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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DCT를 기반으로 하여 비디오 내에서 
자막을 I-frame들로부터 추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막 검출 및 추출 방법은 자막이 주위 배경 
화면과 그 대비 값이 크다는 점과 화면상에 일정한 
시간동안 유지된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먼저 비디오 
내에서 I-frame들의 DCT 값들로부터 주위 배경화면과 
비교하여 그 대비 값이 큰 영역들을 표시하였다. 그 후에 
자막의 시간적 특성과 공간적 특성을 이용하여 자막을 
포함하는 프레임을 검출하여, 그 내에 있는 자막 영역을 
추출하였다. 

 

I. 서    론 

 

   자막은 비디오에서 자주 등장한다. 자막이 비디오 내에 
있을 경우 비디오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

에 비디오의 색인 및 검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

렇기 때문에 비디오 프레임에서 자막을 추출하기 위한 많

은 연구가 과거로부터 많이 연구 되어왔다. [1] 은 수평적

인 공간적 편차(spatial variance)를 이용함으로써 이미지 내

에서 자막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2]은 이미

지 내의 질감을 분석함으로써 자막의 고유한 질감을 갖는 
영역을 자막영역으로 추출하였다. 그들은 피라미드 기법과 
텍스트의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가

지는 자막을 추출했다. [3] 은 반면에 색상 클러스터링과 
Connected Component를 이용함으로써 자막을 추출하였다. 
또한 [4]은 분할(segmentation)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보된 
분할 및 병합(split and merge) 방법을 통해 자막을 비디오

로부터 추출하였다. 하지만  멀티미디어에 대한 현대인들

의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그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용량 또한 상당히 방대해졌기 때문에 대다수의 비디오들

은 그 용량을 줄이기 위해 압축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막을 압축된 상태에서 바로 추출할 수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이러한 압축 상태에서 자막을 추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5]는 DCT 블록의 수평적 특성을 띄는 
AC계수를 이용함으로서 자막을 추출하였다. 그 후에 수직

적 특성을 띄는 AC계수를 이용함으로써 프레임 내에서 
자막이 존재하는 지를 결정하였다. 
  본 논문은 압축 비디오에서 DCT 계수를 활용하여 효과

적인 자막 추출 방법을 보인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막이 
있는 프레임 내에서 자막을 찾고 OCR 입력을 위한 각각

의 글자들을 추출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자막이 있는 프레

임을 찾아내는 것이다. 자막의 밝기, 이웃 화소들간 차이, 
자막의 형태 및 시간정보들을 이용하여 축소된 영상 내에

서 자막이 있는 프레임을 검출 및 추출하는 DCT 압축 기

반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제안 알고리즘  
 

  MPEG 압축기술은 공간적 및 시간적 과잉정보들을 줄

임으로써 비디오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MPEG 압축 비디

오는 I-프레임(intracoded) 과 그 사이에 B-와 P-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I-프레임은 이산 여현 변환(DCT)을 통해 
8x8 블록 단위로 압축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은 MPEG 비디

오의 I-프레임 또는 JPEG 영상에서, DCT 계수값들을 이용

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자막 추출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 우선 DCT 압축 상태에서 자

막 후보 영역을 검출하고 후보 자막 영역들 중에서 자막

에 부합하는 영역들만 고르게 된다.  
 

2.1 특징 선정(Feature Selection) 
어느 특정한 객체를 추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객체를 표현하는 특징을 얼마나 잘 선택하였는가 이다. 
이러한 객체를 표현하는 특징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특징

치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그 차원 또한 작아야 한



 다. 자막은 다양한 색상과 명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

상 정보만을 이용하여 자막의 특징을 얻어 오는 것은 많

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자막이 
비디오 시청자들로부터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자막이 그 
자막의 배경화소들과 뚜렷한 대비 차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비(constrast)가 텍스트를 추출함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는 자막을 포함하는 프레임(a)의 고대비 DCT 블록

들(b) 과 1x3의 구조적 요소를 통해 closing 연산을 한 후

에 opening 연산을 한 후의 결과이다(c). 그림 2(c)에서 볼 
수 있듯이 형상학적 연산을 통하여 대부분의 noise를 제거

하였다. 이는 자막이 아닌 DCT 블록들이 자막인 DCT 블

록처럼 형상학적 연산을 통해 세로축으로 병합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   텍스트 자막과 배경 화소들과의 고대비(high constrast)는 
8x8 DCT 내의 특정한 블록에서  아주 큰 계수 값을 갖는

다. 자막이 위치하는 8x8 DCT 블록들에 많은 시행을 거쳐 
DCT 내의 특정한 블록들에게서 그림 1에서 표시된 블록

들이 큰 계수 값을 가짐을  실험적으로 알 수 있었다.  

   

 

 

H                      V 
 

그림 1. 자막 추출을 위해 선택된 DCT 계수 

 

곧 DCT 블록내의 계수 값들은 자막 추출을 위한 적절한 
특징이다. 
 

