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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방송 서비스가 시작되고, 기존의 방송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단 방향 방송이 아닌 통신망을 이용하

여 사용자가 방송 서버에 정보를 전달하는 양 방향 방송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에 사용자는 개인이 원하는 장면을 원하는 시간대에

시청하는 맞춤형 방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맞춤형 방송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색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정보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용자가 원하는 장면별로 시청하는 맞춤형 방송 서비스에서 원하는 장

면 뿐 만 아니라 사용자가 보고 싶은 객체를 원하는 카메라 시점에서 시청할 수 있는 객체 중심의 맞춤형 영상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메타데이터에 관리 모듈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맞춤형 방송 서비스에 없었던 객체에 대한 세그먼트 정보를 제공

해 줌으로써 사용자에게 시청의 폭을 넓혀 시청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Abstract

Since digital broadcasting service has been begun, user's requirements have been increased for personalized broadcasting system 
that users can watch the part of programs which they want to watch in anytime. In personalized broadcasting system, metadata is 
important for searching program information based on user's input data. In this paper, an object-oriented media service metadata 
management module is implemented. Metadata used in this system is described by extending TV-Anytime specifications which is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personalized media service. For this, extended segments information is provided including object 
information which do not existing in previous personalized broadcasting standard. This system can provide better satisfaction to 
users by using object segment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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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방송 서비스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 비해 다채

널 및 고화질 구현이 용이 하고 데이터 수신이 가능하여

널리 보급되고 확대 되었다. 디지털 방송 서비스가 보급되

고, 통신망이 빠르게 발전 하면서 양방향 방송 서비스가 가

능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방송 서버에서만 사용자에게 방

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용자

에게 제공되는 방송 콘텐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인터랙션

정보 및 피드백 정보를 방송 서버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는 기존의 단 방향 방송 서비스가 아닌 양방향 서비

스가 가능해 짐에 따라, 원하는 정보나 개인에 성향에 맞춘

맞춤형 방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게 되었고
[1], 이

러한 양방향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는 통신망을 통해 전달

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버간

의 인터랙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사용자에게 선호하는 방송과 정보

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존의 디지털 방송은 프로그램 제작자가 만들어놓은 순

서대로 시청하는 선형적인 구조지만, 맞춤형 방송 서비스

는 프로그램의 정보들을 모아놓은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장면별로 시청 할 수 있는 비선형 구조로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

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3][4][5]. 맞춤형 방

송 서비스에서 메타데이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메타데이터를 검색하고 해

당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굉장히 중요하다
[6][7].

본 연구는 다중 카메라 영상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

는 객체 중심의 맞춤형 통합 영상 미디어를 제공 하기위한

메타데이터 관리 모듈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 방송에서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만들어놓은 순서대로 방송을 볼 수 있

고, 기존의 맞춤형 방송 서비스에도 사용자가 원하는 장면

별로 시청 할 수 있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장면뿐만 아니

라 사용자가 보고 싶은 객체를 원하는 카메라 시점에서 시

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메타데이터 - 관심 객체가 카메

라 별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시작 프레임부터 끝 프레임

까지의 단위를 세그먼트로 볼 때의 세그먼트의 정보와 등

장 객체에 대한 정보 장면 정보 등의 데이터 - 들을 맞춤형

방송 서비스의 규격을 통일하여 규정하고 있는 TV- 
Anytime에 Part 3. Metadata 부분을 기반으로 확장하여 사

용한다. 본 연구는 기존 방송, 맞춤형 방송 서비스에 없었던

등장 객체에 대한 세그먼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용

자의 시청 선택 폭을 넓혀 주게 되어 사용자의 방송 시청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Ⅱ. 기존 Metadata 표준

TV-Anytime은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와 개인 취향

에 맞는 다양한 소스의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시청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서비스 목표로 하고 있다.
TV-Anytime part 3. Medtadata는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으로 많은 부분이 MPEG-7에서 정의된 내용

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TV-Anytime 포럼의 Metadata 
규격에는 크게 콘텐츠, 프로그램 개체, 사용자 측면의 정보

를 기술하는 메타 데이터로 나뉘어 질수 있고, 프로그램을

세그먼트로 단위로 분할한 세그먼트에 대한 정보까지 기술

하고 있다.
메타데이터는 그림 1과 같이 프로그램 기술 정보 메타데

이터 ( 콘텐츠 기술 메타데이터와 인스턴스 기술 메타데이

터로 구성), 그리고 사용자 기술 메타데이터로 구성되어 있

다
[8].

