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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많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이 쉽게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접근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재구성하

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MEPG-7 표

준이 진행 중에 있고, 사용자들이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 멀티미디어 요약과 같은 기법들이 표준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PEG-7에 제안된 충실도

(fidelity) 기술법(description scheme)을 이용하여 뉴스를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I. 서    론 

  최근, 네트웍의 전송속도 및 대역폭이 증가함에 따라 많

은 양의 멀티미디어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멀티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

라 자료의 저장이나 검색(retrieval), 탐색(browsing)등을 용

이하게 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탐색이나 요약을 위한 효율적인 색

인 기법들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MPEG-7 표준안이 만들

어지고 있으며, 특히 멀티미디어의 검색, 탐색 및 요약 등

의 멀티미디어 기술법(Multimedia Description Scheme : MDS)
에 관해 집중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PEG-7 MDS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맞도

록 비디오를 요약할 수 있도록 기술된 충실도(fidelity) 개

념에 관해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여 뉴스에 맞는 충실도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관련 연

구로 MPEG-7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과 충실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제 III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뉴스에 
알맞은 충실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 및 요약 기법을 소개

하고 그 결과를 제 IV장에서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 최종적인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II. 관련연구 및 충실도 

1 . 관련연구 

  비디오 요약에 관련된 연구는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한 
분야이다. 긴 시간의 비디오로부터 몇 개의 대표되는 정지

영상으로 비디오를 표현하는 것은 사용자가 그 비디오 전

부를 보지 않고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

은 도움을 준다. 대용량의 비디오를 낮은 주파수 대역폭에

서 시청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요약기법은 반드

시 필요하게 되었다. 
  MPEG-7에 제안된 멀티미디어 컨텐트 기술(Content 
Description)은 그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

다. 색상, 질감(texture), 소리 등의 시공간적 특징들로 구성

된 구조적 기술(Description of the content structural aspects)과 
사람의 인지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개념적 기술(Description 
of the content conceptual aspects)로 나눌 수 있다[1].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탐색 및 접근(Navigation and 
Access)이 가능한 기술법을 제안하고 있다. MPEG-7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탐색 및 접근 기술법 중에 사용자의 
요청에 맞도록 요약이 가능한 충실도 개념의 요약 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2 . 충실도(Fidelity) 
  충실도는 목구조의(tree-structured) 대표 프레임(key frame) 
계층에서 상위의 대표 프레임이 하위의 대표 프레임들을 
어떠한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2, 3, 
4] 

 
 

 

  대표 프레임들을 그림 1과 같이 계층적인 구조로 표현

할 수 있고 그 상위 대표 프레임과 하위 대표 프레임들간

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때 충실도를 사용하여 표현하게 된

다. [2]에서 제안된 충실도는 그 상하의 대표 프레임들 간

의 공간적 특징의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즉 어떤 
대표 프레임 S의 충실도(eS)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

게 된다. 
 

e_S = 1- max atop{FORALL s_i in s} (d(P,S_i ))   

 (1) 

 

여기에서 d()는 [0, 1]로 정규화된 거리 함수를 나타내고 P
는 상위 대표 프레임, Si는 S의 하위 대표프레임들을 나타

낸다. 
 

 

III. 충실도를 이용한 뉴스의 요약 

 이 장에서는 뉴스라는 특별한 장르에 대해 충실도를 구

하는 방법과 그를 이용한 요약에 대해 기술한다. 
 

1 . 뉴스의 요약을 위한 계층화 알고리즘 

  [2]에서 제안된 충실도 계산은 단순히 대표 프레임들간

의 공간적 특징을 사용하여 충실도가 식(1)과 같이 계산되

었다. 이러한 계산법은 의미론적인 개념이 약하게 반영되

어, 때에 따라 어떠한 비디오들에 대해서는 요약 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뉴스라는 특별한 경우는 그 구조가 명확하고, 시간

에 따른 중요도가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즉 뉴스는 앵커 
장면(Anchor Shot)이라는 특별한 장면과 그 장면을 시작으

로 해당 기사가 방송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날 중요

한 사건이 대체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앵커 장면과 시간을 고려한 요약을 
함으로써 보다 사용자에게 내용이나 의미 전달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1)의 식을 아래와 같이 시간에 대

한 충실도(e(t))를 같이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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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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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표 프레임 계층에서의 충실도 예제 

(A, B, C 등은 대표 프레임을 나타내고, eB, eC 등은 각 
대표 프레임들의 충실도를 나타낸다.) 

 

e_S '= we_S + (1-w)e(t)   (2) 

 

여기에서 w는 공간적 충실도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내며, 
0<=w<=1 의 범위에 있다. 

  또한 [2]에서는 시간적인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군집화

(clustering)로 인해 상위 대표 프레임과 하위 대표 프레임 
간의 시간적인 상관관계가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

를 들면 그림 1에서 최하위 계층의 대표 프레임이 {E, F}, 
{G, H, I, J}, {K, L}과 같이 3개의 장면(shot)으로 구성이 되

어 있다면 상위 계층의 대표 프레임 B가 I라는 시간적으

로 멀리 떨어진 대표 프레임을 대표할 수 있게 된다. 그러

나 뉴스라는 특별한 구조에 적용하게 될 경우 앵커 장면

이 모두 하나의 대표 프레임으로 대표되는 경우가 발생하

여 의미 전달을 위한 효과적인 요약이 어렵게 된다. 우선 
앵커 장면들을 검출하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들을 요

약하는 것이 보다 의미 전달을 위한 효과적이라 볼 수 있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향식 계층화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뉴스를 계층화 시켰을 경우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 먼저 장면 전환들을 먼저 검출한다. 
2. 각각의 장면에서 공간적인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몇 개의 대표 프레임을 추출한다. 
3. 각 장면이 앵커 장면인지 아닌 지를 검출한다. 
4. 앵커 장면일 경우 각각을 상위 계층으로 올리고

앵커 장면이 아닐 경우(이를 사건 장면이라 가정한

다.) 연속된 몇 개의 장면을 군집화 하면서 상위 계

층으로 올린다. 
5. 원하는 계층이 완성될 때까지 과정 4를 반복한다.

