자
가 VS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가정하면 분할(segmentation)이
많이 되어 한 눈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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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콘텐츠 특화 구간 주석 모델 설계
분류된 인덱스 사이에서도 유난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
상되는 장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전문의 인터뷰를 통해 신뢰
성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래픽 설명 장면을
통해 교육 목적의 자료로 쓰이며, 통계 및 학술 자료를 설명하
는 장면을 통해 어떤 질병의 위험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발표용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콘텐츠에 특화된 인덱스에 대하
여 부가적인 정보를 입력한다면 접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 일반적인 검색 프로세스에 더하여 특수 목적을 가진 사용자
를 위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활용성이 높은 장면을 [표 2]
과 같이 분류하여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모델링을 하였다.

<그림 8> Episode에 대한 주석 데이터 XML 구조 정의

[표 2] 콘텐츠 특화 장면 정보
특화
장면

검색
단위

특징

활용 정보

전문의
인터뷰

VS

- 에피소드 내용 요약 가능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학 정보

동영상

그래픽
설명

VS

- 사람의 눈으로 보기 힘든 요소
를 시각적으로 효과적 표현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학
정보

동영상

- 신체 부위
- 개념/대상

VS

- 음식, 운동, 생활습관 중
건강과 관련된 내용

동영상

- 음식 명칭
- 운동 명칭
- 습관 명칭

VS

- 의학 장치
- X-ray, MRI, 초음파 등 의 이미지
명칭
학 장치 출력 사진
(프레임) - 출력 대상

VS

- 사람의 눈으로 보기 힘든 요소
를 시각적으로 효과적 표현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학
정보

이미지 - 신체 부위
(프레임) - 개념/대상

VS

- 객관적이고 신뢰성
의학 정보
- 시각화된 정보

- 주제
이미지 - 출처
(프레임) - 조사년도
- 형태

건강
행위
정보
의학
장치
출력
사진
그래픽
설명
학술
및
통계

있는

부가 주석
정보
- 전문의
이름
- 병원명
- 진료과

4. 시스템 구현 및 분석
본 논문 3장에서 기술한 모델링 요소를 고려하여 <그림 6>
와 같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림 6> 주석 시스템

<그림 7> 주석 시스템을 통한 콘텐츠 주석 과정
시스템을 통한 주석 과정은 <그림 7>와 같다. Annotator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우선 에피소드를 Shot으로 분리한다. 분리
한 Shot을 확인하면서 음성 정보 단위로 VS를 구성한다. 구성
된 VS에 대해서 Type에 맞는 택소노미 요소를 선택하여 주석
한다. VS중에는 콘텐츠에 특화된 요소들이 있으므로 종류마다
추가 정보를 더해 주석한다. VS 인덱싱 및 주석 이후 VP를 인
덱싱한다. 언급하는 소주제, 즉 질병명에 따라서 VS를 그룹핑
(grouping)하여 VP를 생성, Type에 맞는 택소노미 요소를 선택
하여 주석한다. 추가로 VP가 가진 Keyword정보를 택소노미에
서 선택 및 추가하여 주석한다.

<그림 9> XML 주석 데이터 예
주석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정보들은 <그림 8>의 <생로병
사의 비밀> 에피소드에 대한 계층적인 XML 정의 구조에 따라
가공된다. XML 데이터의 예는 <그림 9>과 같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생로병사의 비밀>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
색하고 활용하기 위한 주석 모델링 방법과 주석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본 논문의 시스템을 통해 <생로병사의 비밀>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주석할 수 있으며, 주석 정보는 검색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다. 우선 ‘에피소드’ - ‘VP’ - ‘VS’ 계층적인 단위로
브라우징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계층에 따라 주어진 VS 및
VS Type 택소노미에서 쉽게 동영상 검색이 가능하다. 만약 내
용(Type)이 아닌 특정 키워드(Keyword)를 통해 검색할 경우 VP
Keyword 택소노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콘텐
츠에 특화된 구간인 [표 2]의 요소들을 부가 주석 정보를 통해
따로 검색할 수 있다. 주석 정보를 통해 콘텐츠 특화 검색 시
스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차후 주석 정보를 활용하여 웹 검색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
여 검색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분석할 계획
이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이 가진 한계인 annotator에 의존한
수동적 주석 시스템에 동영상이 가진 video 및 audio 특징을
통하여 자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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