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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휴대폰 카메라의 성능이 높아지고 영상기기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이 생산한 퍼스널 미디
어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Youtube, TV캐스트, TV Pot 등의 컨텐츠 서비스 또한 증가하면서 퍼스널 미디어
가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짐에 따라 검색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검색은 제목과 열거된
키워드 등에 의한 컨텐츠 단위의 단순 키워드 검색만을 지원하여 검색의 효율이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퍼스널 미디어의 효과적인 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를 설계 및 제안한다. 제안한 메타데
이터 구조는 퍼스널 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벤트 서술 및 검색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반영하여 퍼스
널 미디어의 내용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서

등을 이용하여 DBMS등에서 지원하는 텍스트 검색을 키

론

워드 기반 검색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미디어
최근 휴대폰 카메라의 성능이 높아지고 영상기기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이 생산한 퍼스널 미디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퍼스널미디어는 다른 사람의 삶
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진다[1]. 이
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화를 통한 정확
한 검색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퍼스널 미디어가 공
유되는 Youtube, TV캐스트, TV팟 등의 서비스 들에서는
키워드 기반 검색만을 지원하고 있어 필요한 미디어를
검색하는데 한계가 있다.

단위의 정보인 제목이나 단순하게 열거된 태그 등에 의
존하기 때문에 단순 키워드 매칭 정도의 검색만이 가능
하므로 전반적으로 검색 결과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부분 단위로 쪼갠 구조 정보와 각 부분에 해
당하는 의미정보 및 미디어 자체에서 추출한 시각 기술
자 등을 통한 내용기반 검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검색을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을 모두 담아둘 수 있는
메타데이터 구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메타데이터들

미디어를 검색하는 방법은 크게 키워드 기반 검색과
내용 기반 검색으로 나뉜다[2].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구
현해야 하는 내용 기반 검색보다는 미디어의 제목, TAG

은 방송 미디어의 유통을 위해 설계된 것들이 대부분이
기 때문에 미디어 내용에 기반한 정보 보다는 유통을
위한 제작 정보 및 사용 정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
나 미디어 단위의 정보만 저장가능하고, MPEG-7 표준의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
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R0126-15-1112, 퍼스널 미디어가 연결 공유 결합하여 재구
성 가능케 하는 복합 모달리티 기반 미디어 응용 프레임워크
개발]

경우 구체적 필드들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아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구체적 필드까지 정의된 메타데이터
구조의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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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퍼스널 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
분 단위의 서술이 가능한 메타데이터 구조를 설계 및
제안한다.

제안한

구조는

MPEG-7

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메타데이터 구조에 관
해 기술한다.

MDS(Multimedia

Description Scheme)와 호환 가능하도록 MPEG-7 MDS

3. 설

계

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미디어의 내용 정보를
표현하는 의미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

3. 1.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고려사항

다.

퍼스널 미디어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기 위
해 정보의 주체인 퍼스널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
다. 과거 퍼스널 미디어는 길이가 짧고 전반적으로 낮은
질로 제작된 특성을 갖고 있었으나 일반인 또한 제작
기술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과거의 특성이 나타
나지 않는 영상들이 많아지게 되어 특성을 잡아내기 힘
들 정도로 다양한 형태를 띄게 되었다. 이로 인해 퍼스
널 미디어를 표현하는 메타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를 모
두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구조를 갖는
형식보다는 유연성을 갖는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빠르
게 증가하고 있는 퍼스널 미디어를 자료화 하기 위해서
그림 1. MPEG-7 MDS 구조

는 자동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

2. 관련 연구
현재까지 연구된 메타데이터 표준은 대표적으로 MPEG7과 TV-Anytime이 있다. MPEG-7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표준화하여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특정 응용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
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3]. 구조, 의미, 메타, 미
디어 정보 등의 고수준 정보와 색깔, 질감, 객체 움직임,
모양 등의 저수준 정보까지 모두 표현 가능하다. TVAnytime의 경우 방송 컨텐츠의 생성/유통 부분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4]. MPEG-7에서 정한 메타데이터 요소
중 목적에 맞는 것들을 취사선택하여 설계되었으며 부

그림 2. 제안 메타데이터 구조

분 단위로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
조화 할 수 없고 단순 나열만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두 표준은 XML형식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3. 2.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기타 다른 메타데이터들 중 코드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퍼스널 미디어를 위한 메타데이터의 전반적인 구조는

되어있는 표준들도 있지만 코드 형식의 표준의 경우 유

MPEG-7 MDS와 같이 Media/Structure/Semantic 정보로

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표준들이 많아 주로 컨텐츠 단위

나눠져 있다. Structure 정보는 Video, Audio의 구조적

의 정보들로 구성되며, 부분 단위의 정보를 포함하더라

정보를 가지며 Semantic정보와 연결 가능하도록 각 정

도 자세하지 않고, 객체 정보를 담는 필드도 부족하다.

보마다 별도의 ID값을 가진다. Video 부분은 Scene/sub-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부분 단위의 체계적 의미

scene/Shot/Region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며 Audio부분

정보와 저수준 특징, 객체 정보 및 자동화를 위한 정보

은 AudioSegment의 Set으로 구성된다. Semantic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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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와 Action의 두 계층을 가지며 각 정보마다 연결되

에 대한 정의보다는 멀티미디어의 내용을 기술하는 방

는 Structure정보의 ID값을 가진다. Annotation정보는 문

법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퍼스널 미디어 자료화

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Subject, Predicate, Object와

에 유용한 정보들을 표현하는데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

장소, 시간 등의 부가 정보들로 이루어지고, KOR, ENG

문에 응용에 맞춘 새로운 메타데이터 구조를 정의하는

등으로 언어별 필드를 가진다. 그리고 인식기 정보와 정

것이 필요하다. 제안 메타데이터 구조는 Structure 정보

확도 정보를 넣을 수 있도록 TYPE, ACC 정보가 있고,

와 Semantic 정보를 분리하고 Semantic의 구조를 Event,

요약 시 사용할 수 있도록 Priority 정보가 있다.

Action 두 단계만을 사용함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UGC를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하
였고, Semantic 정보에 인식기가 생성한 정보들을 포함
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수의 미디어를 자료화하는데
자동화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MPEG-7 MDS처럼
Object간의

관계나

장르

등을

표현하기

위한

ClassificationScheme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온
톨로지 구축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퍼스널 미디어를 자료화 하기 위해 부분
단위의 의미정보와 이벤트를 서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그림 3. 제안 메타데이터 Structure 정보 예시

구조를 설계 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메
타데이터에 포함 된 시스템이나 의미 정보들을 활용한
온톨로지 검색시스템이나 MPEG-7의 시각기술자 정보
등을 이용한 내용 기반 검색 등의 시스템 구축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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