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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디바이스와 다양한 상제작도구의 발 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치정보가 포함된 GeoContents의 경우 치기반의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사진 등의 이미지 콘텐츠는 사용자 치정보와 주변 POI 
정보를 활용 다양한 치기반서비스가 상용화되어 있다. 상 콘텐츠의 경우 임별로 치정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표 치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별 

치정보가 포함된 상 콘텐츠를 GeoVideo라 정의하고, GeoVideo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용하기 해

서 GeoVideo 제작 도구  뷰어 소 트웨어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GeoVideo는 사용자 

치정보 기반의 상 콘텐츠 검색 서비스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1. 서론

   일반 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정보 검색은 문자로 표

되는 키워드 매칭 질의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사용자 

치기반의 검색 서비스를 지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Geo-Contents[1]가 제안되었

다. Geo-Contents는 시공간 참조 정보로써 Georeference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미지 콘텐츠 

 사진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다양한 카메라 

디바이스가 GPS센서를 내장하고 있으므로 자동으로 치

정보를 결합[2]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치기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구 에서 제공하는 지

도 갤러리 등의 웹 앨범 서비스와 모바일 앱 서비스들은 

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의 Exif(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3]. 

   상 콘텐츠와 치정보가 결합된 서비스로는 일본의 

Iwane사에서 만든 iiCosmo[4] 는 다음의 로드뷰와 유사

한 GIS 공간데이터 시스템[5] 등이 있다. 이러한 치기반 

상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이미지 콘텐츠와 유사한 방식

으로 하나의 표 치정보와 결합된 상 콘텐츠를 사용

하거나 도로정보나 네비게이션 분야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반면 상물 내의 다양한 치정보를 제 로 활용하지 못

하고 아직은 이미지 콘텐츠에 비해 미디어 매체( 화, 

UCC, TV 쇼 로그램)의 경우는 치정보를 활용 한 서

비스가 재까지는 구 되지 못하고 있다. 

   재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의 동

상 시청률은 체 동 상 시청률의 10%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모바일 기기에서의 동 상 시청자들은 

OnDemand 방식의 시청 패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TV를 통한 시청자들에 비해서 보다 개인 인 서비스에 

한 수요가 높다. 치정보와 결합된 상 콘텐츠는 사용

자 맞춤형 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한  50명을 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98%의 시청자가 상을 보며 “ 곳이 어딜까?”, “한번 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 봤다는 응답을 하 다. 따라서 

치기반의 상 콘텐츠 검색 서비스에 한 요구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임별 치정보가 포함된 상 콘텐

츠를 GeoVideo라 정의하고, GeoVideo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용하기 해서 GeoVideo 제작도구  뷰어 소 트웨어

를 제안한다. GeoVideo는 GPS센서가 내장된 상 콘텐츠 

제작 디바이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될 수 도 있으며, 

기존의 상 콘텐츠에 해서 련 치정보를 지도서비

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생성될 수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치정보가 

결합된 디지털콘텐츠에 한 련연구를 기술하고, 3장에

서는 GeoVideo를 정의한다. 4장과 5장에서는 각각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GeoVideo 제작도구와 뷰어 소 트웨어

의 설계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에 해서 기술한다.            

2. 련 연구

2.1 상과 GPS 활용 사례

   모든 차량 블랙박스 기기 는 스마트폰 블랙박스 앱

을 통해 녹화되는 상과 GPS데이터, 촬 시간 기록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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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기록되어 앙서버에서 리하며 그 게 모인 정보를 

특정 한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 을 때 인근 지역의 범

죄발생 시간 에 녹화된 블랙박스 상물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각각 다른 시각의 차량에서 촬 된 정황을 확보

하여 수사에 활용 할 수 있다[6]. 그리고 다른 연구 사례

를 보면 4S-Van을 사용하여 장에서 획득한 공간객체의 

상과 치/자세정보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축 하여 상 데이터와 수치지도에 하여 양

방향으로 공간객체의 검색이 이루어진다[5]. 이 둘의 경우 

상과 GPS를 으로 두었다는 이 흡사하지만 해결

하고자하는 촬 되어 있거나 촬 할 상에 치정보를 

삽입하고 확인하는 기술과는 다른 형태의 활용이다.

