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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진 프레임 기술자와 이를 이용한 프레임 단위 유사중복 동영상 정합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우선 동영상으로부터
취득한 프레임을 패치(patch)단위로 나누고 패치간의 관계를 이진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두 동영상 프레임 간의 정합비용과 보상비용
으로 비용 함수를 표현한다. 초기 정합과 반복적인 정합 갱신을 통해 비용 함수를 최소화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이진 프레임 기
술자의 적합성과 프레임 단위 정합 알고리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ecise frame-level near-duplicate video matching algorithm. First, a binary frame descriptor for 
near-duplicate video matching is proposed. The binary frame descriptor divides a frame into patches and represent the relations 
between patches in bits. Seconds, we formulate a cost function for the matching, composed of matching costs and compensatory 
costs. Then, we roughly determine initial matchings and refine the matchings iteratively to minimize the cost function.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algorithm provides efficient performance for frame-level near duplicate video matching.

Keyword : Near-duplicate video, frame-level video matching, and binary frame descriptor.

Ⅰ. 서 론

최근 YouTube같은동영상공유사이트가대중화되면서

온라인상의동영상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막
삽입, 밝기 및 해상도 변화 등의 재생산을 통해 공유되는
다수의유사중복동영상들은잉여정보를제공하여동영상

검색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동영상 자체를 기술
자로 나타내어 유사중복 동영상 검출을 하는 시도들이 있

다[1,2]. 하지만동영상단위기술자는동영상의시간적관계
를 무시하기때문에 여러 단편으로엮인동영상에대해취

약점이있다. 따라서 동영상의 중복 여부를 보다정밀하게
판별하기 위해 실제로 중복된 구간을검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중복 동영상 검출에 적합한 이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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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 기술자와 반복적인 정합 갱신을 통한 유사중복 동영

상의 프레임 단위 정합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Ⅱ.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기존 기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다. Chen 등[3]은추출된 키프레임들과 그것들의 유사성을

기반으로그래프를구성하고서로강하게연결된부분그래

프를추출함으로써유사중복구간을찾아낸다. Chiu 등[4]은

두 동영상의 프레임들 간의 유사행렬에 허프 변환을 적용

하여 유사중복 부분 시퀀스를 검출한다. 그러나이 기법들
[3,4]은오직유사중복구간의유무만을결정한다. 반면에다
이나믹 프로그래밍(dynamic programming)을 기반으로 최
적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욱 정밀한 프레임 단위의 정

합을가능하게하는기법들도연구되고있다[5-7]. 하지만높
은 연산량과 많은 메모리 공간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다.

Ⅲ. 이진 프레임 기술자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 단위 유사중복 동영상 정합에 효

율적인 프레임 기술자를 제안한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사중복 유형 중 하나인 좌우 반전

동영상에 강인하게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을 적용한다. 프
레임을 수직으로 이등분하여 왼쪽과 오른쪽 영역의 평균

휘도를 와 으로 나타낸다. 만약 이 보다 큰 값을

가질 경우, 프레임을 좌우로 반전하여 나타낸다.
전처리과정후, 그림 1와같이프레임을  ×  패치로나
누고각패치들의평균휘도를계산한다. 가패치의평균

휘도 값을 나타낼 때, 비트(bit) 값 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프레임 4x4 패치단위 분할과 그 패치들의 평균 휘도 값
Fig. 1. division of a frame into 4x4 patches and the average luminances 
of those patches

   i f     

 i f    ≥ 
(1)

가능한 모든 패치 쌍   에 대

해비트값 을계산하여   C차원을갖는이진프

레임 기술자 B   ∈을 계산한다. 

두프레임 , 의이진기술자를 B와 B로나타냈

을 때, 와  간의 유사성은 해밍거리를 계산함으로써

BB  
∈

⊗로 나타낸다. 여기

에서 ⊗는배타적논리합(exclusive or) 연산자를나타낸다.
제안하는 이진 프레임 기술자는 패치의 휘도 값인 지역

정보로부터 추출된 전역 프레임 기술자로서, 특히 검출하
기어려운톤및밝기, 색상변화등의다양한유사중복유
형에 강인하다.

