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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기반 비디오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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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텍스트 데이터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효과적인 저장, 색인 및 검색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비디오 데이터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대표적인 데이터로서 다양한 응용분야의 원천 데이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이나 주문형비디오(VOD) 시스템과 같은 응용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비디오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 가지는 하위 레벨(low-level)의 시각적
내용이고, 다른 한가지는 의미론적 내용이다. 하위 레벨의 시각적 내용은 색상(color), 모양(shape),
질감(texture), 모션 특징(motion features) 등과 같은 시각적인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의미론적 내용은 객체나 장면과 같은 상위 레벨(high-level)의 개념들을 포함한다. 의미론적 내용을
추출하는 과정은 시각적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다. 왜냐하면 의미론적 내용 추출
시 도메인에 관련된 지식(domain knowledge) 및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출된 내용 정보가 곧 메타데이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비디오 영상 데이터 자체보다는 비디오 내용에 대한 질의를 원한다는 사실
즉, 어떠한 의미론적 정보를 담고 있는 비디오 및 비디오의 특정부분을 검색하고 싶어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비디오

메타데이터를

모델링하였다.

즉

비디오

내용(혹은

메타데이터)을

논리적

계층구조에 따라 의미론적으로 분류하였다.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시하는 모델링이 주로
시각적 내용에 의존적인 기존 내용 기반 검색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모델링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라는 특성을 가지는 비디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응용
분야에 따른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질의 유형을 파악하여 비디오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특성들을 기술할 수 있는 비디오 메타데이터를

추출, 분류 및 모델링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비디오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메타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비디오 검색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할 때 사용자와

비디오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매개 데이터로서 검색 성능 및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사용하였다. XML문서는 문서 자체가 하나의 객체이며, 문서 안의 엘리먼트(element)가
독자적인 하나의 객체 단위로서 의미적으로 연관된 또 다른 객체를 포함할 수 있고, 문서의 구조가
계층적이라는 점에서 비디오의 논리적, 의미론적 구조화에 적당하다.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 모델에
의해 작성된 XML 문서 및 비디오 데이터는 XML 데이터 서버인 eXcelon서버에 저장되고, 저장된
문서에 대해 XQL(XML Query Language)을 통해 질의함으로써 문서 중 원하는 부분을 검색한다.
검색한 XML 결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XSL(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을 적용하여 웹 상에
변환된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말한 XML 을 이용한 논리적, 의미론적 모델링은 기존 내용 기반 검색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비디오 데이터의 시각적 내용 및 의미론적 내용을 반영한 통합 모델링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As internet and information technology have been developing recently, extensive research
efforts have been made with regard to the efficient storing, indexing, and retrieving multimedia data
as well as text data. Specially, video data, which was representative data of multimedia data, is
becoming an important factor in a various application area such as Digital Library and Video On
Demand (VOD) system.
Video content can be grouped into two types : low-level visual content and semantic content.
Low-level visual content is characterized by visual features such as color, shape, texture, motion
features and so on. On the other hand, semantic content contains high-level concepts such as
objects and events. The main distinction between these two types of content is different
requirements for extracting each of these contents. The process extracting the semantic content is
more complex, because it requires domain knowledge or user interaction, while extraction of visual
features is usually domain independent. This extracted content information is metadata.
This paper focused on the fact that users usually want to the query of the video content instead
of raw video data itself. For example, a user will ask for video and specific part of video which
contain some semantic information. So, this paper classified video content (or metadata)
semantically according to logical hierarchy. The point, in this paper, is that the proposed modeling
is to improve performance of existing content-based retrieval system and to complement its
disadvantage.

It is necessary to extract, classify, and model video metadata, that can describe features
included in video, in order to manage video data,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large scale and
atypical data efficiently by analyzing various user’s requests and query types. In designing video
retrieval system, video metadata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mediator
between users and video data and influences on the performance of search and results.
This paper uses XML as a modeling method to structure and represent video data. XML
document is an object and its element as an object unit can include another element related to that
semantically. And XML represents the structure of document hierarchically. So, it is suitable for
structuring video data logically and semantically. The XML document that is written by the
structured data model and video data are stored in eXcelon server, XML data server, and the part
of XML document is retrieved using XQL(eXtensible Query Language). By applying a proper
XSL(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document to XML document results, converted results are
shown to users in web.
It is expected that the logical and semantic modeling using XML will complement the drawback
of existing content-based retrieval method and will be a basis of integrated modeling that reflects
physical and semantic content.

I.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기술 환경으로 바뀌면서 각종

정보가 디지털화 되 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비디오 데이터 압축 기술의 발전, 입출력 장치와 저장
장치의

발달,

컴퓨터

처리

속도의

향상,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contents)의 편리한 제작 및 전송이 가능해졌으며, 디지털화 된 데이터의 양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화 한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의
효과적인 분류 및 검색 작업이 더욱 중요해졌다. 게다가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 WWW(WorldWide-Web), VOD(Video On Demand)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다양한 응용 분야의
출현으로 대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중에서도 특히 비디오 데이터는 방송, 교육, 의료 등과 같은 응용 분야에서 점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초기 연구는 비디오 데이터를 물리적인
세그먼트(segment), 즉 연속적인 프레임(frame)으로 분할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논리적인 세그먼트
단위로 구조화하려는 방법들이 연구[1,2,3,4,5,6,7,8,9,10] 되고 있다.
비디오 데이터 내용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 가지는 하위 레벨의 시각적 내용이고,
다른 한가지는 의미론적 내용이다. 하위 레벨의 시각적 내용은 색상, 모양, 질감, 모션 특징 등과 같은

시각적인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의미론적 내용은 객체나 장면과 같은 상위 레벨(highlevel)의 개념들을 포함한다. 의미론적 내용을 추출하는 과정은 시각적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다. 왜냐하면 의미론적 내용 추출 시 도메인에 관련된 지식(domain knowledge) 및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색상 분포(color distribution), 질감, 모양 등 하위 레벨의 시각적 특징 기반 비디오 검색
시스템들은 크게 예제를 이용한 질의(query by example)와 스케치를 이용한 질의(query by sketch)에
의한 검색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가지 모두 유사도(similarity) 측정(measurement)에 의한 검색
방식이다. 특히 예제를 이용한 질의는 비교적 검색결과가 정확한 편이나 예제와 각도(angle)나
크기(scale)가 다른 경우를 검색해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객체 내 움직임을 찾아내는 연구는
움직이는 하나의 객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 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관한 관계를 나타내는
공간적 질의를 지원한다. 이는 객체와 배경의 대조가 잘 되는 스포츠 게임에 좋은 검색결과를
제공하지만 공간적 질의에 치우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위 레벨의 의미론적 특징 및
개념을 논리적, 의미론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기존의 검색 시스템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검색의 성능을
향상시켜 보고자 한다.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라는 특성을 가지는 비디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응용분야에 따른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질의유형을 파악하여 비디오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특성들을 기술할 수 있는 비디오 메타데이터를 추출, 분류 및 모델링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비디오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메타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비디오 검색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할 때 사용자와
비디오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매개 데이터로서 검색 성능 및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류한 비디오 메타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XML 을 사용하였다. XML
은 태그의 자기 표현(self describing) 특성과 트리 구조(tree structure)는 내용 정보간의 상호
연관성을 표현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XML문서는 문서 자체가 하나의 객체이며, 문서 안의
엘리먼트(element)가 독자적인 하나의 객체 단위로서 의미적으로 연관된 또 다른 객체를 포함할 수
있고, 문서의 구조가 계층적이라는 점에서 비디오의 논리적, 의미론적 구조화에 적당하다.