  

2.2 이미지와 GPS 활용 사례

   EXIF(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은 JEIDA(일

본 자산업진흥 회)에서 개발한 포맷으로서 디지털 카메

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메타 일의 장 형식이다. 촬 된 

이미지에 카메라의 제조회사, 모델명, 촬 일, 촬  옵션 

상태 값, 래시 사용여부 등 다양한 부가 정보를 기록하

고 있다. EXIF는 촬 하는 순간에 카메라에 의해서 이미

지 일(JPEG)에 자동으로 기록된다[7]. 치정보의 취득형

태는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치데이터를 얻는 구성을 가

지며 이미지데이터, 텍스트데이터처럼 각각 분리되어 송

하기도 하며 이미지 일의 Exif 태그에 포함되기도 한다

[8]. EXIF 포맷으로 치정보가 포함된 이미지 일의 경

우 다양한 활용 사례를 갖는다. 표 인 로 구 사의 

사진을 지도 에서 확인하는 서비스인 Panoramio를 들을 

수 있다. Panoramio 서비스는 지도상에 시각화하여 손쉬

운 사진 리와 사진들이 힌 치에 따라 일화되고 

검색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9].

3. GeoVideo 정의

   본 논문에서는 임별로 치정보가 포함된 상 콘

텐츠를 GeoVideo라 정의한다. GeoVideo를 장하기 한 

상 콘텐츠 일 포맷은 본 연구의 범 를 벗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기존 포맷( 를 들면 mp4, avi, 

wma 등)의 상 콘텐츠 일과는 별도의 일로 해당 

상 콘텐츠의 임 별 치데이터를 장하고자 한다. 이

는 자막을 해 별도의 SMI 일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림 1) GeoVideo 일 구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상 콘텐츠 치데이터 일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치데이터 일

을 생성한 사용자에 한 정보를 장하는 부분, 둘째 

상 콘텐츠의 기본 인 메타정보를 장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상 콘텐츠의 치정보를 장하는 부

분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XML을 기반으로 치데

이터 일을 <VideoLocations>요소로 정의하 다.

   <VideoLocations>요소는 <User>요소, <Video Info 

Data>요소, <GPS Data>요소로 구성되며, <GPS Data>

요소는 필수요소로 정의된다. <User>요소는 GeoVideo의 

제작자 정보가 입력되고 <Video Info Data>요소는 해당 

상 콘텐츠의 메타데이터가 입력된다. <GPS Data>요소

는 상 콘텐츠의 임별 시작시간과 해당 임의 

상에 한 치정보로써 도, 경도 값이 입력되어 진다. 

치데이터는 매 임마다 장되는 것이 아니며, 상 

콘텐츠의 치정보가 변경되는 임에 해서만 장된

다.

(그림 2) XML 기반의 치 일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상 콘텐츠 치데이터 

일의 사용 를 보이고 있다. FrameTime의 단 는 분

이며 삽입이 되어 있지 않은 구간은 치가 변하지 않은 

구간으로 간주하게 된다. 를 들어 그림1을 보면 첫 번째 

FrameTime이 1이고 두 번째 FrameTime이 63인데 이는 

상 시작 후 1분에서 62분 사이는 처음시작과 같은 치

에서 촬 을 한 것이다. 

4. GeoVideo 제작 도구

   GeoVideo 제작 도구란 GeoVideo를 생성하는 소 트웨

어이다. GeoVideo 제작 도구는 상 콘텐츠에 치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동 방식과 수동 방식으로 나뉜

다. 자동 방식이란 상 콘텐츠를 촬 하는 동시에 자동으

로 치데이터 일이 생성됨을 의미하며, 촬 장비에 

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센서등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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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될 수 있다. 수동 방식은 상 콘텐츠를 촬 하는 장

비가 치 정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상 

콘텐츠 생성 이후에 사용자가 해당 상을 보면서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수동으로 치데이터 일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4.1 자동 제작 도구

