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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영상 검색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카테고리 검색 및 분류 검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현재의 검색 방법으로는 영상에 대한 재미요인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Q-방법

론을 사용하여 영상을 분석하였다. Q-방법론에 의하여 분석된 영상은 영상 서버에 저장되며 영상 위치와 분석된 영상 디스크립

션 및 재미요인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였다. 또한, 카테고리 검색 및 분류 검색에 대한 단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키워드 검색 

시 색인 사전을 참조하여 온톨로지 검색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였다.

키워드: Q방법론(Q-Methodology), 재미(amusement), 영상 검색(film retrieving)

I. 서론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영상물 콘텐츠에 적합한 ‘재미’ 요인을 

탐색, 제공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재미요인 및 영상 디스

크립션의 DB로부터 적절한 개체를 검색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적절한 검색결과로써 분석된 재미요인 및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Q-방법론

Q-방법론이란 인간의 다양한 주관성을 탐구하는 가설발견의 논

리를 갖는 이해의 방법론으로서 다양한 문화집단에서 어떤 현상에 

대한 태도, 신념, 관습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데 독특한 가

능성을 제공한다. 여기에서의 주관성은 신비로운 것도 로맨틱한 

것도 아니며, 단순히 타인 혹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또한 Q방법론은 어떤 주제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진술한 진술문을 이용한 심층적인 의견조사방법이다. 
특히 이 방법론은 개인의 지각, 가치, 신념 및 태도 등은 모두 

자기중심적이라는 전제하에, 이들을 서열화해서 측정한다. 아래의 

그림 1은 Q-방법론 과정을 나타낸다. 영상의 재미요소 분석에 관

한 모든 진술문을 확보하여 Q 모집단을 만들고 이로부터 Q 표본

을 선정하고, 조사 참가자(P 표본)들을 선정하여 진술문을 분류

(Q-sorting)하여 진술문 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유형화를 

얻어내는 방법이다.

그림 1. 재미유발 요인 및 재미관련 장면 추출과 관련한 

Q-방법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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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Q 표본의 분포도 (N=34)

위의 그림 2는 30명의 조사 참가자들이 34개의 표본 문항에 대

해 응답한 자료를 Q 분석한 결과이다. Q 요인의 구조는 4요인 구

조가 가장 적절하였다. Q 요인의 하위 유형은 개별 문항에 대해 

비슷한 반응을 한 집단이 만들어 내는 결과이다. 각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Q 진술문에 대하여 동의하는 진술문과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에 대해 유사한 반응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 

1은 Q 표본의 분포도에 따라 형성한 Q 유형을 나타낸다.

표 1. 영상의 재미 요인에 따른 유형 분류

1.2 웨이블릿 변환과 색상 정보를 이용한 검색(Query-by-image)

영상을 사용한 정보 검색에 대한 시도는 이미 1980년대부터 시

작되었다. 영상을 이용한 초기의 검색 방법은 텍스트를 이용한 검

색 방법이었지만 검색의 사전 작업으로 필요한 색인 작업에 있어

서 장기간 숙달된 전문 작업자를 요구하므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영상의 내용기반 검색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현재까지는 Color와 Texture등을 이용한 검색 방법들

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그림 3. 색상 정보를 이용한 검색 시스템 개략도

III. 본론

1. 시스템 구성도

1.1 영상 메타 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

영상 관련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된 사항은 Q-방법론에 의

하여 분석 후 필요한 주요 항목 및 정보에 대하여 필드 항목으로 

설계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 2에서 표현한다. 또한 테이블들과

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본 키를 설정해주어야 한다. 영상 

일반 정보 테이블에는 여러 필드들이 존재하고, 각 필드들은 고유

한 데이터 타입으로 설정한다. 영화 코드는 영상 일반 정보 테이블

이 아닌 여러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여 테이블을 설계할 수 있도

록 기본 키로 설정하였다. 아래의 표는 영상 분야의 재미요소 기본

정보 테이블을 나타낸다.