1.2 연구 내용
본 논문에서는 우선 비디오 데이터 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메타 데이터의
분류 및 비디오 메타데이터 모델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한다. 각 모델들은 고유한 응용 분야별로 또는
범용의 목적으로 개발되어 나름대로 각기 장단점을 갖는다. 앞으로 비디오 응용 분야들에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할 때 범용성을 가진 모델들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덧붙여, 기존에 개발된 비디오의 시각적 특징을 이용한 검색시스템과 XML 구조를 사용했을 경우를
비교 분석해보고, XML 구조를 이용해 기존 시스템의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로, 비디오 메타데이터를 논리적, 의미적으로 구조화하여 XML DTD 로 표현한다. XML
DTD 에 의해 작성된 XML 비디오 문서와 비디오 데이터를 eXcelon XML 데이터 서버에 저장한 후,
비디오 데이터 검색 시 활용한다.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논리적 메타데이터는 우선 비디오(video) ,
시퀀스(sequence), 장면(scene), 객체(object) 순으로 계층적 구조를 가지게 되며, 의미적 메타데이터는
비디오, 시퀀스, 장면, 객체 각각에 대하여 각각이 가지는 내용적 특성을 잘 반영하여 모델링 한다.
그리고, 작성된 XML 비디오 문서에 대해 발생 가능한 사용자 질의 유형을 분류하고, 질의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마지막으로 예제 질의를 바탕으로 비디오 및 비디오 장면에 대한 검색 기능을 수행해 본다. 예제
질의의 유형으로는 비디오 조건 비디오 검색, 장면 조건 장면 검색, 객체 조건 장면 검색, 장면 및 객체
조건 장면 검색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비디오 메타데이터의 필요성, 분류 방법, 메타데이터
모델의 사례를 살펴보고, 기존의 내용 기반 검색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XML을 이용한
비디오 메타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기술하고, 구조화 한 XML 문서에 대해 발생 가능한 사용자 질의
유형을 분류해 본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제안한 XML 구조 모델을 대해 예제 질의를 이용하여 실제
검색 기능을 구현해 본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II. 관련 기술 및 연구동향
본 장에서는 비디오 메타데이터의 필요성, 분류방법, 기존 비디오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사례 분석,
내용 기반 비디오 검색 기술 동향 및 기존에 개발된 검색 시스템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XML 구조를
사용한 내용 기반 검색 방식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2.1 비디오 메타데이터의 필요성
메타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복잡한
멀티미디어 문서들[11][12]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위한 방안으로서 메타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이종의(heterogeneous)

시스템들

사이에서

야기되는

데이터의

불일치(inconsistency)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메타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가 아닌 이미지[13][14]나 비디오[15]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해 내용 기반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비디오 데이터는 특성상 논리적,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문서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시청각(audiovisual), 시공간(spatio-temporal) 정보 뿐만 아니라 의미적(semantic)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의 응용에 따른 사용자의 질의 요구를 분석하고 질의 유형을 파악하여, 사용자의 질의에 적절히
응답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분류하고 모델링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모든 비디오 데이터는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를 통해 표현하고, 사용자는 어떠한 질의를 수행하더라도 메타데이터를
통하여 실제 데이터에 접근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는 사용자와 비디오 데이터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메타데이터의 구축은 비디오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2.2 비디오 메타데이터의 분류
메타데이터의 종류 및 항목은 각 시스템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분류하고,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사용자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비디오 메타데이터에 대한 분류 방법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2.2.1

V. Kashyap, K. Shah, A. Sheth의 분류

V. Kashyap, K. Shah, A. Sheth의 분류 방법 [16] 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종류의 메타데이터로
분류하였다.
z

내용-종속 메타데이터(Content-dependent metadata)
원시 데이터의 내용에 의존적이며 자동적으로 추출될 수 없는 메타데이터로 정의된다.

z

내용-기술 메타데이터(Content-descriptive Metadata)
데이터 기술 혹은 서술에 목적을 둔 메타데이터로서, 도메인-종속(domain-dependent) 과
도메인-독립(domain-independent) 메타데이터로 나누어진다.

z

내용-독립 메타데이터(Content-independent Metadata)
데이터 내용에 의존적이지 않은 메타데이터를 말한다.

2.2.2

K. Bohm, T.C. Rakow의 분류

K. Bohm, T.C. Rakow의 분류 방법 [17] 에서는 멀티미디어 문서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z

내용-기술 메타데이터(Content-descriptive Metadata)
멀티미디어 문서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타데이터로서 미디어의 유형에 영향을 받으며,
자동(automatic) 혹은 반 자동(semi-automatic)으로 추출된다.

z

내용 분류 메타데이터(Content Classification Metadata)
문서 내용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로서, 이러한 분류 정보는 응용 분야에 따라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z

문서 합성 메타데이터(Document Composition Metadata)
문서의 컴포넌트(component)들 사이의 관계(relationship) 및 문서 안에서의 각 컴포넌트의
역할(role)을 기술해주는 메타데이터이다.

z

문서 연혁을 위한 메타데이터(Metadata for Document History)

문서의 연혁과 문서의 상태(status) 혹은 문서 내 컴포넌트의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메타데이터이다.
z

문서 위치를 위한 메타데이터(Metadata for Document Location)
데이터의 위치 및 접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량의 멀티미디어 문서들은 보통 매우 큰
저장소(storage)에 저장되므로 문서들을 신속하게 찾을 수 위치 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

z

내용 서술 메타데이터(Content Description Metadata)
응용과 관련된 정보로서, 키워드(keyword)나 텍스트 문서에 대한 인덱스(index), 대용량
멀티미디어 객체 정보를 포함한다.

z

구조 서술을 위한 메타데이터(Metadata for Structure Description)
문서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타데이터로서, 하이퍼미디어 시스템(hypermedia
system)에서의 연결(link)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2.2.3

W.I. Grosky의 분류

W.I. Grosky의 분류 방법 [18] 에서는 비디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멀티미디어 엔터티
구성요소를 속성(attribute)과 엔터티 간의 관계(relation)에 대해 다음과 같이 메타데이터를 분류하였다.
z

내용-기반 메타데이터(Content-based Metadata)
속성이나 관계들이 응용 프로그램의 내용에 의존하는 메타데이터를 말한다.

z

시각적 특성(Visual Feature)에 기반한 메타데이터

z

내용-독립 메타데이터(Content-independent Metadata)
속성이나 관계들의 존재가 응용 프로그램의 내용에 무관한 메타데이터를 말한다.

위의 세가지 분류기법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현재 개발된 비디오 검색
[표 2.1] 비디오 메타데이터 분류 기법
분류 방법
V. Kashyap,

종

류

설

명

내용-종속 메타데이터

원시데이터에 의존적, 자동적으로 추출될 수 없는 메타데이터

내용-기술 메타데이터

데이터 서술을 위한

내용-독립 메타데이터

데이터 내용에 독립적인 메타데이터

내용-기술 메타데이터

문서 기술을 위한 메타데이터로서 미디어의 유형에 영향을 받음

내용-분류 메타데이터

문서 내용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메타데이터

K. Bohm,

문서 합성 메타데이터

문서의 컴포넌트 관계 및 역할을 기술하는 메타데이터

T.C. Rakow의

문서 연혁 메타데이터

문서의 연혁 및 상태에 대한 메타데이터

분류

문서 위치 메타데이터

문서 위치에 대한 메타데이터

내용 서술 메타데이터

키워드, 텍스트 문서에 대한 인덱스, 멀티미디어 객체 정보를

K. Shah,
A. Sheth의 분류

메타데이터

포함한 메타데이터

W.I. Grosky의

구조 서술 메타데이터

문서 구조 설계를 위한 메타데이터

내용-기반 메타데이터

속성이나 관계들이 응용 프로그램에 의존적인 메타데이터

시각적 특성 메타데이터

색상, 모양, 질감 등의 영상 자체의 시각적 특성을 나타내는

분류

메타데이터
내용-독립 메타데이터

속성이나 관계들이 응용 프로그램에 독립적인 메타데이터

2.3 비디오 메타데이터 모델
현재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비디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에서 메타데이터의 추출 및 모델링
작업은 시스템 설계단계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ER(Entity-Relationship) 모델, EER(Enhanced ER)
모델, 객체 지향 모델 등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에 소개할 시스템 중 Plateau는 ER모델로[19], VideoSTAR는 EER(Enhanced ER)모델로[20]
비디오 데이터를 모델링 하였다. ER모델이나 EER 모델들은 간단하지만 엔티티의 속성과 엔티티 간의
관계만 표현할 수 있는 반면, 객체 지향 모델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하나의 객체로 클래스화 하여
속성과 연산(method)을 함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오디오 데이터 모델링 시 객체 지향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21,22]. 본 장에서는 ER모델링을 이용한 Plateau의 데이터
모델, EER모델링을 이용한 VideoSTAR의 모델, 객체 지향 모델링을 이용한 OVID[4], VSDG[21],
ADMIRE[22] 모델에 대해 살펴보고 각 모델들 간에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다.