그림 1. TV-Anytime 메타데이터 스키마
Fig. 1. Schema for TV-Anytime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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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CreditsItem에 대한 메타데이터 스키마이다. 
CreditsItemType은 contents에 대한 credit 정보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참조된 사람의 이름을 저장하는 요소와, 참조된

사람을 식별하는 ID, 참조된 기관의 이름과 ID를 저장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CreditsItemType 메타데이터 스키마[8]

Fig. 2. Schema for CreditsItemType metadata[8]

그림 3은 SegmentInformationTable에 대한 메타데이터

스키마이다. SegmentInformationTable은 모든 세그먼트와

관련된 메타 데이터를 유지하기위한 구조를 정의한다. 테
이블에 저장되는 세그먼트 목록을 나타내는 SegmentList 
요소와 세그먼트를 그룹화 하는 SegmentGroupList로 구성

된다.

그림 3. SegmentInformationTable 메타데이터 스키마
Fig. 3. Schema for SegmentInformationTable metadata

그림 4는 SegmentInformation에 대한 메타데이터 스키마

이다. SegmentIformation은 각각의 세그먼트에 대한 정의

를 나타내고, 시작시간과 지속시간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내에 세그먼트 위치를 알아낸다. MPEG-7 데이터 유형으로

정의된 SegmentLocator는 프로그램 내에 세그먼트의 위치

를 저장하고, KeyFrameLocator요소는 프로그램 내의 세그

먼트의 키프레임의 위치를 저장한다.

그림 4. SegmentInformation 메타데이터 스키마[8]
Fig. 4. Schema for SegmentInformation metadata[8]  

Ⅲ. 객체중심 미디어 서비스 메타데이터
스키마

객제 중심 영상의 메타데이터는 등장 객체에 대한 정보

를 검색 추출이 가능한 표현 기술 구조이다. 메타 데이터는

국제 방송 규격인 TV-Anytime part 3. Metadata 부분을 확

장하여 사용한다.

그림 5. 객체 중심 영상미디어 Main Type
Fig. 5. Object-oriented media service Main Type

그림 5는 객체 중심 영상 미디어 메타데이터의 메인 형태

를 나타낸다. 장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필드는 TVA에

ProogramInformationTable 필드를 확장하여 사용하였고, 
세그먼트,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필드는 TVA에

SegmentInfromationTable필드를 사용하였다.

1. ProgramInformation Table 구조

장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ProgramInformationTable
에 대한 구조는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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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객체중심 영상미디어 ProgramInformation Type
Fig. 6. Object-oriented media service ProgramInformation Type

그림 6은 프로그램(콘텐츠)에 대한 정보 메타데이터스키

마를 정의한다. 해당 필드에는 등장 객체에 대한 정보, 프로

그램에 대한 정보, 제목, 장면 식별 번호를 포함한다. 기존

TV-Anytime ProgramInformationTable 규격에 장면별로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필드인 Scene_num 필드와 고

해상도 지원 여부를 정의하는 Resol_type 필드 그리고 다중

카메라 지원 모드를 정의하는 필드인 Multi_cam_type 필드

를 추가, 확장하였다.

2. SegmentInformation Table 구조

세그먼트, 세그먼트 그룹,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

는 SegmentInfromationTable에 대한 구조는 그림 8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SegmentInformationTable필드는

아래 하위 요소 2개의 메타데이터를 포함한다.

그림 8. 객체중심 영상미디어 SegmentInformation Type
Fig. 8. Object-oriented media service SegmentInformation Type

AV 스트림내의 일정 구간을 정의하고 접근하고 다룰 수

있는 것이 세그멘테이션이다. 이러한 세그멘테이션 과정을

통해 얻은 잘려진 AV를 세그먼트라 부르고 생성된 세그먼

트를 묶은 것이 세그먼트 그룹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그먼

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SegmentList필드와 세그먼트를

그룹화 하고, 카메라 정보를 저장하는 SegmentGroupList 
필드를 사용하였다.

그림 9. 객체중심 영상미디어 SegmentList Type
Fig. 9. Object-oriented media service SegmentList Type

그림 9는 세그먼트의 정보를 저장하는 SegmentInforma- 
tion에 대한 형태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등장 객체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객체가 카메라 별로 등

장했다가 사라지는 시작 프레임부터 끝 프레임까지의 단위

를 세그먼트라 정의한다. 기존의 TV-Anytime에 정의되어

있는 SegmentInformation 필드에 시작 프레임과 끝 프레임

을 저장하는 필드를 추가 확장하여 사용한고, 각 세그먼트

그림 10. 객체중심 영상미디어 SegmentGroupInformation Type
Fig. 10. Object-oriented media service SegmentGroupInform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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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객체 중심의 맞춤형 통합 영상 미디어 메타데이터 생성 및 저장 모듈 정의
Fig. 12. Definition of metadata generation and store for object-oriented media service 

그림 11. 객체중심 맞춤형 영상미디어 관리 모듈 구조
Fig. 11. Structure for object-oriented personalized media service management module  

에 등장 객체의 고유 아이디를 부여하는 필드를 추가, 확장

하여 사용한다.
그림 10은 세그먼트 그룹에 대한 정보와 카메라 정보를

저장하는 SegmentGroupInformation에 대한 형태를 나타낸

다. 세그먼트를 그룹화 하는 Segments 필드와 카메라 대표

이미지 URL을 저장하는 MediaLocator필드에 카메라 대표

썸네일, 카메라 속성 정보를 저장하는 필드를 추가, 확장하

여 사용하였다.

