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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영상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뉴스 검색과 같은 검색 서비스를 위한 내용 기반의 색인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최근의 동영상 색인 기술들은 특히 용량이 큰 동영상에서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색인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대부분 저수준 특징(low-level 
feature)들을 이용하여 특정 구간을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수준 특징만을 이용할 
경우 고수준 특징(high-level feature)이 나타내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동영상 내용을 다룰수 없어, 사용

자가 일일이 내용에 따른 구분 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뉴스와 같
이 시간적으로 비정규적이지만 내용에 따라 구조를 지니고 있는 동영상에 대해서, 저수준 특징만을 
사용하여 고수준 특징을 이용한 것과 같은 성능으로 사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최소화하는 내
용 기반 구간 검출 방법에 의한 색인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저수준 특징을 이용한 프로그램 구간 
검출은 빠른 처리 및 효과적인 검출 성능 보이고 있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정규 구조 색인 방법

이 내용 기반 색인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1. 서론 

지상파, 케이블 및 위성 방송 등 방송 인프라가 확
대되고, 디지털화 되면서 동영상 데이터가 급증하고 
있어, 점점 많아지는 동영상에서 원하는 것을 쉽게 찾
기 위한 동영상 검색 서비스가 최근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뉴스 검색과 같은 서비스를 위하여 동영상 색인

의 필요성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용량 동영상을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색인하기 위한 관련 기술들이 
최근 많이 소개되고 있다.[1-2] 이와 같은 기술은 대부

분 저수준 특징(low-level feature)에 기반한 특정 구간 
검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수준 특징을 이
용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동영상의 내용과 
관련 있는 고수준 특징(high-level feature)을 다루지 못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일히 내용을 분석하고 구분

해야 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뉴스

와 같이 시간적으로 비정규적이지만 내용에 따라 구

조를 지니고 있는 동영상 색인 시, 사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 기반 구간 검출

을 이용한 색인 방법을 제안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방법은 크게 1) 내용 구조의 대표 화면을 선택

하는 템플릿 설정(template registration), 2) 설정된 템플

릿의 저수준 특징을 이용한 프로그램 구간 검출, 3) 
검출된 구간에 대한 검증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저수준 특징을 이용하여 동영상 내용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기 때문에 고수준 특징만을 이용한 경우 발생

하는 구현 과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으며, 저수준 
특징의 빠른 처리 및 효과적인 검출 성능을 사용할 
수 있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동영상 데이터

를 색인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실험 결
과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색인 방법이 매우 효과적임

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앵커화

면을 검출하기 위한 새로운 템플릿 설정 방식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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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3 장에서는 제안된 템플릿과 비주얼 패턴을 이용

한 빠른 앵커화면 검출 방법을 보인다. 그리고 4 장에

서는 그 실험 결과를 보이고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템플릿 설정(Template registration) 

일반적으로 내용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영상은 
각 구간의 시작점에 비슷한 화면(타이틀)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뉴스 동영상의 경우 뉴스 앵
커가 뉴스에 대한 해드라인을 먼저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기자의 설명과 함께 상황을 찍은 내용으로 보
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앵커는 실내인 스튜디

오에 있으므로 앵커의 장면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뉴스 동영상은 앵커가 존재하는 화면

(앵커샷)이 내용 구간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뉴스 동영상 색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앵커샷 검출을 위한 여러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
으나, 그 기반 기술은 대부분 앵커들의 모습을 검출하

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3-4] 이와 같은 기술은 하
나의 동영상에서 앵커를 검출하는데는 유용하지만, 매
일 방영되는 뉴스 앵커의 모습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여러 동영상에 동시

에 적용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앵커의 
배경화면인 뉴스 스튜디오는 그 변화가 적고 움직임

이 없어, 앵커의 모습을 검출하여 앵커샷을 찾는 방법

보다 뉴스 스튜디오의 특징을 검출하여 앵커샷을 찾
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즉, 정확한 얼굴 
검출은 매우 어려운 기술에 속하며, 더욱이 앵커는 말
을 하는 동안 조금씩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구현에 
있어서 고비용을 요구한다. 반면, 스튜디오 배경은 거
의 고정적이며 간단한 특징 검출 방법으로 그 존재 
여부를 검출할 수 있어 실제 구현시 많은 성능 차이

를 낼 수 있다. 
앵커 화면의 구성을 보면 화면 중앙 또는 옆으로 

치우쳐진 공간에 앵커의 모습이 존재하며, 오른쪽 또
는 왼쪽 상위 공간에 간단한 뉴스 대표 화면 및 뉴스 
제목이 있고, 그 외 부분에는 배경화면이 차지하게 된
다. 이 때 배경 화면으로는 스튜디오가 사용될 수 도 
있으며, 또는 다른 특수 화면이 사용될 수 도 있다. 
그림 1 은 국내 방송의 뉴스 및 미국 CNN 방송의 뉴
스에서의 앵커화면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a)
의 앵커 화면은 앵커와 뉴스 대표화면, 그리고 건물 
영상을 배경으로 하는 배경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1 (b)는 앵커와 뉴스 대표화면, 그리고 특수 효과