표 2. 영상 기본 메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조

재미요소를 구성하는 항목은 영상 분야의 모든 재미장면과 재

미요소를 도출할 수 있는 진술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표 3에서 

표현한다. 재미요소는 재미요소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재미요소 

제목과 재미요소에 대하여 등록한 날짜를 알 수 있도록 등록 일에 

대한 항목을 포함한다. 재미요소는 창작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연

관된 단어를 참조하기 위하여 태그 정보를 이용한다. 재미요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태그 정보로 입력한다. 
또한, 재미장면와 재미요소는 다대다 관계로 하나의 재미장면에는 

여러 가지의 재미요소들이 편재할 수 있고, 하나의 재미요소는 여

러 장면에 편재할 수 있다. 이러한 다대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재미장면 테이블과 재미요소 테이블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에 대

한 맵핑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 맵핑 작업을 위하여 재미장면에 대

한 데이터와 재미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생

성하여야 한다. 이 연결 테이블은 재미장면 테이블에 대한 기본 키

와 재미요소 테이블에 대한 기본 키를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재미장면과 재미요소에 대한 맵핑 작업을 수행하여 다대

다 관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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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상의 재미장면 및 재미요소 메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조

1.2 검색어 및 태그에 대한 연관 검색어 설계

검색어에 대한 모든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에 대하여 네트워크에

서의 스타형 구조식으로 표현한다. 검색어와 관련 있는 모든 정보

들을 한 눈에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검색어와는 다른 

의미가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도 검색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재미요소와 관련 있는 태그 정보도 마찬가지로 트리 혹은 

스타형 구조식으로 표현한다. 이는 검색어뿐만 아니라 추천 확장 

키워드 및 태그 연관관계 등의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해당 영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표현한다. 이는 해당 영상이 가질 수 있는 

정보들과 다른 영상들과의 정보들을 공유하는 이점을 가질 수 있

게 된다. 검색어 및 태그에 대한 연관 검색어에 대하여 설계한 예

제를 그림 4에서 표현한다.

그림 4. 검색어 및 태그에 대한 연관 검색어 생성 방법

1.3 재미관련 영상 검색 시스템의 설계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 구성도를 표현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검색 이력에 대한 히스토리를 

Q-Sorting에 의하여 분석된 데이터가 사용자 유형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된다. 이 사용자 유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Q 유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사용자가 키워드에 대한 검색 시 Q 유
형에 대한 정보를 참조를 하여 영상 및 재미 요인 정보에 대하여 

검색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속하는 유형은 표 1에서 표현한 제 1유

형~제 4유형까지 속하며 성격 및 스타일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된 

온톨로지 사전을 참조하여 키워드에 대한 연관 단어 생성 및 연관 

단어 사이의 상관관계 비율을 참조한다. 또한, 사용자가 키워드에 

대한 검색 시 검색 엔진과 온톨로지 사전을 참조하여 검색한다. 이 

검색 방법은 단순 키워드가 아닌 의미 검색 및 연관 단어 검색을 

지원한다. 또한, 사용자 유형과 온톨로지 사전을 융합하여 일반적

인 영상 검색이 아닌 재미 분석된 영상 및 재미 요인을 검색한다.

그림 5. 재미관련 영상 검색 시스템 구성도

1.4 재미관련 영상 검색 시스템의 구축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 구성도를 이용하여 프

토토타입으로 구축한 시스템의 UI를 표현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

하는 사용자의 검색 이력에 대한 히스토리를 검색한 재미요소들의 

관계 정보를 통해서 표현해줌으로써 창작자가 관계있는 정보들을 

쉽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검색어 및 재

미요소의 태그에 대하여 연관 검색어를 방사형 그래프로 제시함으

로써 검색단어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진다. 

그림 6. 재미관련 영상 검색 시스템 프로토타입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재미관련 영상 정보를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Q-방법론을 사용한 사용자 유형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Q 유형을 생성하여 사용자 유형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였다. 이 

사용자 유형 데이터는 검색 엔진 및  Q 유형별로 제작된 온톨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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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검색어에 대한 연관 단어 생성을 지원한

다. 또한, 연관 단어 사이의 상관관계 비율을 참조하여 검색어의 

연관단어에 대하여 확장성을 지원한다. 이러한 기술을 참조로 하

여 영상에 대한 재미요인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용자

가 영상에 대한 정보를 검색 시 재미요인을 검색하여 영상과 재미

요인을 결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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