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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앵커 장면 검출을 이용하여 뉴

스 동영상의 내용 기반 계층적 브라우징을 위한 자동 

색인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저수준의 특징 벡터를 사

용하여 장면전환을 검출하고 장면의 대표 프레임에 대

해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얼굴 검출 알고리즘을 수행한

다. 얼굴이 검출된 프레임들에 대해 그래프 이론(Graph 

Theory)에 기반한 군집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앵커 

장면의 대표 프레임을 검출한다. 앵커 장면의 대표 프

레임과 각 앵커 장면에 이어지는 기사 내용의 대표 프

레임을 이용하여 계층적 구조를 생성한다. 제안한 색

인 방법은 적은 계산량으로 앵커 장면을 보다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으며 뉴스의 내용을 효과

적으로 브라우징 할 수 있는 계층 구조를 구성

할 수 있다． 다양한 뉴스 영상을 통한 실험 결과, 

자동 색인 방법으로 내용을 단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브라우징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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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동영상 컨텐츠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동영상의 

검색 및 브라우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동영상의 검색 및 브라우징 서비스는 내용에 기반한 

색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색인화 작업은 

동영상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내용에 

기반한 색인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신호 

처리 측면에서 내용을 판단하고 색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동영상을 의미 있는 장면으로 나누고 장면 

안에서 색인 정보를 찾아 분석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1].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동영상에 대한 일반적인 색인 기법이 

아닌 스포츠 중계, 뉴스, 교육 방송 등, 특정 동영상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자동화된 색인 기법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뉴스 동영상은 기사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각 

기사에 앞서 앵커가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는 일반적인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즉, 뉴스의 구조는 동영상을 기사 

내용 별로 나누는 것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 때 

앵커 장면은 각 기사를 구분 지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앵커 장면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첫 번째는 앵커 장면을 모델화 

하여 동영상의 각 프레임과 비교하는 모델 

매칭법(Model Matching Strategy) [2, 3, 4]이고, 두 

번째는 동영상을 장면 단위로 나누고 장면들을 

군집화(Clustering Method) [5, 6]하여 앵커 장면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모델 매칭법은 앵커의 위치, 스튜디오의 배치 등, 

앵커 장면의 공간 구성을 모델화하여 프레임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앵커 장면의 공간 구성은 

뉴스 프로그램 마다 다르고 한 프로그램 내에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 모델화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매 프레임 비교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계산량이 상당히 많다.  

군집화 방법은 우선 동영상을 장면 단위로 나누고 

장면의 특징을 추출한다. 뉴스 영상에서 앵커 장면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이용하여 각 장면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로 군집화한다. 이 방법에서는 앵커 

장면과 특징이 비슷한 장면이 군집화 과정에서 앵커 

집합에 속하게 될 수 있다. 특징 벡터는 보통 색상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앵커 장면과 비슷한 색상 

정보를 가지는 장면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은 뉴스 동영상의 계층적 브라우징을 위한 
자동 색인 과정을 앵커 장면 검출과 계층적 색인 
과정의 두 단계로 제시한다. 앵커 장면 검출 
단계에서는,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얼굴을 검출하고 
군집화 과정을 거쳐 앵커 장면을 검출한다. 동영상 

내의 앵커 장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상의 변화에 

무관하게 앵커 장면을 검출할 수 있다. 계층적 색인화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뉴스의 브라우징을 위하여 
앵커와 기사를 구분하여 계층을 구성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 앵커 장면 

검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III 장에서는 브라우징을 

하기 위한 계층적 구조 생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IV 장에서는 제안한 색인 방법의 실험 결과를 보이고, 

V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Ⅱ. 앵커 장면 검출 
뉴스 동영상의 색인화를 위해 우선 동영상의 장면 

전환을 검출하여 장면의 대표 프레임을 추출한다. 앵커 

장면을 찾기 위해 대표 프레임에 대하여 얼굴 검출 알

고리즘을 적용하고 그 결과, 앵커 장면 후보를 검출한

다. 최종적으로 그래프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군집화 과

정을 통하여 앵커 장면 후보들 중에서 앵커 장면을 검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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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앵커 후보 장면 검출 

뉴스 동영상은 앵커 장면과 기사 장면의 구분이 

뚜렷하고 앵커 장면에서는 앵커의 작은 움직임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뉴스 

동영상의 장면 전환을 검출했을 때, 앵커 장면은 한 

장면으로 쉽게 검출된다. 또한 장면 검출로 추출되는 

대표 프레임을 이용하면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빠른 장면 전환 검출을 위해 두 

프레임 간의 양자화된 색상의 히스토그램의 차로 

일반적인 장면 전환을 검출할 수 있지만, 몇 프레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하는 장면 전환을 검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검출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10 프레임 동안의 차를 누적시킨 값을 이용한다. 대표 

프레임 집합 K 는 다음의 식(1)과 같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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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는 t번째 프레임을 나타내고, d(•)는 두 프레임의 

히스토그램의 차를 나타낸다. N은 히스토그램의 

차원이고, Ht(i)는 ft의 히스토그램의 i번째 원소 값이다. 

bε 는 급진적인 장면 전환 검출을 위한 임계값이고, 

gε 는 점진적인 장면 전환 검출을 위한 임계값이다.  