 

  이 때 연속된 장면의 군집화 과정은 [5]에서 제안한 알

고리즘을 사용하며,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마

지막 계층화 과정에서 앵커 장면을 제외하면 사건들만을 
모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위의 알고리즘을 도식화 한 것

이 그림 2이다. 

 



 

그림 2. 계층화의 예제 (An : 앵커 장면, En : 사건 장면) 

 

2 . 요약 기법 

  충실도를 사용한 계층적인 요약기법은 [2]에서 제안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우선 처음에 루트 노드를 요약 집합 K에 넣고 집합 K
에 있는 노드 alpha 와 이에 연결된 집합 K에 속해 있지 
않은 노드 beta  중에서 가장 작은 충실도를 갖는 노드 
beta 를 집합 K에 넣고 원하는 요약 개수가 될 때까지 반

복한다. 

 

 

 

IV. 실험결과 

  본 장에서는 위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목구

조의 대표 프레임 계층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한 뉴스의 
요약에 대해 기술한다. 
 

1 . 대표 프레임 계층화 

  본 실험에서 대표 프레임 추출, 앵커 장면 검출 및 군집

화에 사용된 공간적 특징 벡터는 비디오의 DC 영상에서

의 luminance projection을 사용하였다. [6]에서 제안한 M×N 
DC 영상 f의 n번째 줄과 m번째 열의 luminance 
projection(l`_n ^r , ~l`_m ^c )은 각각 다음의 식 (3)과 같이 
정의된다. 

&l`_n ^r (f) = SUM from m=1 to M Lum LEFT{f(m, 
n)RIGHT}## &l`_m ^c (f) = SUM from n=1 to N Lum LEFT{f(m, 

n)RIGHT}            (3) 

 

  이러한 공간적 특징 벡터를 사용하여 추출된 대표 프레

임들을 총 4단계로 계층화하였고, 표 1과 같은 비디오 자

료를 사용하였다. 

 

그림 3. Luminance Projection 
 

표 1. 실험에 사용된 비디오 자료 

 

 

  그리고 앵커 장면을 검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였다. 
 

A = LEFT{f_k ~|~ d(f_r , f_k ) <= epsilon, f_k IN R RIGHT}    
(4) 

 

  f_r 은 사용자가 지정한 참조 앵커 장면이고, epsilon 은 
앵커 장면의 추출을 위한 사용자 임계치이며, R은 대표 프

레임 집합을 의미한다. 

  또 각각의 앵커 장면의 공간적인 충실도 값이 항상 1이 
되므로 이러한 충실도는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공간적 
충실도의 가중치를 0으로 두어 시간적인 충실도만 사용하

게 하였고, 사건 장면들은 공간적인 특징을 사용한 군집화

를 통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나 그 시간적인 중요성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간적 충실도 가중치를 
w<0.5로 하였다. 
 

2 . 요약 실험 

  위의 대표 프레임 계층을 가지고 제 III장 2절에서 설명

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News 2000년 7월 6일자와 7일자

에 대해 각각 10개의 프레임과 20개 프레임에 대해 요약

해 보았다. 그림 4는 각각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서의 결과와 같이 10개의 프레임으로 요약했을 
경우 중요 사건들만 기술되는 프레임으로 나타나며, 계속 
증가했을 경우 그 사이에 앵커 장면들이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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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길    이 대표 프레임 개수
News 

2000년 7월 5일자
27분 42초 271 

News 
2000년 7월 6일자

27분 42초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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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7일자

27분 43초 338 

News 
2000년 7월 8일자

27분 33초 283 

add root_node to K; 
while ( card(K) < N ) { 
  let <α,β> be a minimum fidelity 
 such that α∈K and β∈KC; 
  add β to K; 
} 
 



 

 

 

 

 

 

 

 

 

 

(a) News 7월 6일자 10개 프레임으로 요약 

 
 

 

 

 

 

 

 

 

 

 

 

 

 

 

 

 

 

 

 

 

 

 

(b) News 7월 6일자 20개 프레임으로 요약 

 

 
 

 

 

 

 

 

 

 

 

 

 

 

 

 

 

 

 

 

 

 

 

 

 

 

 

 



 

 

(c) News 7월 7일자 10개 프레임으로 요약 

 
 

 

 

 

 

 

 

 

 

 

 

 

 

 

 

 

 

 

 

 

 

 

(d) News 7월 7일자 20개 프레임으로 요약 

그림 4. News 요약 결과 

 

 

 

 

 

 

 

 

V. 결론 및 향후과제 

 

  본 논문은 뉴스라는 구조적으로 잘 정의된 장르를 가지

고 충실도를 사용한 요약 기법에 대해 제안하고 그 기법

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도출하였다. 앵커 장면과 사건 장

면들을 다른 방법으로 각기 계층화를 시키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넣어 충실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요약 결과를 이용하여 각 대표 프레임에 문

자 주석(text annotation)을 첨가하였을 경우, 보다 효율적인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참조가 되는 앵커 장면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았다. 현재 그러한 장면은 제작자가 직

접 넣어주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연구를 
통해 앵커 장면을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음성 인식이나 문자 인식을 통한 문자 주석 첨가를 
향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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