Ⅳ. 프레임 정합

본 연구에서는 두 유사중복 동영상에서 추출한 프레임

시퀀스간의정밀한프레임단위정합을한다. 연산량을줄
이기위해각동영상으로부터균일하게초당 1개의프레임
을 추출한다. 동영상 와 에서추출된프레임 집합을각

각   …와   …으로 나타낸다.
제안하는 기법은최적화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냄으로써

두 시퀀스 간의 대응하는 정합을 구할 수 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이용한기법들[5-7]은전역최적화해결방법이

지만 많은 계산량과 메모리를 요구한다. 본 연구에선 초기
정합을실시한 후반복적인정합갱신을통해연산량을줄

이면서 효과적으로 정합비용 함수를 최소화한다.

1. 최적화 문제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문제를 정의한다. 프레임 집합 

에 속한 프레임  에 대응하는 프레임이 ∈ 일 때 정

합함수는 는 의값을갖는다. 즉, 다음과같은관계
식을 갖는다.

   i f  is matched to 

 i f  is unmatched
(2)

최적화된 정합 함수 는 아래의 비용 함수를 최소화함

으로써 구할 수 있다.

  argmi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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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정합비용, 은보상비용을나

타낸다. 정합비용은프레임 과 의이진기술자간의

해밍거리 BB을 통해 계산한다.
정합비용 합의 최소화만을 고려하면 전부 정합이 되지

않도록 최적화 되므로 정합되지 않는 프레임에 보상비용

을부여한다. 최적화된정합함수 에서정합비용이

보상비용보다 작은프레임쌍만 정합한다. 유사중복유형에
따라프레임정합비용이상이하기때문에다른값을갖도록

적응적으로 보상비용을 결정한다. 프레임 와 의 모든

프레임간의 정합비용 집합 Dm  dm   dmN을

계산한다. D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정렬된 색인을

  으로 나타낸다. 정렬된 비용 간 차이 값이 가장 큰

위치의 색인   argmax∈    

을 찾는다. 차이값이가장큰두정합비용의평균이프레
임 의 보상비용 이 된다.

 




  


 


(4)

2. 프레임 단위 정합 알고리즘

초기 정합을 통해 대표 정합 벡터 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반복적인 정합 갱신을 통해 최적화 문제를 해결

한다. 입력받은두동영상의프레임간의모든정합비용을
계산한다. 대응되는 프레임 간의 정합비용이 다른 프레임
과의정합비용보다 작은 값을 가질 확률이높으므로 각프

레임 마다 최저 정합비용을 갖는 프레임과 정합하여 다음

과 같이 초기 정합 함수를 얻는다.

Init  argmin ≤  ≤   (5)

Init로부터 정합 벡터   Init  을 계산한다. 

정합 벡터에 대한히스토그램이 일때, 가장 빈번한

정합벡터를대표정합벡터   argmax
로나타

낸다. 아래와 같이 정합 벡터 가   보다 작거나

  보다큰경우잡음으로판단하여정합을제거함으로

써 초기 정합 함수 Init
′ 를 완성한다.

Init
′         and    

argmin ≤  ≤   otherwise
(6)

Init
′ 가 의값을갖는프레임을기준으로정합갱신

을 실시한다.  보다 같거나 크고   보다 같거나

작은정합벡터를갖는정합중에정합비용 을최소

화하는 프레임 


을 아래 식과 같이 찾는다.

  argmin


  ≤  ≤ 
 

 (7)

앞서언급했듯이, 식(3)의비용함수를최소화하기위해해
당되는정합비용 이보상비용 보다클경우

정합하지않는다. 정합갱신은다음과같은관계식을갖는다.

   i f   

  otherwise
(8)

정합함수가 의값을갖는모든프레임에대해정합갱신

을실시한다. 새로운정합이생기지않을때까지정합갱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최적화된 정합 함수 를 결정한다.

