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정보기술과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인터넷과 모

바일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
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특히 디지.
털 콘텐츠 중 비디오 콘텐츠는 크기가 수 메가바이트에

서 수 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대용량이기 때문에 컴퓨터상

에서의 많은 처리량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시간.
과 공간 정보가 결합된 이동 객체 가 존(Moving Object)
재하며 시간에 의해 표현되는 연속매체이다 이러한 특, .
징들로 인해 비디오 내의 원하는 부분을 찾는 내용 기반

검색이나 브라우징이 대단히 어렵다.
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디오 데이[1]

타를 구조화하는 동영상 내용 편집 도구(Authoring Tool
를 제안했었다for Video Contents) .

본 논문은 동영상 내용 편집 도구 의 연구를 확장하[1]
여 이러한 구조화된 데이타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을,
쉽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색을 위한 주석의 내용,
까지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

는 계층적 브라우징을 구현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비디오 콘텐츠. 2

에 대한 이전 연구들에 대해 살펴본다 장에서는 기존. 3
에 행하였던 동영상 내용 편집도구에서 효율적인 브라우

* 본 연구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의 지원(10581C093113)
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징을 위해 를 이용하여 브라우징을 구현Adobe Flex[2]
한 부분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결론 및 앞. 4
으로의 연구 방향을 서술한다.
관련 연구관련 연구관련 연구관련 연구2.2.2.2.

비디오 데이타의 구조비디오 데이타의 구조비디오 데이타의 구조비디오 데이타의 구조2.12.12.12.1
비디오 데이타를 내용 기반 검색이나 브라우징을 위해

서는 비디오 데이타를 샷으로 분할해야 한다 그리고 각.
샷에 대해 대표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
림 과 같은 구조로 되어있다1] [3].
샷 은 한 카메라의 연속적인 동작에 의하여 생성(Shot)

된 프레임의 집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샷의 경계 부근.
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여 자동검출이 가능한 부분이며,
시간적 특징을 가진다 샷의 검출 기법의 종류로는 화소.
값에 기반한 접근 화소값의 편차를 기반한 접근[4], [5],

계수를 이용한 접근 모션 벡터DCT [6], (motion
를 이용한 접근 에지 특징을 이용한vectors) [7], (Edge)

접근 히스토그램의 차이를 이용한 접근 등이 있[8], [9]
다.
대표 프레임 은 각 샷에서 가장 잘 표현(Key Frame)

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프레임을 의미하며 공간적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대표 프레임의 검출 기법은 각 샷에.
서의 처음과 마지막 프레임을 추출하는 방법 샷의[10],
움직임 지표에 의한 방법 시각적 내용 복잡 지표를[11],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12] .

디지털 콘텐츠의 메타데이타를 이용한

효율적인 브라우징의 구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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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디지털 콘텐츠 중.
비디오 콘텐츠는 순차적인 특성을 가지며 시간과 공간정보가 결합된 차원 데이타로써 처리시간이 높은, 3
작업이기 때문에 검색이나 브라우징이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디오 데이타를 구.
조화하는 동영상 내용 편집 도구 를 제안했었다(Authoring Tool for Video Contents) .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 내용 편집 도구의 연구를 확장하여 이러한 구조화된 데이타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을 쉽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색을 위한 주석의 내용까지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브라우징을 제안한다 메타데이타가 저장된 파일을 이용하여 플렉스 솔루션으로 구현. XML
하였다 즉 웹 어플리케이션에 플래시를 도입시킨 것으로 플래시 플레이어 가 동작한다면. , (Flash Player)
운영체제 브라우저 디바이스에 대해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어 파이어 폭스, , , , ,

핸드폰 위성 단말기 등 어디에서든지 인터넷으로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PDA, ,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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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은 비슷한 배경 또는 줄거리 상의 사건에(Scene)
따라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샷의 집합이다[13].

그림 비디오 데이타의 계층적 구조1.