와 스튜디오를 배경으로하는 배경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화면으로부터 앵커화면의 템플릿을 구성하기 
위하여 배경화면에서 고정된 영역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앵커 화면의 구성 중 고정된 영역을 검출하

기 위한 방법으로 간단히 앵커화면에서 사용자가 수
동으로 고정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고정 영역을 정사각형, 직사각형과 같은 
일정 형태로 대부분 설정하게 되는데, 선택된 영역이 
전체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지는 한계가 있
다. 비교되는 선택 영역이 작으면 저수준 특징이 효과

적으로 앵커화면을 대표하지 못하고 검출 실패

(missing) 또는 잘못된 검출(false)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a) KBS 뉴스의 앵커화면 (b) CNN 뉴스의 앵커화면 

그림 1. 뉴스에서의 앵커 화면의 예들 

본 논문에서는 앵커화면의 템플릿을 구성하기 위하

여 자동 템플릿 설정 방법(template registration)을 제안

한다. 자동 템플릿 설정은 사용자가 선택한 2 장 이상

의 앵커화면을 이용하여 화면의 고정영역을 추출하는 
것으로 다음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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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템플릿 설정 과정을 나타내는 도식 

영상 1 과 영상 2 를 각각 , 이라고 하고 영상에

서의 픽셀값을 
1I 2I

p 라고 하면 차영상 은 다음과 같
이 정의할 수 있다.  

12D

|})()(||{ 2112 pIpIppD −=       (1) 
그림 3 (c)에서 보여지듯이 차영상에서 배경 영역과 

앵커 등 객체 영역 모두에서 차이값이 발생함을 알수 
있다. 배경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이값들은 조명, 카메

라 위치, 카메라 노이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 
차이값들은 객체 영역에서의 차이값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차영상에 그대로 임계치

(threshold)을 적용하여 구분한다면 배경 영역과 객체 
영역을 적절히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차영상의 에지(edge)를 구한 후, 임계치를 주어 배
경 영역에서의 에지와 객체 영역에서의 에지를 구분

한다. 그림 3 (d)의 는 소벨(Sobel) 에지 검출을 

한 후의 그림이다. 에지 영상  및 객체 영역에

서의 에지만을 나타내는 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낸다. 

12ED

12ED

12TED

))}((|{ 1212 pDSobelppED ==      (2) 

})(|{ 1212 eThpEDppTED >==      (3) 

이때 를 구하기 위한 경계값 는 에지 분
포도를 이용하여 구하는데, 그림 4 과 같이 분포도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낮은 값을 갖는 분포도는 
배경 영역에서 0 인 값과 약한 에지를 나타낸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배경 영역에

12TED eT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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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차이는 카메라 노이즈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카메라의 특성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는 두 개의 분포도를 나눌 수 있는 값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를 몰폴로지 확장

(morphological dilation), 미디언 필터(median filter) 및 
영역 채우기(region filling) 기법을 통하여 객체 영역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구해진 객체 영역 마스크 

을 반대로 전환하여 배경 마스크 을 구한다. 이

렇게 구해진 은 영상 에 적용하여 템플릿을 
추출하게 된다.  

eTh

12TED

12OM

12BM

12BM 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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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앵커화면에서의 템플릿 설정 과정 예 

 
 
 
 
 
 
 
 
 

 

그림 4. 에서의 에지 분포도 12ED

3. 비주얼 패턴을 이용한 앵커화면 검출 방법 

앵커샷을 검출하기 위하여 앞절에서 보인 템플릿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추출된 고정영역을 얻은 후 저수

준 특징을 추출한다. 추출된 특징값의 유사도는 앵커

샷이 존재하는 부분을 결정하게 한다. 이때 모든 프레

임마다 프레임 전체 영역에 대한 저수준 특징을 추출

하고 유사도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고비용 작

업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 영상의 특징을 잘 
포함하고 있는 축소영상에서의 비주얼 패턴, 즉 [5]에
서 제시한 Visual Rhythm (VR)을 사용하여 전체 시스

템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VR은 비디오 V에서 시간 t상의 한 프레임 좌표 (x, 

y)에 위치한 화소 값에 대한 함수 fV (x, y, t) 로 표현된

다. 이때 비디오 V의 r비율 만큼 축소된 영상 VR은 

로 표현되고 다음 식에 의해 비디오 V에 

의해서 구해진다. 

),,( tvuf
RV

,...}2,1,0{,,),,,( ∈++= tvutkrvkruff vuVVR
     (4) 

1,0 −≤≤ rkk vu  
식(4)에서 ku 와kv는 픽셀단위의 오프셋 값이고 r은 축

소비율이다. 따라서 축소된 비디오에서의 VR은 다음

과 같이 구해진다. 