2.3.1

메타데이터 모델의 특징

미국

Berkeley대학에서

개발한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VOD:Video-On-Demand)인

Plateau

시스템[19]은 수백시간 분량의 비디오 데이터를 근거리 통신망(LAN)이나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저장된 비디오를 지역 비디오 파일 서버에 저장해 두었다가
재생시키는

분산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이다.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에서는

많은

양의

비디오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원하는 비디오의 위치를 효율적으로 찾아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Plateau시스템은 스키마의 중요 정보로서 사용자가 요청하는 질의 유형을 만족시키기
위해 [표2.2] 와 같이 4가지 인덱스형(Bibliographic, Structural, Object, Keyword)을 제공하며,
인덱스들은 POSTGRES DBMS에 저장되고 물리적 저장 장치에 저장된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진다.
[표 2.2] Plateau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클래스
인덱스 형

개 체

설

명

(index type)
Bibliographic

Structural

VIDEO_BIB

제목이나 저자와 같은 공유할 수 있는 정보

VSV_SHOT

비디오 안의 샷(shot)

VSV_SCENE

비디오 안의 장면(scene)

VSV_SEGMENT

Object

Keyword

비디오 안의 세그먼트(segment)

PEOPLE

문서와 관련된 사람

OBJECT

문서에서 발생하는 개체

OBJ_INST

비디오에서 발생하는 개체

KW_WORDS

문서의 키워드를 포함, 시간적 질의 지원

VideoSTAR(Video Storage And Retrieval) 시스템[20]은 비디오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공유 및
재사용을 위해 1995년 노르웨이 공대에서 개발한 비디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VideoSTAR는 서로
다른 사용자들 사이의 비디오 정보 공유, 비디오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위한 일반적 모델 개발, 응용
인터페이스 개발 및 프레임워크(framework)

평가를 위한 실험적 도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비디오 문서는 비디오 스트림(stream)으로 표현되고 시퀀스, 장면, 샷(shot)의 구조적
요소로 사용된다. VideoSTAR 는 범용 비디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지향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으로
응용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질의 유형들은 분석하지 않았다.
OVID(Object-oriented

Video

Information

Database

system)[4]

은

기존의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비디오 데이터의 모델링과 검색을 위해 1993년에 일본 고베
대학에서 제시한 비디오 객체(video object)라는 데이터 모델에 근거하여 개발된 객체 지향 비디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데이터 모델링 관점에서 기존의 OODB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 외에 비디오 데이터를 위한 비디오 객체 개념을 도입하였다. OVID는 임의의 비디오 프레임
시퀀스(frame sequence)를 독립적인 개체로 간주하여 고유한 속성들과 값들을 갖는 객체로 정의하고
이를 비디오 객체라 정의한다. 비디오 객체는 비디오 프레임 시퀀스들의 집합에 대응되며, 대응되는
비디오 장면의 내용, 즉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고유한 속성들과 값들을 갖는다. 또한 비디오 객체의
검색이나 생성 시에 비디오 객체의 속성에 사용되는 값들로 구성된 일반화 계층 구조를 지원한다.
VSDG(Video Semantic Directed Graph) 모델[21] 은 비디오 데이터의 시공간적인 의미를
추출하기 위한 그래픽 모델로서, 비디오 클립을 이미지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객체로 구성된 서브
세그먼트(sub segment)로 분할하고 각 객체를 구분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VSDG 기반 객체
지향 모델은 VSDG 모델과 인터페이스 될 수 있는 객체 지향 모델을 제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동작을
포함하는 개념적인 질의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객체 지향 관점으로 사용자의
질의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

관점에서

비디오

데이터를

공간적

객체(spatial

object),

시간적

객체(temporal object), 물리적 객체(physical object) 등 3가지 엔티티로 표현하고 계층적인 스키마를
통하여 비디오 데이터의 사용자 뷰(view)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VSDG-기반 객체 지향 모델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질의는 공간적 질의와 시공간적 질의, 기본 질의들의 복합 질의로 구분되고, 제안된
VSDG는 오프-라인(off-line)으로 생성되고, 사용자 질의를 온-라인(on-line)으로 처리한다. VSDG
모델은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편향되지 않은 정보의 표현과 추상화 기능을 제공하며, 방향성 그래프로
객체의 시공간적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VSDG모델에 미리 기술해 놓지 않은 객체를 포함하는
질의의 경우 원시 비디오 데이터(raw video data)로 처리해야 한다.
ADMIRE(Advanced Multimedia

Retrieval) 모델[22] 은 다양한 정보 요구를 위해 제공된

멀티미디어 정보 모델로서, 존재하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일반화하여 유형, 크기,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정보에 적용되는 표현 방법을 지원하는 정보 객체를 구성하기 위해 3단계 접근 기법을
사용하였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모델이 요구되며, 이러한 정보 모델의 사용은 실제 물리적 데이터를 다루지 않고 저장된 정보 검색과
구현을 허용한다. ADMIRE는 정보 객체 사이의 어떤 종류의 관계도 모델링 할 수 있다. ADMIRE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정보는 기본 정보 객체(basic information object), 복합 정보 객체(composite
information object), 유사 정보 객체(pseudo information object) 등 3 종류의 정보 객체로 구성된다.

2.3.2

메타데이터 모델의 비교분석

Plateau는 고유한 응용 분야에 적합하도록 모델링 하였기 때문에 응용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띠고
있으나 범용성이 부족하다.
VideoSTAR는 범용 비디오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위해 개발된 프로토타입 시스템으로 일반적인
메타데이터를 도출하여 메타데이터 모델링 분야에서는 범용성이 돋보이나 모델이 복잡하고 응용에
의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에서는 응용에
의존적인 부분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OVID는 비디오 객체들을 시스템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여 스키마가 없는 동적 스키마 구조와
속성값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기에 속성들을 정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디오 데이터베이스가 확장될수록 스키마가 없는 메타데이터의 관리가 복잡해진다. 또한
사전에 질의 속성들에 대한 계층 구조를 구축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확장 시 질의 적용이
어렵다.
VSDG는 비디오 객체의 시공간적 의미를 추출하기 위한 그래픽 모델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동작을
포함하는 개념적인 질의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그러나 비디오 데이터의 특성을
시공간적인 관점에 집중시켜 비디오에 등장하는 개체를 객체로 정의하므로 의미 정보를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모델링이 미흡하다.
ADMIRE는 다양한 정보 요구를 위해 제공된 멀티미디어 정보 모델로서 존재하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일반화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에 적용되는 표현 방법을 지원하는 모델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프레임 기반으로 생성되는 정보 객체들은 대량의 메타데이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비디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메타데이터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져 효율적인 검색이 어렵다. [표
2.3] 은 사례 모델들에 대해 그 특징 및 적용 분야 등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표 2.3] 비디오 데이터 모델의 비교 분석
모델

사용DBMS

기본단위

Plateau

POSTGRES

frame

(OODB)

특 징
분산

시스템

sequence 멀티미디어

분 석
상에 장점 : 간단 명료한 모델

VideoSTAR

(RDB)

frame

서 화일관리 최적화 미흡

비디오 정보의 공유 장점 : 범용성

sequence 와 재사용성

SHORE

VOD

데이터 단점 : 분산 시스템상에

베이스 시스템 구축
Oracle

적 용

범용

단점 : 데이터모델과 인
터페이스 연산 복잡

(OODB)
OVID

Oracle

video

video object의 스 장점 : 동적 구조

(RDB)

object

키마가

SHORE

없는

동적 단점 : 확장성 부족

구조 모델

(OODB)
VSDG

없음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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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모델
ADMIRE

없음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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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장점 : 범용성

일반화를 통한 정보 단점 : 정보 객체 과다,
객체 모델링
2.4

범용

복잡

내용기반 비디오 검색
일반적으로 이미지 처리나 오디오 처리에서의 내용 기반 검색이란 용어는 이미지의 시각적

내용이나 오디오 데이터의 청각적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검색에 국한하여 사용해 왔다. 그러나 비디오
데이터 처리시의 내용 기반 검색은 시청각적 내용뿐만 아니라 의미적 내용을 포함한 검색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연구된 내용 기반 검색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 기반 비디오 검색의 기술 동향과 실제 개발된 비디오 검색 시스템과 본
논문에서 제안할 XML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비교 분석한다.