(그림 3) 자동 GeoVideo 제작 도구

   그림 3은 Video Stream과 GPS데이터를 디바이스로부

터 받아 상 콘텐츠 일과 치 일을 자동으로 생성

하는 방법을 표 한 그림이다. 자동 제작 도구의 경우는 

GPS수신부와 Video촬  기능이 포함된 디바이스  가장 

화되어있고 표 인 스마트폰을 에 두고 설계 

하 다. 자동 제작 도구는 GPS데이터를 수신하는 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 

   GPS데이터 수신시기는 첫째, 일정시간 간격, 둘째, 촬

되는 치가 변경되는 시간, 끝으로 촬  시작  종료 

시간으로 설정된다. 일정시간 간격의 경우 사용자가  분단

로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촬 되는 치가 변경되

는 시간은 범  반경을 지정하여 촬 을 시작한 장소로부

터 해당 반경을 벗어나면 GPS데이터를 받아오게 되고 새

로 받아온 GPS데이터로부터 설정범 를 벗어나는지 단

하는 작업을 반복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촬  

시작  종료시간의 경우 촬 버튼을 지속 으로 러 촬

을 하고 촬 버튼을 땔 때 하나의 GPS데이터를 받아오

게 되고 다시 촬 버튼을 르게 되면 이  촬 상에 

이어서 촬 이 되는 방식이다.  

 

4.2 수동 제작 도구

(그림 4) 수동 GeoVideo 제작 도구

   그림 4는 수동 제작 도구를 사용하여 GeoVideo 콘텐

츠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이고 있다. 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기존 상 콘텐츠 일(Video File)과 지도 데이터를 

입력받아 사용자가 수동으로 상의 임과 지도상의 

치를 선택하여 맵핑하게 된다.

5. GeoVideo 뷰어

   GeoVideo를 보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5와 같이 

Video뷰어와 Map뷰어로 구성된 GeoVideo 용 뷰어를 설

계 하 다. GeoVideo 뷰어의 경우 첫 번째 화면처럼 일반 

Video뷰어와 흡사하고 치확인 버튼이 존재한다. 치확

인 버튼의 경우 상시청에 방해 되므로 액션(스마트폰으

로 를 들면 화면 터치, 메뉴 버튼 터치)을 행하여야 나

오게 된다. 첫 번째 치확인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두 번

째 화면처럼 화면이 분할되어 Video뷰어와 Map뷰어로 나

뉘게 되어 상의 재 임에 해당하는 치정보를 확

인 할 수 있게 된다. Map뷰어에는 두 가지 버튼이 존재하

는데 다시 원래 Video뷰어로 돌아가는 버튼과 즐겨찾기와 

유사한 기능으로 향후에 어느 지 을 보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재 임 이미지와 치정보, 상정보를 함께 

장하는 버튼이다. 장하는 버튼을 선택하면 상 시청

을 완료한 후 장한 목록을 세 번째 화면처럼 리스트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GeoVideo 뷰어 설계

(그림 6) GeoVideo 뷰어와 기록 리스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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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결론  활용 방법

   본 논문에서는 상 콘텐츠에 임별 치정보를 

장할 수 있는 GeoVideo 일을 정의하고, 치정보를 장

하기 한 일 포맷을 설계하 다. 그리고 GeoVideo를 

제작하기 한 GeoVideo 제작 도구와 이를 통해 생성된 

GeoVideo를 보기 한 GeoVideo뷰어를 설계하 다. 재 

상 콘텐츠 일은 임별로 GPS데이터를 넣을 수 없

는 구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치정보를 장하기 해

서 XML을 기반으로 치 일을 정의하여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GeoVideo 제작 도구  뷰어를 기반으

로 치확인이 가능한 상앨범 등의 서비스의 개발이 가

능할 것으로 기 된다. 

  향후 GeoVideo 제작 도구  뷰어를 구 함으로써 설

계한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상 콘텐츠 일과 

치 일로 분리된 GeoVideo를 하나의 일 내에 통합

하기 해서 기존의 상 콘텐츠 일 포맷을 확장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GeoVideo콘텐츠가 활성화 되어 많

이 만들어 진다면, GeoVideo콘텐츠를 공유하기 한 시스

템을 구 할 계획이다. GeoVideo 공유 시스템은 특정 

치에서 촬 된 상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치기반 

상 콘텐츠 검색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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