2.2 압축 상태에서의 자막 영역 추출 

압축 상태에서 자막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이 I-프레임에서 8x8 블록 단위로 영역을 추출하게 된다.  
 

2.2.1 고대비 값을 가지는 DCT 블록 추출  
고대비 값을 가지는 DCT 블록을 추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DCT블록 (m,n)의 에너지  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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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CT(i)란 지그재그 스캔에 입각한 i번째 AC 계수

값을 의미한다. 
각각의 DCT블록들의 에너지를 계산 한 후에 고대비의 

영역을 가지는 DCT 블록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다음 정의

와 같이 임계값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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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 비디오 프레임에 대한 고대비 블록  

 

2.2.2 자막 영역 분할(Segmentation of Text Region) 
  앞 절으로부터 얻어진 고대비 블록들로부터 자막을 추

출하기 위해서 이번 장에서는 자막의 중요한 2가지 특징

을 이용한다: (a) 자막은 특정한 형태는 가지며, 그 형태는 
보통 사각형 모양으로써 그 가로 세로 비율이 국한되어 
있다 (b) 텍스트 자막은 여러 I-frame을 거쳐 유지된다. 본 
절에서는 위에 명시된 자막의 제약조건을 바탕으로 자막 
영역을 추출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3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과정.1  자막 영역 제약 조건 

앞 절에서 다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고대비 
블록들은 4-CC(Component Connectivity) 알고리즘을 통하여 
클러스터링 되어, 자막 영역을 형성하고 이 영역을 포함하

는 최소한의 경계 영역(Bounding Box)을 얻는다. 이렇게 
얻어진 각각의 경계영역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

을 검사해본다. 우선, 경계영역의 가로 세로 비율에 임계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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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경계영역내에 고대비 블록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임계값보다 높은지를 확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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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AHighContrast  와 ATotalArea 는 각각 경계영역내의 
고대비 블록의 개수와 경계영역내의 총 블록의 개수이다. 
자막영역은 위에서 주어진 두 가지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

하므로 이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영역은 자막 영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표 2 는 자막 영역 분할에 대한 결과로써, 여기서 또한 자

막 영역 뿐만 아니라 자막 유지시간에 제약을 동시에 둠

으로써 precision값이 월등히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과정.2  자막 유지 시간 제약 조건 

그 후에 w의 크기를 가지는 윈도우를 이용함으로써 자막

영역이 프레임내에 일정한 시간 또는 w개의 연속적인 I -
프레임동안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여러 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사람이 자막을 인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막유지 시

간은 약  2초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w=4 로 놓았다. 

 

     

제약조건 Recall Precision 

자막 영역 0.92 0.64
자막 영역 및 자막 유

지 시간
0.91 0.84 

 표 1. 자막 프레임 검출에 대한 결과 

(총 172개 자막 프레임) 
 
 

 

 

그림 3. 움직이는 윈도우를 이용한 자막 영역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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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조건 Recall Precision 
자막 영역 0.93 0.6 

자막 영역 및 자막 유

지 시간 
0.92 0.79 

  
표 2. 자막 영역 분할에 대한 결과 (총 312 자막) 위의 그림 3. 과 같이 윈도우를 취하고 윈도영역이 한 프

레임 씩 움직이도록 한다. 이때 각각의 윈도우 영역 내에 
있는 인접한 두 프레임에서 똑같은 경계 영역이 존재하는

지를 확인한다. 앞선 프레임에서의 경계 영역이 다음 프레

임의 경계 영역과 60%이상 겹치면 이를 자막으로  간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자막으로 처리하지 않는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자막 영역을 결국 얻게 된다. 

 

IV. 결  론 

 

본 논문은 DCT 기반 MPEG 비디오의 I-frame을 대상으로 
한 자막 검출 및 추출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자

막 영역을 검출 및 추출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자

막의 영역에 조건, 자막 유지시간에 대한 조건 및 자막과 
인접한 화소들과의 큰 대비차는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였

다. 하지만 8x8 block 단위로 자막 영역을 추출하게 되므로 
자막의 일부분이 잘려 나가는 현상과 비교적 큰 크기를 
가지는 자막에 대해서 취약점을 보였다. 하지만 압축 상태

에서  실시간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자막을 추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자막을 추출해야 하는 응용 
기술에 이용 될 수 있다. 

 

 1,.....,Nk,t, tRegion Regions
k
end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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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 은 자막 영역 k 가 존재하는 시점

의 시작점과 마지막 시점이다. 

k
startt k

endt

 

III.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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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의 개수는 172개 였으며, 총 312개의 고유한 지문을 
가지고 있다.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Precision 과 Recall을 이용하였다. 표 1은 자막 프레임 검

출에 대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자막 영역에 대한 조건만 
검사할 때의 recall율은 비록 높게 나왔지만, precision은 자

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막으로 오인된 경우가 많아 그 
값이 낮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막 유지 시간에 대한 
조건을 동시에 검사했을 때 자막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적

어짐을  64%에서 84%  높아진 precision 값을 통해서 확

인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recall율은 비슷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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