2.4.1 기존의 내용 기반 비디오 검색 기술 동향
내용 기반 검색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초반에는 내용 기반 정보검색 기술에 의하여 모든
멀티미디어 자료를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어 오면서
기술적 한계에 부딪쳐 완벽한 검색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동화를
통하여 추출된 특징(features)이 인간의 인식이나 판단과 정확히 일치하기 어렵고, 추출된 특징과 내용
정보 사이의 의미적 상호 연관성이 검색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일부 영역에서는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결과를
검색해내지 못하고 있다.
원래 내용기반 비디오 검색은 사진이나 비디오 속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이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와 내용이 같은 질의가 들어왔을 때 해당 결과를 찾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 속에 승용차라는 물체가 있다면 그와 다른 기종,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승용차 사진이 들어와도
승용차를 찾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과정은 기술적 한계 때문에 현재는 완벽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비디오 데이터 내용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 한가지는 하위 레벨의 시각적
내용이고, 다른 한가지는 상위 레벨의 의미론적 내용이다. 하위 레벨의 시각적 내용은 색상, 모양, 질감,
모션 특징 등과 같은 영상 자체의 시각적인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의미론적 내용은
객체나 이벤트와 같은 상위 레벨(high-level)의 개념들을 포함한다. 의미론적 내용을 추출하는 과정은
시각적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다. 왜냐하면 의미론적 내용 추출 시 도메인
지식(domain knowledge) 및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미지 및 비디오 검색과 관련된 연구로서는 주로 색상 분포, 질감, 모양과 같은 시각적
특성을 이용한 검색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내용 기반 검색 기술은 다시
두 가지 카테고리(category), 즉 예제에 의한 질의(query by example)와 스케치에 의한 질의(query by
sketch)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두 가지 다 유사도 측정(similarity measurement)에 의한
검색으로서, 예제 및 스케치와 가장 비슷한 순서대로 결과를 돌려주는(return)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 예로서 IBM의 QBIC(Query By Image Content), VisualSEEk, JACOB(Just A COntent
Based system), VideoQ 시스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QBIC(Query By Image Content) 시스템[23]은 미국 IBM Almaden 연구소에서 차세대 연구
프로젝트 중 하나로 개발 중에 있는 시스템으로서 많은 양의 이미지 및 비디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키워드, 색상, 모양, 질감, 스케치와 같은 시각적인 이미지의 특징 정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질의를 제공한다. 질의

방법은 사용자 예제 이미지 질의를 통해 예제 이미지와 유사성이 높은

이미지들을 브라우징 하거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시각적인 구성 그림 도구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직접
그린 구도 정보를 통해 질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선택 색상 및 질감 질의 즉, 사용자가 직접
색상표를 바탕으로 선택하여 질의를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질의를 통해 사용자는 보다 쉽고 용이하게
만족하는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다.

점차

기능이

향상되고

있으며

장면

전환

검색

기능과,

스토리보드(storyboard)에 의한 비디오 요약 출력 기능도 첨가되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개발한 VisualSEEk [24]은 인터넷에서 영상정보를 검색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검색 엔진으로서, 이미지와 비디오에 대한 검색, 브라우징을
제공하며 이미지 내의 객체의 공간 위치와 색상을 결합한 사용자 질의를 처리할 수 있다. 사용자
질의에 대한 적합성 피드백(feedback)과 텍스트 기반 검색을 위한 다양한 주석 방법도 제공한다. 초기

화면에는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류한 메뉴 화면이 뜨고, 이를 통해 주제별로 검색을 검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제공되고 있는 검색 지원기능은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검색기능이 있고, 특징을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는 SAFE라는 엔진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미지나 비디오 상에 있는 개체들의 공간 관계나 그들의 특징을 기반으로 검색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VisualSEEk 프로젝트는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CBVQ(Content-Based Visual Query)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으며, 그에 따라
다수의 이미지 검색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JACOB(Just A COntent Based system)[25]이라는 내용기반 비디오 검색 시스템은 database
population을 통해 시각적 특징(모션, 색상, 질감 등)들을 추출하고 저장한 후 저장된 정보에 기반하여
비디오를 검색하는 시스템이다.
동영상에 포함된 객체의 움직임을 찾아내는 연구[26-30]로서 VideoQ[31]라는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움직이는 스케치(animated sketch) 질의를 하게 해준다. 즉 예제를 통한 질의와 시각적
스케치(visual sketch) 를 통해 움직이는 하나의 비디오 객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 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관한 관계를 나타내는 공간적 질의를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웹 기반 비디오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객체와 배경이 대조가 잘되는 야구, 축구, 골프, 스키 등의 조건에 좋은
검색결과를 제공한다.

2.4.2 기존 내용 기반 검색 시스템과 XML 구조 사용의 비교분석
색상 분포, 질감, 모양 등 하위 레벨의 시각적 특징 기반 비디오 검색 시스템들은 보통, 크게
예제를 이용한 질의와 스케치를 이용한 질의에 의한 검색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가지 모두
유사도(similarity) 측정(measurement)에 의한 검색 방식이다. 특히 예제를 이용한 질의는 비교적
검색결과가 정확한 편이나 예제와 각도(angle)나 크기(scale)가 다른 경우를 검색해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객체 내 움직임을 찾아내는 연구는 움직이는 하나의 객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
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관한 관계를 나타내는 공간적 질의를 지원한다. 이는 객체와 배경의
대조가 잘 되는 스포츠 게임에 좋은 검색결과를 제공하지만 공간적 질의에 치우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위 레벨의 의미론적 특징 및 개념을 논리적, 의미론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기존의 검색
시스템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검색의 성능을 향상시켜 보고자 한다.
이렇게 논리적, 의미론적으로 구조화한 XML 구조 방식을 이용한 내용기반 비디오 검색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XML은 웹 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표준화된 텍스트 형식이며[31],
다양한 형태로의 필터링(filtering)과 조합을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여러 장소에서 생성된 문맥기반
비디오 데이터베이스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동적인 태그의 추가와 삭제를 통한 통합이
용이하다.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내용정보는 검색된 비디오 및 비디오 장면과 함께 비디오

데이터의 설명 정보로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즉, 조건에 맞는 비디오 및 장면 뿐만 아니라 검색된
비디오 및 장면의 내용정보를 동시에 검색 결과로 보여 줄 수 있다. 비디오 내용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의

출력이

가능한데,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

정보를

다양한

XSL(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의 적용을 통하여 여러 형태로 출력 할 수 있기 때문이다[32]. 따라서 같은 내용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하는 다양한 검색 포맷(format)으로 출력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의 내용 기반 비디오 검색시스템과 본 논문에서 이용하게 될 XML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2.4] 는 기존의 내용기반 비디오 검색시스템에서의 검색 방식을 비교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XML 구조 사용의 특징을 보여준다.
[표 2.4] 기존의 내용기반 비디오 검색 방식 및 XML 구조 비교
가능한 질의
QBIC

내용 정보추출방식

예제(example)를 통한 유 database

population을

특징 및 문제점
통한 ¾

함수는

인간의

사도 질의, 사용자 스케 추출(자동 혹은 수동적으로 추

판단과 정확히 일치 하

치(sketch)에 의한 질의, 출된 내용정보를 미리 데이터

지 않음
¾

색상 및 질감 패턴에 기 베이스에 저장)
반한 질의
Visual-SEEk

유사도

의미 정보를 통한 검색
불가능

색상 및 공간 질의

color set과 back-projection ¾

영상 자체의 원시적 특

을 통한 색상 추출 방식[24]과

징과 객체 영역간의 공

자동화된 영역 추출 방식

간정보의

조합을

위한

매칭 알고리즘은 실제로
구현하기 복잡
JACOB

예제를 통한 질의, 모션 database
(motion)에

VideoQ

의한

population을

질의, 시각적 특징 추출(모션, 색상,

의미 정보를 통한 검색
불가능

색상과 질감에 의한 질의

질감 등)

공간 질의

연속적인 픽셀들의 집합을 궤 ¾

하나의 비디오 데이터에

도(trajectory)와 그들간의 공

대해서만 정의가능

간(spatial)관계를

XML 구조

통한 ¾

비디오

객체의

움직이는 비디오 객체로 그룹

위치를

검색하는

화를 시켜 비디오 객체 추출

질의에 치우침

논리적, 의미론적 메타데 비디오 및 장면내의
이터

계산하여, ¾

의미론적 ¾

모델링에 의한 구 특징에 따른 내용정보 추출

조화된 질의

화면상
공간

구조화 질의 제공 , 의미
정보를 이용한 검색 가
능, 모델의 확장 가능성
제시

III. 영화 비디오 데이터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의 논리적, 의미론적 구조를 모델링하기 위해 비디오의 응용 범위(domain)를

영화 비디오로 가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우선 영화 비디오를 위한 비디오 메타데이터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영화 비디오의 논리적 계층 및 이를 구조화 하기 위한 모델로서 XML DTD를 제안한다. 또한 제안한
메타데이터 모델링으로 가능한 질의 유형을 분류하고 질의 모델을 설계한다.
3.1 영화 비디오 메타데이터의 분류
2.2 절에서 살펴 본 메타데이터 분류 기법은 범용 비디오를 위한 메타데이터를 위한 분류체계이기
때문에 도메인에 종속적인 부분은 크게 다루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범용 비디오를 위한 논리적,
계층적 구조 정보와 영화 비디오 도메인에 종속적인 의미적 내용을 포함한 메타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
영화 비디오 메타데이터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z

