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최근 디지털 방송이 상용화 됨에 따라 방송 

채널이 다변화 되고 그 수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방대한 미디어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PVR 에 저장, 재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필요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시작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방송국에서 보내주고 있는 

EPG(Electronic program guide)는 실제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 시간과는 다소 차이가 나서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 페이지 템플릿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생성된 

시작 페이지 템플릿으로 비디오 검색을 하여 정확한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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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디지털 방송이 상용화됨에 따라 방송 채널이 

다변화되고 그 수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방대한 

미디어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쉽게 

PVR 내에 저장, 재생시키기 위해서 시청자들은 

방송국에서 보내주고 있는 EPG(Electronic program 

guide)시간을 이용한다. 하지만 EPG 시간이 언제나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EPG 가 들어와도 실제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 시간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점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녹화된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의 정확한 시작점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주고 있다. 하지만 방송 비디오 프로그램의 

시작 페이지는 항상 특정 방송국을 알리는 방송국 로고 

페이지 뒤의 일정시간 안에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점을 이용하여 로고 페이지 뒤 

일정 시간 동안의 후보 프레임들 중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프레임들을 프로그램의 시작 페이지로 

가정하고, 광고와 프로그램들 사이에 존재하는 blank 

화면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프로그램 시작 페이지에 

대한 visual template 을 구성하였다.  생성된 

시작페이지 템플릿을 이용하여 비디오 검색을 하면 

정확한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시작점을 찾기 위해 쓰이는 시작 페이지 템플릿을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동 템플릿 생성기의 구조를 

설명하고 자동 템플릿 생성기를 통해 생성된 시작 

페이지 템플릿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정확한 시작점을 

찾는 과정을 서술한다. 3 장에서는 자동 템플릿 

생성기를 통한 실험결과를 보이고, 4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자동 템플릿 생성기 
 

1. 전체시스템 개요 

그림 1 은 본 논문이 제안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흐름도이다. 정확한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각 프로그램들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비디오 클립을 이용하여 시작 페이지에 대한 템플릿을 

구성해야 한다. 자동 템플릿 생성기에서는 로고 

페이지와 blank 화면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시작 

페이지에 해당하는 템플릿을 생성한다. 생성된 

템플릿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여 데이터 베이스 안에 

저장한다. 이는 방송 비디오에서 템플릿과 비슷한 

화면을 비디오 검색의 개념을 이용하여 찾기 위해 

사용된다.  

 

Feature Vector
Extractor

Title Page Templates

Feature Vector 
Extractor

Title Page Template
generator

Database

Sequence
Matching

Find Start Time

Template
SelectorVideo Stream

Color-code
Extractor

Feature Vector
Extractor

Title Page Templates

Feature Vector 
Extractor

Title Page Template
generator

Database

Sequence
Matching

Find Start Time

Template
SelectorVideo Stream

Color-code
Extractor

 
그림 1. 전체 시스템 개요도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점 검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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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code[1]가 삽입되어 있는 방송 비디오가 

들어오면, Color-code Extractor 를 이용하여 현재 방송 

비디오의 GPS 시간을 구한다. 현재 (구해진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전, 후로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의 정보를 EPG 로부터 얻는다. EPG 로부터 얻은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페이지 템플릿에 대한 특징 

벡터를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얻는다.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얻은 템플릿에 대한 특징 벡터를 

현재방송 되고 있는 방송 비디오의 특징 벡터와 

비교하여 템플릿과 일치하는 비디오 세그먼트를 찾으면 

비디오 세그먼트의 첫 번째 프레임에 삽입된 

color-code 를 이용하여 해당 프레임의 GPS 시간을 

얻고[3], [4] 정확한 방송 비디오의 시작점을 알려준다. 