장면 전환 검출로 얻어진 장면의 대표 프레임에 

대해 얼굴 검출 알고리즘[7]을 적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얼굴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고속의 검출이 가능하고 앵커의 

얼굴과 같이 정면을 향하는 얼굴에 대한 정확도가 높다. 

앵커의 얼굴은 뉴스의 일반적인 특성상 위치와 크기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계산을 줄이기 위해 얼굴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에 다음과 같은 제약을 

둔다. 

 

① 화면의 상, 하, 좌, 우 1/6을 제외한 가운데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화면 면적의 1/10 이하는 검출하지 않는다. 

 

③ 얼굴의 수가 3 개 이상인 경우는 앵커 장면 후보로 

하지 않는다. 

 

그림 1 은 뉴스 1 과 뉴스 2 에서 장면 전환과 얼굴 

검출 과정을 통해 앵커 장면의 후보를 검출한 결과이다. 

앵커 장면의 후보에는 앵커 장면 대표 프레임과 기사 

장면에서 얼굴이 검출된 대표 프레임이 섞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얼굴 검출 과정은 얼굴을 포함하지 않은 

대표 프레임을 제거함으로써 앵커 장면을 검출하는 

범위를 축소시키고, 계산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a) 뉴스 1 

 

 
(b) 뉴스 2 

그림 1. 앵커 후보 장면 의 예 

 

2. 앵커 장면 검출 

앵커 장면은 조명의 변화가 거의 없고 배경이 일정

하여 색상 정보가 매우 유사하다. 즉, 앵커 장면의 대표 

프레임에서 색상 정보를 특징 벡터로 했을 때, 앵커 장

면들의 특징 벡터는 비슷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앵커 장면 후보들 가운데 앵커 장면이 아닌 대표 프레

임들은 유사한 특징 벡터를 가지기 어렵고 특징 벡터가 

비슷하다고 해도 앵커 장면의 대표 프레임들 만큼 그 

수가 많지는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앵커 장면을 

검출하기 위하여 그래프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군집화 방

법을 사용한다. 식 (2)는 그래프 이론에 대한 용어를 정

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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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G는 정점(vertex)과 에지(edge)의 집합이다. X
는 정점(xn)들의 집합이고 E는 정점들을 연결하는 에지

(eij)들의 집합이다. 이 때, 에지의 가중치는 식 (3)과 같

이 정의한다. d(•)는 정점과 정점 사이의 거리로 본 논

문에서는 식 (1)에서 정의한 식을 이용한다. 

 

( ) ( , ).ij i jw e d x x=  (3)

 

앵커 장면의 후보로 검출된 대표 프레임들은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공간상의 정점에 위치시킨다. 장면 

전환 검출 과정에서 모든 대표 프레임의 특징 벡터를 

구하므로 앵커 후보 장면의 특징 벡터도 이를 

사용한다. 정점간의 거리 즉, 특징 벡터의 거리는 

에지의 가중치로 나타낸다. 앵커 후보 장면 xj를 

중심으로 하는 군집 Cj는 식 (4)와 같이 정의한다.  

 

{ | ( )i j ijC x C w e }.ε= ∈ ≤  (4)
 

이 때, C는 앵커 후보 장면 집합을 나타내고, C의 부분 

집합 Ci는 xi를 중심으로 임계값 ε 보다 작은 정점(xj)

들로 구성된다. Ci의 차수 deg(xi)는 집합 Ci가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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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면은 매우 유사한 특징 벡터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각 정점을 중심으로 임계치 안에 속하는 집합을 

구했을 때, 차수가 최대인 집합이 앵커 장면의 대표 프

레임 집합이 된다. 따라서 앵커 장면 집합 A는 식 (5)와 

같다. 

 

arg max deg( )
i

i
C

A x= . (5)

 

그림 2는 뉴스 1과 뉴스 2에서 검출한 앵커 장면

의 예이다. 

 

   
(a) 뉴스 1 

   
(b) 뉴스 2 

그림 2. 앵커 장면 검출의 예 

Ⅲ. 브라우징을 위한 계층적 구조  
앵커 검출 과정에서 앵커 장면과 기사 장면을 구분

한 것을 바탕으로 전체 뉴스 동영상에 대한 계층 구조

를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8]의 대표 프레임 계층 

구조를 개선한 방법을 제안한다. [8]에서 제안한 구조

의 계층2는 계층1의 프레임과 앵커 장면의 대표 프레

임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계층1보다 많은 정보를 필요

로 하는 계층2가 계층1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층2가 좀 더 많은 정보

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한 계층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앵커 장면의 대표 프레임은 ａn

으로, 기사 장면의 대표 프레임은 ｎｎｍ으로 표현한다. 