계층적 구조 메타데이터(hierarchical structure metadata)
비디오의

논리적

구조

정보를

포함하는

메타데이터로서

비디오,

시퀀스,

장면,

객체

메타데이터가 이에 포함된다.
z

의미론적 내용 메타데이터(semantic metadata)
비디오 및 비디오 장면 내에 포함된 내용에 관련된 메타데이터로서 상징적 의미 정보를
포함한다. 이는 다시 세분화 될 수 있는데, 비디오는 비디오 공통 메타데이터 및 비디오 종속
메타데이터로, 시퀀스는 시퀀스 공통 메타데이터 및 시퀀스 종속 메타데이터로, 장면은 장면
공통 메타데이터 및 장면 종속 메타데이터로, 객체는 장면 공통 객체 메타데이터 및 장면 종속
객체 메타데이터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분류한 메타데이터를 정리해 보면 표 3.1 과 같다.
[표 3.1] 영화 비디오 메타데이터 분류
종

류

계층적 구조

의미론적 내용

항 목 (이름)

설

명

비디오

비디오 계층

시퀀스

시퀀스 계층

장면

장면 계층

객체

객체 계층

비디오 공통

비디오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메타데이터

비디오 종속

비디오에 포함된 시퀀스, 장면, 객체에 관한 메타데이터

시퀀스 공통

시퀀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메타데이터

시퀀스 종속

시퀀스에 포함된 장면, 객체에 관한 메타데이터

장면 공통

장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메타데이터

장면 종속

장면에 포함된 객체에 관한
메타데이터

장면독립 객체

장면과는 독립적으로 객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메타데이터

장면종속 객체

장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장면에 종속적인 객체에 관
한 메타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정의, 분류한 메타데이터를 토대로 XML DTD 를 사용하여 구조화된 비디오
메타데이터를 표현하고자 한다.

3.2

영화 비디오 메타데이터의 논리적 구조화
비디오 정보 자체는 원시 데이터(raw data)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디오 문서 전체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대신 비디오의 각 장면을 분할하여 저장하고 원하는 부분의 장면만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한다.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 XML기반의 구조적 질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데이터의 구조를
논리적인 정보로 분류하여 계층구조로 표현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계층 구조는 비디오 전체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의 비디오는 논리적으로 의미 있는 큰 단락인 시퀀스들의 연속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퀀스는 하나이상의 장면(scene)으로 구성되며, 또한 장면은 다시 하나이상의 화면 혹은
샷(shot)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의미적으로 샷이 구분될 수 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카메라의 컷(cut)에
의해 구분되기도 한다. 샷은 연속적인 프레임의 모임으로서 하나의 의미 있는 단위를 이룬다. 프레임은
하나의 정지된 영상을 뜻하며 하나 이상의 객체가 포함되어 있다.
z

객체(object) : 장면에 포함된 의미 있는 엔터티

z

샷(shot) : 하나의 카메라 동작에 의해 촬영된 비디오 세그먼트, 혹은 카메라 편집 단위

z

장면(scene) :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 되는 논리적 단위를 장면이라고
하며, 하나 이상의 샷으로 이루어져 있다.

z

시퀀스(sequence) : 장면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영화적 단위라면, 시퀀스는 이야기의
단락에 따라 정해지는, 보다 큰 의미적 단위를 지칭한다. 즉 시간, 장소, 액션 외의 하나의
에피소드가 시작되고 끝나는 독립된 구성단위를 시퀀스라 한다.

z

비디오(video) : 연속적인 시퀀스들의 집합
그림3.1 은 연속적인 비디오 스트림에서의 논리적 분할 단위인 장면과 화면 및 컷의 모습을

보여준다.

기존의 비디오 검색 시스템은 보통 샷이나 프레임 단위를 최소단위로 취급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 메타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져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게다가 사용자는 샷 보다는 그보다
더 큰 논리적, 의미적 그룹인 장면 단위의 검색을 원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논리적 구조
정보의 범위를 객체부터 시작하여 장면, 시퀀스, 비디오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그림3.2 는 비디오
데이터의 논리적 계층 구조를 보여준다.
비디오

시퀀스

..
..

..

..

장면

..

객체

[그림 3.2] 비디오 데이터의 논리적 계층 구조

3.3

비디오 메타데이터의 의미적 구조화
본 장에서는 비디오 및 장면 내의 시각적, 상징적 의미 정보를 반영한 의미론적 모델링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분류하고 해당하는 항목들을 살펴본다.

3.3.1 비디오 메타데이터
영화 비디오 전체에 적용되는 메타데이터로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 표 3.1 은 비디오
공통 데이터 및 종속 데이터를 포함하는 메타데이터 구성표이다.
z

비디오 공통 메타데이터
비디오의

내용과

별개로

모든

영화

비디오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서목록(bibliography)에 관련된 일반적 정보이다. 예를 들어 비디오 제목이나 감독, 각본
등의 정보가 이에 포함된다.
z

비디오 종속 메타데이터
이는 비디오를 구성하는 논리적 의미 단위인 시퀀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표 3.2] 비디오 메타데이터 구성표
항목 구분

항 목

세부 항목

비디오 공통

번호

비디오의 일련번호

제목

비디오의 제목이나 타이틀(title)

동영상

서버에 들어있는 동영상 화일 이름

대표이미지

설

명

비디오를 대표할 포스터 이미지 화일 이름

장르

영화 종류
(공포/단편 /다큐멘터리/드라마/미스터리/
뮤지컬/액션/에로/애니메이션/코미디/컬트
/SF 공상)

감독

감독 및 조감독을 포함한 연출자

각본

영화 시나리오를 쓴 작가

촬영

촬영을 담당한 카메라멘

편집

시나리오 편집을 담당한 작가

조명

영화 조명 담당

미술

영화 미술 담당

음악

영화 음악 담당
제작년도

제작 정보

캐스팅

제작된 해

제작자

제작에 참여한 사람

제작사

제작에 참여한 회사

제작국가

제작에 참여한 국가

사용언어

제작시 사용된 언어
영화에 출연한 배우 리스트

상영시간

총 상영시간

관람등급

관람등급 분류 (6가지)
1. General(G) : 일반
2. Parental Guidance (PG) : 부모동반
3. 15A : 15세 이상 관람가
4. 18A : 18세 이상 관람가
5. Restricted (R) : 미성년자 관람금지
6. Adult (A) : 성인 관람가

비디오 종속

시퀀스

비디오에 포함된 시퀀스 정보

3.3.2 시퀀스 메타데이터
비디오 종속 메타데이터에 포함되는 정보로서, 시퀀스를 구성하는 장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시퀀스에 관한 메타데이터 구성표는 표 3.3 과 같다.
z

시퀀스 공통 메타데이터

시퀀스의 내용과 별개로 모든 영화 시퀀스에 적용될 수 있는 특징에 관련된 일반적 정보이다.
z

시퀀스 종속 메타데이터
시퀀스를 구성하는 논리적
의미 시퀀스
단위인 메타데이터
장면에 관한구성표
정보를 포함한다.
[표 3.3]
항목 구분

항 목

시퀀스 공통

시퀀스 번호

시퀀스 일련 번호

시퀀스 제목

시퀀스 제목

비디오 제목

시퀀스를 포함하고 있는 비디오 제목

시작시간

해당 시퀀스 시작시각

종료시간

해당 시퀀스 종료시각

상영시간

해당 시퀀스 상영시간

시퀀스내용요약

내용 요약

장면

비디오 시퀀스에 포함된 장면 정보

시퀀스 종속

설

명

3.3.3 장면 메타데이터
비디오 시퀀스 메타데이터에 포함되는 정보로서, 시퀀스를 구성하는 장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장면에 관한 메타데이터 구성표는 표 3.4 와 같다.
z

장면 공통 메타데이터
장면의 내용과 별개로 모든 영화 장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징에 관련된 일반적
정보이다. 예를 들어 장면 표현기법, 장면의 목적 등의 정보가 이에 포함된다.

z

장면 종속 메타데이터
장면에 포함된 의미 있는 엔터티, 즉 객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표 3.4] 장면 메타데터 구성표
항목 구분

항 목

설

명

장면 공통

장면 번호

장면의 일련 번호

시퀀스번호

장면을 포함하고 있는 시퀀스의 번호

비디오제목

장면을 포함하고 있는 비디오의 제목

장면 제목

장면 내용 요약

동영상

서버에 들어있는 동영상 화일이름

대표이미지

비디오를 표현해줄 이미지 화일이름

장면 목적

장면이 내포하는 목적 및 효과

표현 방법

장면의 영화적 표현 기법

시작시간

해당 장면 시작시각

종료시간

해당 장면 종료시각

상영시간

해당 장면 상영시간

시간정보

장면의 시간적 배경 정보

장소정보

장면의 공간적 배경 정보

자막정보

장면에 들어있는 자막 정보

장면소품

장면에 포함된 소품

3.3.4 객체 메타데이터
비디오 장면 종속 메타데이터에 포함되는 정보로서, 장면에 포함된 객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객체에 관한 메타데이터 구성표는 표 3.5 와 같다.
z