Ⅳ.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객체중심 맞춤형 영상 미디어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 모듈 구조는 그림 11과 같다.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객체 영상 객체 추출 및 추적

을 통하여 얻은 객체에 대한 정보, 세그먼트 정보와 카메라

에 대한 정보 등의 정보를 미리 생성한 객체 중심 영상 미디

어 메타데이터 구조 해당 필드에 저장해주는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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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프로그램 정보 메타데이터
Fig. 13. Program information metadata 

생성 및 저장 모듈과 생성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객체

에 대한 식별/분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추출

하여 주는 객체 식별/분류 및 검색 모듈로 나눌 수 있다. 
메타데이터 생성 및 저장 모듈은 객체 추출 및 추적을 통하

여 얻은 정보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수집하는 Data parser와
수집된 정보들을 미리 정의된 객체 중심 영상 미디어 메타

데이터 구조에 저장 해주는 Metafile generator, 그리고 생

성된 메타파일을 업데이트 해주는 Update 모듈을 포함한

다. Data parser를 통해 객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Metafile generator에서 분석된 정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

로 메타파일이 생성되고, Update 모듈을 이용하여 생성된

Metafile을업데이트 하게 된다. 다중 카메라 영상에서 객체

중심의 맞춤형 통합 영상 미디어 메타데이터 생성 및 저장

모듈의 정의는 그림 12와 같다.
메타데이터 생성 및 저장 모듈을 통해서 생성된 메타파

일을 기반으로 객체 식별/분류및 검색 모듈에서는 메타파

일내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는 Metadata parser와 사용자

로부터 다중 키 기반의 검색 질의에 대하여 메타파일에서

해당 정보를 검색 해주는 Search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메
타데이터 생성 및 저장 모듈을 통하여 객체 중심 맞춤형

영상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메타파일을 생성하게 되고 객

체 식별/분류 및 검색 모듈을 통하여 서비스를 위한 메타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관심 객체에 대한 영상 미

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3은 객체 추출 및 추적을 통하여 얻은 객체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 정보를 메타데이터 생성 및 저장 모듈을

통하여 미리 정의된 프로그램 정보 메타데이터를 나타낸다.
Scene_num 필드를 통하여 현재장면을 식별하고 프로그

램에 대한 정보를 추출 할 수 있으며,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CreditsList 필드에는 객체에 대한 이름과 객

체에 대한 고유 아이디를 부여하고, 객체 고유 아이디를 이

용하여 객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그림 14는 객체 추출 및 추적을 통하여 얻은 세그먼트에

대한 정보 메타데이터를 나타낸다. SegmentId를 통하여 각

세그먼트를 식별하고, SegmentLocator를 이용하여 시작시

간과 지속시간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내에 세그먼트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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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세그먼트 정보 메타데이터
Fig. 14. Segment information metadata 

알아낸다. PersonNameIDRef 요소로 현재세그먼트의 등장

하고 있는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객체 식별/분류 및 검색 모듈은 장면번호, 객체 ID, 객체

별 세그먼트 번호를 이용한 다중 키 기반의 검색에 대한

메타데이터 추출 모듈이다. 그림 15와 16은실험영상에 대

그림 15.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출한 장면
Fig. 15. Extracted scene using metadata 

한 다중 키 기반의 검색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추출한

장면이다.
그림 15는 관심 객체에 대하여 카메라 시점을 선택하여

장면을 추출한 결과이고, 그림 16은 등장 객체 중 하나의

객체에 대하여 세그먼트를 검색한 결과이다. 위 결과에서

그림 16.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출한 장면
Fig. 16. Extracted scene using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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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듯이 객체 중심 메타데이터에서 관심 객체에 대하여

원하는 정보만 추출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다중 카메라 영상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

는 객체 중심의 맞춤형 통합 영상 미디어를 제공 하기위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이다. 메타데이터 관

리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 구조를 맞춤형

방송 규격인 TV-Anytime part3. Metadata 기반으로 확장하

여 사용하였고, 미리 정의한 구조에 객체 영상 객체 추출

및 추적을 통하여 얻은 객체에 대한 정보, 세그먼트 정보와

카메라에 대한 정보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메타데이터 생

성 및 저장 모듈과 메타데이터에서 객체에 대한 식별/분류
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추출하여 주는 객체

식별/분류 및 검색 모듈을 구현하였다.
기존의 맞춤형 방송 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장면별로

시청 할 수 있는 비선형 구조로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방송, 맞춤형 방송

서비스에 없었던 등장 객체에 대한 세그먼트 정보를 제공

해 줌으로써 사용자의 시청 선택 폭을 넓혀 주게 되어 사용

자의 방송 시청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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