이 계층 구조는 각 기사내용을 하나의 프레임， 또는 

앵커 장면을 포함한 ３～４장면으로 요약할 수 있고 

앵커 장면과 기사 장면을 시간순서에 따라 배열함으로

써 브라우징에 효과적이다.  

 

 
 

그림 3. 계층적 구조도 

 

  장면의 대표 프레임 집합 Ｋ에서 앞서 검출

한 앵커 장면 집합 Ａ를 제외한 나머지 대표 

프레임들을 기사 내용 장면 집합 Ｎ으로 한다 ． 

계층 구조는 bottom up 방식으로 구성하며 그 과정

은 다음과 같다． 

① 장면 대표 프레임들을 시간 순으로 계층 ３

에 나열한다． 
② 계층３의 앵커 장면의 대표 프레임들（ａn）을

계층２에 복제하여 자신의 부모 노드로 한

다． 
③ 계층３에서 각 앵커 장면에 이어지는 첫 기

사 장면의 대표 프레임（ｎn１）을 계층２에 복

제한다． 
④ 한 기사내용 안에서 계층２의 마지막 프레임

과 이 이후에 이어지는 계층３의 대표 프레

임들을 비교하여 장면의 변화가 가장 큰 프

레임을 검출한다． 
⑤ 과정④에서 검출된 대표 프레임을 계층２로 

복제한다． 
⑥ 계층２의 이전 기사 장면 대표 프레임을 시

작으로 과정⑤에서 삽입된 새로운 프레임이 

발생하기 전까지 계층３의 프레임들을 계층２

의 이전 기사 장면 대표 프레임의 자식 노

드로 한다． 
⑦ 기사 내용의 마지막 대표 프레임이 과정④에

서 검출되기 전까지 과정④～⑥을 최대 ３번

반복한다． 
⑧ 계층２에서 각 기사 내용의 첫 대표 프레임

을 계층１의 부모 노드로 하고 계층２에서 

해당하는 기사 내용의 앵커 장면과 모든 기

사 장면을 자식 노드로 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구성한 뉴스 동영상

의 계층 구조는 계층1에서 각 기사 내용을 한 프

레임으로 간략히 표현하고， 계층2에서 앵커 장면 대

표 프레임 함께 기사 내용의 대표 프레임들을 ２～３

개로 요약한 것을 볼 수 있다 ．  또한 계층３은 

앵커 장면과 함께 모든 장면의 대표 프레임으로 

나타내어 기사내용을 상세히 나타낼 수 있다． 따

라서 계층1의 대표 프레임으로 동영상 전체의 요약을 

보여주고 한 기사의 세부 내용을 계층1의 각 노드에 대

한 자식 노드들을 계층별로 제시함으로써 단계적인 브

라우징이 가능하다. 

Ⅳ.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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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색인화와 브라우징 방법으로 3가지 뉴스 동

영상 대해 실험하였다. 장면 전환 검출에서 사용한 임

계값 bε 는 0.2, gε 는 1.2이며 군집화 알고리즘에서 사

용한 ε 는 0.7이다. 표 1은 각 계층에 검출된 프레임의 

수를 나타낸다.  

표 1. 뉴스 동영상의 계층적 브라우징 

 

 
그림 3은 뉴스 동영상 3에서 한 기사 장면에 대한 브

라우징 결과를 보인 것이다. 계층1에는 기사 장면의 대

표 프레임이 하나 있고 계층2에서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볼 수 있고 계층3에서는 계층２의 대

 계층1 계층2 계층3 

뉴스1 8 2８ １１０ 

뉴스2 6 1９ 1２０ 

뉴스3 10 ３6 1９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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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프레임을 기준으로 나머지 대표 프레임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 제안한 

브라우징 방법으로 뉴스의 전체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있었다.  

 

 
 

그림 3. 뉴스 동영상의 계층 구조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뉴스 동영상에 대한 자동화된 실시

간 앵커 장면 검출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브라우징을 위한 계층적 구조를 제안하였

다. 제안한 색인 방법은 앵커 장면의 검출에서 

그래프 이론에 바탕을 둔 군집화 방법의 결과를 향상시

켰다. 또한 동영상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브라우징을 위한 계층화된 구조를 사용하였

다． 장면 검출 과정에서 구한 특징벡터 및 대표 프레

임을 색인 과정 전체에서 이용하여 효율을 높였

다． 제안한 계층 구조 생성 방법은 앵커 장면 검출

을 통해 기사 내용 별로 자동 색인이 가능하지만 하위 

계층과의 구조를 구성할 때, 장면의 유사도만을 측정하

기 때문에 내용적 측면이 고려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내용에 연관된 계

층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향후에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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