장면 독립 객체 메타데이터
장면과 상관없이 즉 장면과는 독립적으로 장면에 등장하는 객체에 관한 일반적 정보로서, 모든
장면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z

장면 종속 객체 메타데이터
장면의 내용 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객체의 정보로서, 장면마다 다르게 기술 될 수 있다.
[표 3.5] 객체 메타데이터 구성표
항목 구분

항 목

설

명

장면 독립

이름

등장인물의 이름

객체

장면번호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장면의 번호

시퀀스번호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시퀀스의 번호

비디오제목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비디오의 제목

역할

등장인물이 맡은 역할

성별

등장인물의 성별

나이정보*

여러 분류기법에 따른 나이에 관한 상세
정보 (구체적 연령 정보 포함)

직업정보*

등장인물의 직업

성격

등장인물의 성격적 특징

장면 종속

의상정보*

등장인물의 의상에 관한 상세정보

객체

헤어정보*

등장인물의 헤어에 관한 상세정보

소품정보*

등장인물이 지니고 있는 소품 정보

액션정보*

액션에 관한 상세 정보

대사정보*

등장인물의 나레이션을 포함한 대사

여기서 * 표시 정보는 사용자 질의분석을 통해, 혹은 시나리오에 따라 세부항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나이정보의 경우, 등장인물의 구체적 나이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큰 분류체계로만 표시가 가능할
때는 단순히 나이에 관한 분류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대, 20대 등으로의 분류나 초년, 청년,
중년 등의 분류, 단순히 어린아이와 어른으로의 분류 등 여러 가지 나이 분류방법에 의해 나이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3.4

XML 을 이용한 비디오 데이터의 구조화
지금까지는 비디오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XML DTD 모델로 설계하고자 한다. 우선 XML DTD 모델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제안하는 XML DTD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3.4.1 XML DTD 모델 설계 시 고려사항
잘 만들어진 모델은 활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재사용성이 높고 누가 보더라도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XML DTD 를 이용하여
비디오 메타데이터를 구조화 하기 전에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z

확장성(extensibility)
이해 하기 쉽고 유지보수하기 쉬워 재사용성이 높은 XML DTD

z

호환성(compatibility)
XML DTD 의 변환이 어플리케이션의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XML DTD

z

구조화 : 엘리먼트/속성(Element/Attribute)
엘리먼트로 표현하여 태그(tag)로 표현할 것인지, 상위 엘리먼트의 속성값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잘 정의하여 구조화한 XML DTD

z

구조화 : 태그 이름
이해하기 쉽고 의미를 잘 담고 있는 태그 이름을 부여한 XML DTD

z

구조화 : 반복 횟수, 트리(tree) 깊이
정확한 반복횟수를 지정하고, 적절한 트리의 깊이로 구조화된 XML DTD

3.4.2 제안하는 XML DTD 모델
본 절에서는 3.2절과 3.3절에서 정의한 비디오 데이터의 논리적 계층 및 의미적 내용 정보를 XML
DTD를 이용해 구조화 하고자 한다. 비디오 데이터는 특성상 논리적 계층 구조를 가진 구조화된 문서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문서의 계층 구조 및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XML 문서로 구조화
하기에 적당하다.
XML 비디오 문서의 가장 핵심적인 엘리먼트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3.3과 같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ELEMENT 비디오DB (비디오*)>
<!- 비디오 메타데이터 -->
<!ELEMENT 비디오 (비디오공통*, 비디오종속*)>
<!ELEMENT 비디오공통 (번호, 제목, 동영상, 대표이미지, 장르, 감독+, 각본*,
촬영*, 편집*, 조명*, 미술*, 음악*, 제작정보? , 캐스팅*, 상영시간, 관람등급)>
<!ELEMENT 비디오종속 (시퀀스 *)>
[그림 3.3 비디오 전체 DTD 구조]
<!- 비디오 시퀀스 메타데이터 -->
<!ELEMENT 시퀀스 (시퀀스공통? , 시퀀스종속*)>
<!ELEMENT 시퀀스공통 (시퀀스번호, 시퀀스제목, 비디오제목, 시퀀스구분, 시퀀
스시작시간? , 시퀀스종료시간? , 시퀀스상영시간? )>
<!ELEMENT 시퀀스종속 (장면DB)>
<!ELEMENT 장면DB (장면*)>
<!ELEMENT 장면 (장면공통? , 장면종속*)>
<!- 비디오 장면 메타데이터 -->
<!ELEMENT 장면공통 (장면번호, 시퀀스번호, 비디오제목, 장면제목? , 동영상, 대
표이미지, 장면목적*, 표현방법*, 장면시작시간? , 장면종료시간? , 장면상영시간? ,
시간정보*, 장소*, 자막정보*, 장면소품*, 장면내용요약? )>
<!ELEMENT 장면종속 (장면독립객체, 장면종속객체*)>
<!ELEMENT 장면독립객체 (이름? , 역할? , 성별? , 나이정보? , 직업정보*, 성격*)>
<!ELEMENT 장면종속객체 (의상*, 헤어정보*, 소품*, 액션정보*, 대사정보*)>
[그림 3.3] 비디오 전체 DTD 구조

비디오 메타데이터에 의한 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누어진다
z

비디오 메타데이터에 의한 구조

z

시퀀스 메타데이터에 의한 구조

z

장면 메타데이터에 의한 구조

z

객체 메타데이터에 의한 구조

전체 DTD 구조 중 비디오 메타데이터에 의한 구조 부분은 그림3.4와 같다.
<!-- 비디오 공통 메타데이터 -->
<!ELEMENT 비디오공통 (번호, 제목, 동영상, 대표이미지, 장르, 감독+, 각본*, 촬영
*, 편집*, 조명*, 미술*, 음악*, 제작정보? , 캐스팅*, 상영시간, 관람등급)>
<!ELEMENT 번호 (#PCDATA)>
<!ELEMENT 제목 (#PCDATA)>
<!ELEMENT 동영상 (#PCDATA)>
<!ELEMENT 대표이미지 (#PCDATA)>
<!ELEMENT 장르 (#PCDATA)>
<!ELEMENT 감독 (#PCDATA)>
<!ELEMENT 각본 (#PCDATA)>
<!ELEMENT 촬영 (#PCDATA)>
<!ELEMENT 편집 (#PCDATA)>
<!ELEMENT 조명 (#PCDATA)>
<!ELEMENT 미술 (#PCDATA)>
<!ELEMENT 음악 (#PCDATA)>
<!ELEMENT 제작정보 (제작년도? , 제작자*, 제작사*, 국가*, 언어*)>
<!ELEMENT 제작년도 (#PCDATA)>
<!ELEMENT 제작자 (#PCDATA)>
<!ELEMENT 제작사 (#PCDATA)>
<!ELEMENT 국가 (#PCDATA)>
<!ELEMENT 언어 (#PCDATA)>
<!ELEMENT 캐스팅 (#PCDATA)>
<!ELEMENT 상영시간 (#PCDATA)>
<!ELEMENT 관람등급 (#PCDATA)>
<!--비디오 종속 메타데이터 -->
<!ELEMENT 비디오종속 (시퀀스*)>
[그림 3.4] 비디오 메타데이터에 의한 DTD 구조

그림 3.5 는 그림 3.4 에서 구조화한 DTD 에 의하여 샘플 영화 비디오인 “공동경비구역 JSA ”의
내용정보 중 비디오 공통정보를 중심으로 하여 작성한 XML 문서를 보여준다.
<video-common>
<number>V#1</number>
<title>JSA</title>
<movie>JSA1.asf</movie>
<movie>JSA2.asf</movie>
<picture>jsa.jpg</picture>
<genre>드라마</genre>
<genre>액션</genre>
<director>박찬욱</director>
<scenario>김현석</scenario>
<scenario>박찬욱</scenario>
<scenario>정성산</scenario>
<scenario>이무영</scenario>
<cameraman>김성복</cameraman>
<light>임재영</light>
<editing>김상범</editing>
<art>김상만</art>
<music>조영욱</music>
<music>방준석</music>
<make>
<year>2000</year>
<person>이은</person>
전체<person>심재명</person>
DTD 구조 중 시퀀스 메타데이터에 의한 구조 부분은 그림3.6과 같다.
<company>명 필름</company>
<country>대한민국</country>
<language>한국어</language>
</make>
<casting>이병헌</casting>
⋯⋯ 중간생략
<rank>15A</rank>
</video-common>