다음 절에서는 전체 시스템의 부분 중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알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의 시작페이지 

템플릿을 자동으로 만드는 자동 템플릿 생성기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2. 자동 템플릿 생성기  

현재 방송 되고 있는 방송 비디오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로고 페이지와 프로그램 시작 

페이지 그리고 많은 광고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로고 페이지를 가지며 로고 

페이지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개의 광고와 프로그램 시작 

페이지는 blank 화면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른 요일에 

상영되는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 시작 전 

하나의 로고 페이지와 여러 개의 광고 그리고 시작 

페이지를 갖는다. 하지만 동일한 광고가 다른 요일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같은 시간대에 항상 존재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요일에 방송되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비디오들을 여러 개 검사해 

보면 결국 같은 시간대에 항상 존재하는 것은 시작 

페이지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점에 

착안하여 자동 템플릿 생성기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작 페이지 

템플릿을 좀더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우선 

구성하고자 하는 시작 페이지 템플릿의 프로그램에 

대한 GPS 시간을 Color-Code Extractor 를 이용하여 

구한다. 구해진 GPS 시간과 방송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EPG 시간을 비교하여 프로그램 시작 시간 전, 후로 

구간을 설정한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한 구간 이 

설정되면 구간 내에서 로고 페이지를 검색한다. 검색된 

로고 페이지 다음에 이어지는 광고와 광고 사이, 

프로그램과 광고 사이를 구분 짓는 각각의 Blank 

화면들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 시작 페이지에 

대한 후보 템플릿을 구성한다. 구성된 후보 템플릿들로 

시작 페이지에 대한 후보 템플릿 집합을 만든다.  

다른 요일에 방송되는 동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여러 개의 또 다른 

후보 템플릿 집합들을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서로 

다른 후보 템플릿 집합들에 속해있는 시작 페이지 

템플릿들끼리 히스토그램 매칭을 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시작 페이지 템플릿들은 삭제한다.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최종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작 

페이지 템플릿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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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동 템플릿 생성기 블록도 
 

(1) 후보 템플릿 집합 구성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로고 페이지 뒤에 

이어지는 blank 화면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후보 시작 

페이지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자. 

Logo_template 와 Video 를 각각 로고 페이지에 대한 

템플릿과 방송 비디오라고 하면, Logo_template 와 

Video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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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에서 xn은 N프레임으로 이루어진 로고 페이지 

템플릿의 n번째 프레임을 의미하며, ym은 M 프레임을 가        

진 방송 비디오의 m번째 프레임을 의미한다. 로고 

페이지 템플릿 Logo_template 와 일치하는 프레임 

t로부터 시작하는 비디오 세그먼트 

Segmentt={yt,yt+1,...,yt+N-1}를 방송 비디오로부터  

찾기 위해서, 핑거프린트 (fingerprint)[2]를 특징 

벡터 (feature vector)로 이용하였다. 로고 페이지 

템플릿 Logo_template와 비디오 세그먼트 Segmentt 에 

대한 핑거프린트 A,Bt 는 다음과 같이 각각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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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f()는 프레임에 대한 히스토그램[5] 값을 

의미한다. Logo_template 과 일치하는 비디오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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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t 를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핑거프린트 간의 거리 값이 최소화 되는 t값을 찾는다. 

( )11

arg m in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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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

t

n N
n n tn

D A B

w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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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 x f y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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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3)에서의 는 히스토그램간의 유클리디안 

(Euclidean) 거리를 의미한다.  

( )d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로고 페이지에 대한 템플릿과 

일치하는 비디오 세그먼트들을 찾은 후 시작 화면에 

대한 템플릿 후보를 생성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blank 화면을 검출하였다. 검출된 각각의 blank 

화면으로부터 템플릿들을 구성하여, 시작 화면에 대한 

템플릿 후보 집합 Z 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_ :0i bZ candidate template i N= < }lank<  (4) 

 

식 (4) 에서 candidate_templatei는 검출된 i번째 

blank화면으로부터 구성된 템플릿을 의미하며, NBlank는 

검출된 blank 화면의 총 개수를 나타낸다. 

 

(2) 시작 페이지 자동 검색 방법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한 로고 페이지와 blank로부터 

만들어진 각각의 시작 페이지 템플릿들로 구성된 후보 

템플릿 집합을 Z1이라 하고, 다른 요일에 방송된 동일 

방송 프로그램들로부터 생성된 시작 페이지 템플릿들에 

대한 후보 템플릿 집합들을Z2,…,Zn이라 하면, Z1 과Z2의 

후보 템플릿 집합내의 템플릿들을 서로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템플릿을 줄인 후의 원소의 개수가 

줄어든 후보 템플릿 집합과 새로운 후보 템플릿 집합 

Z3와 비교하여 또다시 줄여 나간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하나의 시작 

페이지 템플릿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 은 후보 템플릿 집합내의 원소들을 비교하여 