Ⅴ.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이진 프레임 기술자가 유사중복

동영상정합에적합한지확인하고프레임단위정합알고리

즘의성능확인을위한실험결과를제시한다. 실험의신뢰도
를높이기위해자막및로고삽입, 색상및밝기변화, 화질
변화등여러종류의유사중복동영상을동영상공유웹사이

트인 YouTube, Vimeo, Soku로부터직접수집했다. 실험데
이터 동영상들의 평균 길이는 약 3분이고,  × 에서

 × 까지 다양한 해상도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동영상에 전처리 과정으로 흔한 유사중복 유형 중

하나인보더를 제거한다. 동영상 전반에 걸쳐 값의변화가
거의 없는 화소는 보더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제거한다.

1. 이진 프레임 기술자

제안하는이진프레임기술자평가를위해테스트셋 100
개를 구성했다. 한 개의 테스트 셋은 유사중복동영상 5개
로부터 추출된 100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10,000개의 프레임을 실험에 사용했다. 문턱 값을 조정해
가며 프레임 간의 정합을 통해 정확도와 재현율을 계산한

다. 프레임간의정합비용이문턱값보다낮으면유사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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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으로 판단한다. 제안하는 기술자와 Yeh와 Cheng[7]

의 전역 기술자와 색 히스토그램을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

하였다. RGB 각채널을 16단계로양자화하고일렬로연결
하여 48차원의 색 히스토그램을 생성한다.
그림 2는 정확도-재현율 커브를 통해 세 개의 기술자를
비교하고 있다. 제안기법이기존 기법들보다유사중복프
레임을 구별하는데 있어서 확연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

2. 프레임 단위 정합 성능

본장에서는프레임단위정합성능을측정하기위해 500
쌍의 유사중복 동영상을 실험 데이터로 사용했다. 두 동영
상간의실제중복구간과제안하는알고리즘 결과를비교

하여정확도와재현율을측정한다. 또한 500쌍동영상정합
평균 수행 시간을 측정하여 계산 복잡도를 측정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통한 전역

최적화문제해결방법[5]을비교한다. 표 1은정확도와재현
율, 평균수행시간을비교하고있다. 제안하는알고리즘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비교하여 확연히 적은 계산량으로

대등한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표 2는 장르별프레임 정합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다양한 장르
의동영상에서골고루좋은성능을내고있으며, 비교알고
리즘보다 대등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사중복 동영상 간의 프레임 단위 정합

을 통해 정밀한 중복구간 검출기법을제안하였다. 동영상
으로부터추출된프레임을이진프레임기술자로표현하고

프레임시퀀스간의관계를비용함수로표현한다. 초기정
합을 실시하고 반복적인 정합 갱신을 통해 최적화 문제를

해결한다. 실험 결과에서는 이진 프레임 기술자가 기존 방
법[7]보다 유사중복 동영상 정합에 효과적인 것을 보였고, 
제안하는 정합 알고리즘이 전역 최적화 기법과 비교하여

낮은 계산량을 요구하면서 대등한 성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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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 Recall Time (s.)
Dynamic prog. [5] 0.95 0.97 0.105

Proposed algorithm 0.98 0.96 0.0034

표 1. 프레임 단위 정합 성능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frame matching performance

장르 비율
Proposed algorithm Dynamic prog. [5]

Precision Recall Precision Recall

UCC/광고 20% 0.98 0.93 0.94 0.96

뉴스/스포츠 3% 0.96 0.98 0.88 0.95

뮤직비디오 25% 0.99 0.97 0.96 0.98

애니메이션 21% 0.99 0.97 0.97 0.98

영화 예고편 7% 0.97 0.97 0.93 0.98

영화 클립 13% 0.96 0.91 0.9 0.93

예능/음악쇼 11% 0.99 0.97 0.95 0.98

표 2. 장르별 정합 성능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matching performance by genre

그림 2. 문턱값 변화에 따른 정확도-재현율 커브
Fig 2. Precision-recall curves with threshold adjust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