[그림 3.5] 비디오 공통정보를 중심으로 한 비디오 “공동경비구역 JSA” XML 문서

전체 DTD 구조 중 시퀀스 메타데이터에 의한 구조 부분은 그림3.6과 같다
<!-- 비디오 시퀀스 공통 메타데이터 -->
<!ELEMENT 시퀀스 (시퀀스공통? , 시퀀스종속*)>
<!ELEMENT 시퀀스공통 (시퀀스번호, 시퀀스제목, 비디오제목, 시퀀스구분? , 시퀀스
시작시간? , 시퀀스종료시간? , 시퀀스상영시간? , 시퀀스내용요약? )>)>
<!ELEMENT 시퀀스번호 (#PCDATA)>
<!ELEMENT 시퀀스제목 (#PCDATA)>
<!ELEMENT 비디오제목 (#PCDATA)>
<!ELEMENT 시퀀스구분 (#PCDATA)>
<!ELEMENT 시퀀스시작시간 (#PCDATA)>
<!ELEMENT 시퀀스종료시간 (#PCDATA)>
<!ELEMENT 시퀀스상영시간 (#PCDATA)>
<!ELEMENT 시퀀스내용요약 (#PCDATA)>
<!-- 비디오 시퀀스 종속 메타데이터 -->
<!ELEMENT 시퀀스종속 (장면DB)
<!ELEMENT 장면DB (장면*)>
<!ELEMENT 장면 (장면공통? , 장면종속*)>
[그림 3.6] 시퀀스 메타데이터에 의한 DTD 구조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시퀀스는 비디오 전체 내용의 의미적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시나리오에 바탕을 둔 시퀀스 구조는 비디오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한다.

전체 DTD 구조 중 비디오 장면 메타데이터에 의한 구조 부분은 그림3.7과 같다.
<!-- 비디오 장면 공통 메타데이터 -->
<!ELEMENT 장면공통 (장면번호, 시퀀스번호, 비디오제목, 장면제목? , 동영상, 대
표이미지, 장면목적*, 표현방법*, 장면시작시간? , 장면종료시간? , 장면상영시간? ,
시간정보*, 장소*, 자막정보*, 장면소품*, 장면내용요약? )>
<!ELEMENT 장면번호 (#PCDATA)>
<!ELEMENT 시퀀스번호 (#PCDATA)>
<!ELEMENT 비디오제목 (#PCDATA)>
<!ELEMENT 동영상 (#PCDATA)>
<!ELEMENT 대표이미지 (#PCDATA)>
<!ELEMENT 장면제목 (#PCDATA)>
<!ELEMENT 장면목적 (#PCDATA)>
<!ELEMENT 표현방법 (#PCDATA)>
<!ELEMENT 장면시작시간 (#PCDATA)>
<!ELEMENT 장면종료시간 (#PCDATA)>
<!ELEMENT 장면상영시간 (#PCDATA)>
<!ELEMENT 시간정보 (시간구분, 시각, 년월일자*)>
<!ELEMENT 시간구분 (#PCDATA)>
<!ELEMENT 시각 (#PCDATA)>
<!ELEMENT 년월일자 (년? , 월? , 일? )>
<!ELEMENT 장소 (#PCDATA)>
<!ELEMENT 자막정보 (자막내용, 자막언어)>
<!ELEMENT 자막내용 (#PCDATA)>
<!ELEMENT 자막언어 (#PCDATA)>
<!ELEMENT 장면소품 (#PCDATA)>
<!ELEMENT 장면내용요약 (#PCDATA)>

<!-- 비디오 장면 종속 메타데이터 -->
<!ELEMENT 장면종속 (객체*)>
<!ELEMENT 객체 (장면독립객체? , 장면종속객체*)>

[그림 3.7] 장면 메타데이터에 의한 DTD 구조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장면은 계층적으로는 시퀀스에 포함되며 시퀀스와 마찬가지로 전체 장면의
내용을 의미 있게 재구조화함과 동시에 물리적 데이터인 장면의 실제 동영상 화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전체 DTD 구조 중 비디오 객체 메타데이터에 의한 구조 부분은 그림3.8과 같다.
<!-- 비디오 장면독립 객체 메타데이터 -->
<!ELEMENT 장면독립객체 (이름? , 장면번호, 시퀀스번호, 비디오제목, 역할? , 성별? , 나이
정보? , 직업정보*, 성격*)>
<!ELEMENT 이름 (#PCDATA)>
<!ELEMENT 장면번호 (#PCDATA)>
<!ELEMENT 시퀀스번호 (#PCDATA)>
<!ELEMENT 비디오제목 (#PCDATA)>
<!ELEMENT 역할 (#PCDATA)>
<!ELEMENT 성별 (#PCDATA)>
<!ELEMENT 나이정보 (나이? , 소분류? , 중분류? , 대분류? )>
<!ELEMENT 나이 (#PCDATA)>
<!ELEMENT 소분류 (#PCDATA)>
<!ELEMENT 중분류 (#PCDATA)>
<!ELEMENT 대분류 (#PCDATA)>
<!ELEMENT 직업정보 (직업명? , 직급? , 직무? , 직업요약? )>
<!ELEMENT 직업명 (#PCDATA)>
<!ELEMENT 직급 (#PCDATA)>
<!ELEMENT 직무 (#PCDATA)>
<!ELEMENT 직업요약 (#PCDATA)>
<!ELEMENT 성격 (#PCDATA)>
<!-- 비디오 장면종속 객체 메타데이터 -->
<!ELEMENT 장면종속객체 (의상정보*, 헤어정보*, 소품정보*, 액션정보*, 대사정보*)>
<!ELEMENT 의상정보 (색상? , 형태? *)>
<!ELEMENT 색상 (#PCDATA)>
<!ELEMENT 형태 (#PCDATA)>
<!ELEMENT 헤어정보 (스타일? , 길이? )>
<!ELEMENT 스타일 (#PCDATA)>
<!ELEMENT 길이 (#PCDATA)>
<!ELEMENT 소품정보 (#PCDATA)>
<!ELEMENT 액션정보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액션*)>
<!ELEMENT 언제 (#PCDATA)>
<!ELEMENT 어디서 (#PCDATA)>
<!ELEMENT 무엇을 (#PCDATA)>
<!ELEMENT 어떻게 (#PCDATA)>
<!ELEMENT 액션 (#PCDATA)>
<!ELEMENT 대사정보 (대사내용*, 대사언어*)>
<!ELEMENT 대사내용 (#PCDATA)>
<!ELEMENT 대사언어 (#PCDATA)>
[그림 3.8] 비디오 객체 메타데이터에 의한 DTD 구조

3.5

영화 비디오를 위한 사용자 질의 유형
본 절에서는 3.4 절에서 정의한 XML DTD 에 의해 생성된 XML 문서 구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사용자 질의 유형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영화 비디오에 대한 사용자 질의의 기본은 비디오 전체 혹은 각 비디오 내에서 어느 부분을 검색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유형에 따라 비디오 뿐만 아니라 각 비디오 별로 관심 있는
장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계층 구조를 가지는 XML 문서에 대한 대부분의 질의는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부분을 검색하는
것이다.
질의 유형은 비디오, 시퀀스, 장면, 객체로 이어지는 비디오의 논리적 계층 구조에서 계층에 따라
세분화 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검색시스템의 구조적 검색 기능(function)으로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질의 유형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3 가지의 검색으로 분류할 수 있다.
z

비디오 검색

z

시퀀스 검색

z

장면 검색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객체 계층에서는 검색이 정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영화
비디오 데이터에서 관심 있는 부분을 검색하는데 있어서 객체 자체를 검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객체 검색 기능은 의미가 없으며 객체 정보를 이용하여, 비디오, 시퀀스 및 장면을 검색할 수
있다. 결국 사용자는 주로 비디오나 장면 단위의 검색을 원하므로 객체에 대한 질의는 결국 객체가
포함된 장면에 대한 검색을 뜻한다.
앞에서 분류한 질의 유형은 계층 구조에 의한 분류로서, 다음과 같이 하위계층 에 포함된 내용
조건에 의해 다시 세분화될 수 있다.