최종 하나의 시작 페이지 템플릿을 얻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

2
( ( ) 1){

}

i

S Z
i
W h ile c a rd S
S S Z
i

←
←

==
←

+ +

∩

1

2
( ( ) 1){

}

i

S Z
i
W h ile c a rd S
S S Z
i

←
←

==
←

+ +

∩

 
그림 3. 후보 템플릿 집합으로부터 시작 페이지 

템플릿을 찾는 알고리즘  

 

Ⅲ. 실험결과 

본 장에서는 위에서 제안한 자동 템플릿 생성기를 

통해 좀더 편리하게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찾는 방법에 

대한 실험 결과를 기술한다. 특정 방송국에 대해 3 주 

동안 다른 날짜의 같은 요일과 시간대에 방송되는 오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비디오 검색을 하였다. 

표 1. 요일 별 프로그램에 대한 시작 페이지 

템플릿 수 

요일 별 
방송 비디오

프로그램

 수 

초기 시작 페

이지 후보 템

플릿  수 

최종 시작 페

이지 후보 템

플릿  수 
비디오1 7 30 8 

비디오2 7 33 9 

 

표 1 은 요일 별 같은 시간대의 방송 비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자동 템플릿 갱신기를 통한 최종 후보 집합내의 

시작 페이지 템플릿 수를 보여 주고 있다. 다른 날짜의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의 방송 비디오 프로그램 3 개를 

가지고 최종 후보 집합에서 찾은 시작 페이지의 개수가 

실제 프로그램의 시작 페이지 수인 프로그램의 개수 

보다 많이 검출 되었는데, 이는 같은 방송 프로그램 

시작 시간대에 3 주 연속 같은 광고가 생겨 나타나는 

결과이다. 표 2 는 실제 방송 비디오에 대한 시작 

페이지의 템플릿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자동 템플릿 생성기의 정확도  
요일 별 방송비디오 검색 정확도 

비디오1 0.90 

비디오2 0.87 

 

표 3 과 표 4 는 비디오 1 과 비디오 2 에 대해 자동 

템플릿 생성기를 통해 생성된 템플릿을 이용하여 실제 

방송 비디오와 시작 페이지 템플릿과의 매칭을 통해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EPG 시작 시간과 실제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 시간과의 차이를 조사 한 결과이다. 

시작 시간의 차이는 방송국과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대에 따라 정확하게 시작하는 프로그램들부터 

차이가 5 분 이상 나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시간대가 늦을수록 실제 프로그램의 시작 시간과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뉴스나 생방송 

프로그램들의 방송 시간이 유동적이어서 뒷부분의 방송 

프로그램들의 프로그램 시작 시간이 EPG 에 따른 시작 

시간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비디오 1 의 실제 방송 시작 시간과의 차이 

프로그램 명 
EPG 

시작시간 

실제방송 

시작시간 
차이 

프로그램 1 16:55:00 16:56:58 01:58 

프로그램 2 17:55:00 17:57:00 02:00 

프로그램 3 19:55:00 19:57:28 02:28 

프로그램 4 20:55:00 20:58:30 03:30 

프로그램 5 22:05:00 22:10:16 05:16 

프로그램 6 23:05:00 23:11:41 06:41 

프로그램 7 00:05:00 00:11:4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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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비디오 2 의 실제 방송 시작 시간과의 차이 

프로그램 명 
EPG 

시작시간 

실제방송 

시작시간 
차이 

프로그램 1 18:45:00 18:48:48 03:48 

프로그램 2 19:14:00 19:18:25 04:25 

프로그램 3 20:15:00 20:19:43 04:43 

프로그램 4 20:53:00 20:55:39 02:39 

프로그램 5 21:47:00 21:49:06 02:06 

프로그램 6 21:56:00 21:58:49 02:49 

프로그램 7 23:05:00 23:09:21 04:21 

. 

Ⅳ. 결론 

본 논문을 통해 프로그램 시작 페이지에 대한 템플릿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어 좀더 쉽게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시작 

페이지와 광고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어 같은 광고가 

다른 날짜의 같은 요일 같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 역시 시작 페이지로 

간주할 수 있어 이점에 대해 고찰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직접 시작 페이지를 텍스트로 인식하여 검색 

할 수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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