)}),(),(({)},({ tzvzuftzfVR
RVVR ==         (5) 

식 (5)의 u(z) 와 v(z) 는 독립변수 z 의 1 차 함수이다. 
VR 은 함수 u(z) 와 v(z) 에 따라 얻어지는 방식이 달
라진다. 예를 들어 대각선 방향의 샘플링은 상수 δ 로 
이루어진 함수 (u(z), v(z)) = (δz, z) 로 구해질 수 있다. 
그림 3 은 VR 을 구성하는 방법과 추출된 VR 의 특징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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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Visual Rhythm 구성 방법 및 추출된 VR 예 

비디오 V에 대하여 구해진VRV을 통하여 쉽게 컷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템플릿의 비주얼 패턴VRT

을 이용하여 앵커샷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템플릿의 비주얼 패턴VTT과 비디오V로부터 얻어진 

비주얼 패턴VRV 의 비교 시, 그림 3 (i)의 BM12 마스

크 영상의 비주얼 패턴 VRM을 이용한다. 다음 식은 
비디오 V상의 임의의 시간 t에서 두 패턴의 유사도 

를 나타내는 식이다. tS
eTheTheTh

( ){ }∑
=

⊗−+=
k

h

t htS
0

MTV VRVR,VR      (6) 

식 (6)에서 k 는 비교할 프레임의 수, 즉 템플릿과 비
교하는 시간을 나타내며, 연산자 는 마스크 연산자

로서 두 비주얼 패턴 비교시 앞절에서 설명한 템플릿

의 고정영역만을 취하기 위함이다. 

⊗

따라서 앵커샷은 시간 t에서 유사도 가 임의의 
임계치 TH

tS

S 보다 작을 때 또는 시간 t에 대한 의 변
화량 

tS
1−−= tt SSDS 가 THDS 보다 클 때 결정되며, 이

때 시간 t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컷이 앵커샷

의 시작 위치로 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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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논의 

실험은 주기적으로 방송되고 있는 뉴스 프르그램과 
고 3 수능 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방법을 실험하였다. 각 프로그램은 템플릿 설
정을 하기 위해 두개의 동영상에서 템플릿 화면을 각 
2 개씩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6 는 VR 에서 템플릿과 동영상 화면과의 저수

준 특징값들을 비교하여 유사도값을 구했을 때, 시간

에 따른 유사도 값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
림에서 보여주듯이 템플릿 화면인 경우 유사도가 매
우 높게(그림에서는 distance 값) 나옴을 알 수 있다. 
특히 앵커샷이 있는 부분에서 변화량이 매우 크게 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에서 수직선은 VR 을 
이용하여 검출된 후보 집합에 대한 시간적인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a)는 전체 화면에서 VR 을 구
하고 앵커 샷을 검출했을 때의 유사도 변화량을 나타

낸 그래프이며, 그림 6 (b)는 DC 영상에서의 유사도 
변화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6 (a)을 보면 총 11
개의 실제 앵커샷을 갖는 동영상에서 총 12 개의 샷
을 검출하였고, 그 중 false 샷은 1 개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이 매
우 효과적으로 앵커샷을 검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6 (b)에서는 총 15 개를 검출하였으며, 
DC 영상임에도 효과적으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 전체 화면에서의 검출시 유사도 변화 그래프 

 
(b) DC 영상에서의 검출시 유사도 변화 그래프 

그림 6. 동영상 재생 시간에 따른 VR 에서의 유사도

값의 변화 및 검출된 후보 화면의 시간 위치 

표 1 은 몇가지 동영상에 대한 검출된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동영상 5 인 경우를 보면 실제 존재하는 
앵커샷은 총 10 개이며, 검출된 샷은 14 개이다. 이 중 

빠진 샷은 없으며 false 샷은 4 개이내임을 알 수 있다.  
 

표 1. 다양한 동영상에 대한 검출 결과 
 Decoding

Level 
Number 

of 
anchor 
frames 

Detected 
frames 

Falsely 
detected 
frames 

Missed 
frames

Correctly 
detected 
frames 

Full 13 23 10 0 13 Video 
1 DC 13 19 6 0 13 

Full 10 23 14 1 9 Video 
2 DC 10 24 14 0 10 

Full 13 24 11 0 13 Video 
3 DC 13 35 22 0 13 

Full 12 19 7 0 12 Video 
4 DC 12 50 38 0 12 

Full 10 14 4 0 10 Video 
5 DC 10 44 34 0 10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으로 동영상을 내용 기반 색
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방법은 
앵커샷 내에 존재하는 객체를 검출하고 검출된 객
체의 특징들을 이용하여 앵커샷을 검출하지만, 움직

이는 객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고비용이며, 객체

의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
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징이 고정적이며 
상대적으로 객체보다 추출하기 쉬운 고정 영역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방법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

고 있다. 또한 제안된 방법은 뉴스, 동영상 강의와 
같이 주기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도 효과적으

로 적용할 수 있어 사용자의 작업을 최소화하면서 
저비용으로 동영상을 색인할 수 있다. 실험 결과에

서는 제안된 방법이 많은 비용이 필요한 작업을 최
소화하여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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