비디오 브라우징비디오 브라우징비디오 브라우징비디오 브라우징2.22.22.22.2
비디오 브라우징은 적은 수의 대표 프레임을 이용하여

보여줌으로써 비디오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

며 사용자가 원하는 비디오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브라우징 기법은 식 순차탐색[14]. VCR
법 대표 프레임 정적표현법 계층적 브라우징 기법 씬, , ,
기반 브라우징 기법이 있다.

식 순차탐색 기법은 아날로그 비디오 매체에서 주VCR
로 사용되던 방식을 디지털 비디오에 적용한 기법으로

사용자가 잘 알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임의접근(Random
이 가능한 특성을 활용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Access) .

대표 프레임 정적표현법은 각 샷에서 하나의 대표 프레

임을 추출한 브라우징 기법이다 즉 비디오를 구성하는. ,
프레임을 보이는 방식이다 전체 대표 프레임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각 샷을 가장 잘 표현,
하는 프레임을 찾아 대표 프레임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영상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너무 많은[15].
대표 프레임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계층적 브라우.
징 기법 은 대표 프레임 정적표현법을 발전시킨 기법[16]
이다 전체 대표 프레임을 모두 보이지 않고 그것들 중. ,
대표성을 가진 일부만을 표시한 후 현재 나타나 있는,
대표 프레임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대표 프레임으로 확장

하는 브라우징 기법이다 대표 프레임을 시간적인 순서.
대로 배열하여 보여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비디오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는데 용이하다 그러나 샷들의.
위치만을 중요시하고 의미를 무시하여 비효율적인 브라,
우징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씬 기반 브라우징.
기법 은 비슷한 배경의 샷을 모아 씬을 구성하고 이[13] ,
를 기반으로 원하는 샷을 찾아가는 브라우징 기법으로

씬을 구성하는 샷이 다양하게 존재하면 씬 간의 순서나

비디오 콘텐츠 내에서의 시간적인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메타데이타를 이용한 효율적인 브라우징의 구현메타데이타를 이용한 효율적인 브라우징의 구현메타데이타를 이용한 효율적인 브라우징의 구현메타데이타를 이용한 효율적인 브라우징의 구현3.3.3.3.

동영상 내용 편집 도구동영상 내용 편집 도구동영상 내용 편집 도구동영상 내용 편집 도구3.13.13.13.1
비디오 브라우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컷의 정

확한 검출이 중요하며 각 샷을 가장 잘 표현하는 대표,
프레임 추출이 필요하다.
샷의 검출 기법의 종류는 장에서 설명하였다 그 중2 .

가장 보편적인 검출 방법은 컬러 히스토그램 비교 방법

과 화소단위 비교 방법 이다 컬러 히스토그램 비[8] [4] .
교 방법은 동일한 샷 내의 프레임들은 서로 유사한 색상

분포를 가진다는 특성을 이용한 방법으로 인접한 프레,
임들의 히스토그램 차이를 계산하여 주어진 임계값과 비

교함으로써 컷을 검출한다 화소 단위 비교 방법은 동일.
한 샷 내에서는 화소값의 변화가 적다는 특성을 이용한

방법으로 연속하는 한 쌍의 프레임에서 대응하는 화소,
값을 비교함으로써 컷을 검출한다.
기존의 히스토그램을 사용한 방법은 국소적인 특징을

반영하지 않으며 화소차를 이용한 방법은 전체적인 특,
징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비디오 데이타의 원시 데이. ,
타는 대용량이므로 등으로 인코딩되어 진다 비디MPEG .
오 데이타를 디코딩 한 다음 컷을 검출하는 부분은 상당

한 처리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부적이고 전체적인

특성을 같이 보여주는 비주얼 리듬2) 을 이용하여 대[17]
표 프레임을 추출한 다음 을 이용하여 메타 데이타XML
를 삽입하는 동영상 내용 편집 도구(Authoring Tool for

를 제안했었다Video Contents) [1].
본 논문은 의 연구를 확장하여 이러한 구조화된[1] ,

데이타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을 쉽게 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검색을 위한 주석의 내용까지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계층적 브라우징

을 구현하였다.

그림 동영상 내용 편집 도구2.

비주얼 리듬은 동영상의 시공간적 정보를 모두 가지면서도 동영상2)
의 일부만으로 동영상 전체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영상. DC
을 굳이 복호화 할 필요 없이 프레임에서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I-

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 압축표준에서는 컷의 검출을 빠른 속도로DCT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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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를 이용한 계층적 브라우징 구현플렉스를 이용한 계층적 브라우징 구현플렉스를 이용한 계층적 브라우징 구현플렉스를 이용한 계층적 브라우징 구현3.23.23.23.2
본 논문에서는 메타데이타가 저장된 파일을 플렉XML

스를 이용하여 계층적인 브라우징을 구현하였다 파. XML
일은 문서의 구조에 대한 정보만 저장할 뿐 외양에 관한

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으로는 웹 브라. XML
우저에서 실행시켜도 구조화된 노드 방식의 텍스트로만

표현이 된다 결국 추가적으로 웹 브라우저에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과 기술이 필요하다XSL XSLT .
플렉스 는 태그로 된 스크립트 를 작[2] XML (*.mxml)

성해서 컴파일러로 컴파일하면 플래시로 된 화면을 만들

수 있는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개발 솔루션이(RIA)
다 즉 웹 어플리케이션에 플래시를 도입시킨 것으로 동. ,
적인 사이트에서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플래.
시 플레이어 가 동작한다면 운영체제 브라(Flash Player) ,
우저 디바이스를 가리지 않고 실행된다 즉 나, . , ActiveX

등에 관계없이 인터넷 익스플로어 파이어 폭스JVM (IE),
핸드폰 위성 단말기 등 어디에서든지(Firefox), PDA, ,

인터넷으로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플래시 플레이어 의. (Flash Player)
설치를 필요로 하지만 현재 전 세계의 이상의 컴퓨90%
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사의 공식 통계Adobe

를 감안해 볼 때 사용자 측에 플래시 플레이어에 대[18]
한 부담감은 없을 것이다.
그림 은 플렉스를 이용하여 계층적 브라우징을 구[ 3]

현한 폼 이며 폼의 각 기능은 다음 표와 같다(Form) , .
표 계층적인 브라우징 폼의 기능1.

기 능

①
영상 데이터가 재생되는 레이어이다.

클래스를 이용하였으며 에서 임NetStream , ④
의의 대표 프레임을 클릭하면 클릭된 대표,
프레임부터 재생이 가능하다 즉 랜덤 액세스. ,
가 가능하다.

②
메타 데이타의 상위 부분의 데이타를 출력한

다 영상의 이름 영상의 시간과 대표 프레임. ,
의 개수를 나타낸다.

③
메타 데이타에서 대표 프레임의 시간 정보와

제작자가 넣고 싶은 광고나 키워드를 저장한

부분을 출력해 준다.

④
대표 프레임을 보여준다 시간적인 순서대로.
배열하여 보여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비디,
오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는데 용이하다.

그림 계층적 브라우징을 구현한 폼[ 3]

1

그림 계층적 브라우징 예[ 4]

결론 및 향후 계획결론 및 향후 계획결론 및 향후 계획결론 및 향후 계획4.4.4.4.

본 논문에서 비디오 데이타를 구조화하는 동영상 내용

편집 도구 의 연구(Authoring Tool for Video Contents)
를 확장하여 구조화된 데이타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
을 쉽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색을 위한 주석의,
내용까지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브라우징을 제안하였다 대표 프레임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배열하여 보여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비디오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는데 용이하다.
또한 플렉스를 이용하여 브라우징을 구현하였으므로 플,
래시 플레이어가 동작한다면 운영체제 브라우저 디바이, ,
스를 가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향후 본 논문에서는 대표 프레임을 병합하는데 차, 1

레벨의 병합을 하였으나 특수효과가 처리된 비디오 데,
이터의 경우 유사한 대표프레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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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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