우선, 비디오 검색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내용 조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z

비디오 조건 비디오 검색

z

시퀀스 조건 비디오 검색

z

장면 조건 비디오 검색

z

객체 조건 비디오 검색

z

비디오, 시퀀스, 장면 및 객체 조건 비디오 검색

두 번째로, 시퀀스 검색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내용 조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z

비디오 조건 시퀀스 검색

z

시퀀스 조건 시퀀스 검색

z

장면 조건 시퀀스 검색

z

객체 조건 시퀀스 검색

z

비디오, 시퀀스, 장면 및 객체 조건 시퀀스 검색

마지막으로, 장면 검색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내용 조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z

비디오 조건 장면 검색

z

시퀀스 조건 장면 검색

z

장면 조건 장면 검색

z

객체 조건 장면 검색

z

비디오, 시퀀스, 장면 및 객체 조건 장면 검색

표 3.6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XML 문서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질의 유형을 조건과
검색결과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고, 질의의 의미를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우선, O으로 표시한 것은 영화 비디오에 대해 사용자의 검색요구 빈도가 높고 의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유형을 뜻한다. 두 번째로, A 로 표시한 것은 비디오 문서 구조상 가능한
질의긴 하지만 질의의 빈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질의 유형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표시한 것은 검색으로서 큰 의미가 없는 질의

X 로

유형을 뜻한다.

[표 3.6] 영화 비디오를 위한 사용자 질의 유형
검색조건

비디오

시퀀스

장면

객체

비디오, 시퀀스,
장면 및 객체

검색결과
비디오

O

A

O

O

O

시퀀스

A

A

A

A

A

장면

O

A

O

O

O

객체

X

X

X

X

X

O : 영화 비디오에서 질의의 빈도가 높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유형
A : 가능한 질의긴 하나 질의의 빈도가 드물다고 판단되는 질의 유형
X : 검색으로서 별 의미가 없는 질의 유형

IV.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한 비디오의 계층적 구조 및 의미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한 DTD

구조를 기반으로 한 비디오 검색 프로토타입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웹
환경에서 XML 데이터 서버인 eXcelon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검색하고 재생하는 예를 보인다.

4.1 시스템 구현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구현 환경은 표 4.1과 같다. 데이터의 상호 연관성 및
논리적 계층구조를 기반으로 비디오 데이터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서버 측에는
Windows 2000 서버 환경을 기반으로 XML 데이터 서버로서 Object Design사의 eXcelon을 사용하였다.
eXcelon은 XML 데이터를 위하여 개발된 데이터 서버로서 XML 데이터의 동적인 구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다. 또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 XML 문서가 아닌 어떠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도
서버에 그대로 저장할 수 있고, XML데이터에 어떠한 분할이나 변형 없이 그 자체로서 저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조화된 객체를 행과 열로 바꾸는 매핑 코드가 필요 없다. 이는 실행 도중 성능을 저해하는
조인이 필요 없음을 나타내며, 높은 성능의 향상을 보여준다. 또한 캐쉬 포워드(Cache-Forward) 구조는
다 계층(Multi-Tier)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33, 34].
[표 4.1] 시스템 구현 환경
서버 측 운영체제

Windows 2000 Server

XML data Server

Object Design 사의 eXcelon 2.1 Server

웹 서버

Internet Information Server 4 (IIS4) 이상

웹 클라이언트

Microsoft Internet Explorer 5.0 이상

게발도구 및 언어

XML Query Language (XQL)
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XSL)
Active Server Page (ASP)
JavaScript
Microsoft Visual InterDev

사용자로부터 웹 브라우저 상에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검색어를 입력받아 이를 전송해 주는 웹
서버로는 Internet Information Server 5 (IIS 5)를 사용하였으며, 웹 클라이언트로는 XML 문서 구조를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 5.0 이상을 지원한다. 사용자 질의는 XQL로 변환되고, 이러한
XQL 질의를 데이터 서버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COM API로써 ASP 기술을 사용하였다. XQL 질의에 의하여
검색된 결과를 웹 브라우저 상에 보여 주기 위하여 XSL을 이용한 포맷팅을 지원하였다[10, 22].

4.2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그림 4.1과 같다. 물리적으로는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질의 요구와 질의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는 웹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웹
서버, 그리고 비디오와 내용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XML 서버의 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연결은 COM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XQL 질의가 전달된다.
사용자가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하면, 웹 브라우저는 웹 서버에게 질의 요구를 넘겨주고, 웹
서버에서는 이를 XQL 형태로 변환하여 질의어를 구성한다. 이러한 질의는 COM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XML
서버인 eXcelon으로 전달된다.
검색되어진 XML 결과는 다시 COM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웹 서버로 전달되고, 웹 서버에서는 XSL
Stylesheet의 적용을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검색 결과를 포맷하여 HTML 문서로 변환한다.
변환된 문서는 웹 브라우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짐으로써 원하는 비디오 데이터가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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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시스템 전체 구조
4.3 eXcelon COM Client API를 이용한 검색 구현
본 절에서는 4.2절에서 설명한 구현 환경에서 eXcelon 서버의 COM Client API를 이용하여 검색
처리를 구현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eXcelon과 통신하기 위한 방법으로 Active
Server

Page(ASP)

기술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ASP내에서

eXcelon

서버와

연동하여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친다.
z

1 단계 : XML 데이터베이스(XMLStores) 접근을 위한 세션(Session) 획득

z

2 단계 : XML 데이터에 대한 질의(Query)

z

3 단계 : 검색된 XML 결과 문서에 대한 XSL 적용

4.3.1 세션 획득을 위한 초기화
eXcelon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응용(client application)을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안에서 XML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번째로 세션을 획득해야 한다. 세션은 클라이언트가 XML 저장소인

XMLStores 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즉, eXcelon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store), 검색(query),
이동(move), 수정(update)하기 위해서는 세션을 획득해야 한다. 세션 획득을 위한 초기화 과정은 그림
4.2와 같다.

Function GetSession()
on error resume next
① dim sess, fact
set sess = Application("eXcelon")
② if (typename(sess) <> "IxlnSession")
③

set fact = Server.CreateObject("ODI.eXcelon")

④

set sess = fact.GetSession("",0)
set Application("eXcelon") = sess
end if

set getSession = sess
end function

[그림 4.2] 세션 획득을 위한 초기화 과정
① 세션 획득을 위한 변수와 생성한 object를 담기 위한 변수 선언
② 세션이 생성되어 있지 않다면
③ COM Client API 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처음에 생성해야 하는 Client Object
④ 세션 획득 초기화. 첫번째 변수는 캐쉬를 나타냄. Empty 인 경우 default 캐쉬를 나타낸다.

4.3.2 XML 데이터에 대한 질의 수행과정 및 질의 결과
eXcelon

서버에서

Client

API로부터

질의를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IXInSession4.Query()

메쏘드(method)를 호출해야 한다. 그림 4.3 은 Query 전달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 4.2에서 생성된
세션을 넘겨받은 후, IXInSession을 초기화하고, Query()메쏘드를 호출한다. 이를 통하여 XQL 질의는
eXcelon 서버에 전달되고, 서버는 해당 XQL 을 실행시켜 XML 결과를 반환한다. 이 때 질의 결과는 XML
문서의 부분 노드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① dim sess, res
② set sess = getSession()
③ set res = sess.Query(videos:/videodata/videos.xml, QueryString)

[그림 4.3] XML 데이터에 대한 질의 수행 과정
① 세션 획득을 위한 변수와 결과를 담기 위한 변수 선언

② 세션 획득
③ eXcelon 의 XMLStore 중 videos의 videosdata 디렉토리에 있는 videos.xml
이라는 XML 문서에 질의 요청. 이 때 QueryString 은 이전에 생성된 XQL 질의를 의미한다.
여기서 res 는 질의한 결과로서, XML 문서 구조를 가진다.
그림 4.4는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 중 장르가 드라마인 영화를 검색하시오 ”라는 비디오 질의
요청에 의해 검색되어지는 XML 문서 구조이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
<xlnxql:result xlnxql:query="/videos/video/video-common[genre=’드라마’ $and$
director=’박찬욱’]/"lnxql:count="1" xmlns:xlnxql="http://www.ObjectDes ign.com
/eXcelon/namespaces/ query">
<video-common>
<number>V#1</number>
<title>JSA</title>
<movie>JSA1.asf</movie>
<movie>JSA2.asf</movie>
<picture>jsa.jpg</picture>
<genre>드라마</genre>
<genre>액션</genre>
<director>박찬욱</director>
⋯⋯⋯ 중간생략
<make>
<year>2000</year>
<person>이은</person>
<person>심재명</person>
<company>명 필름</company>
<country>대한민국</country>
<language>한국어</language>
</make>
<casting>이병헌</casting>
<casting>이영애</casting>
<casting>송강호</casting>
<casting>신하균</casting>
<casting>김태우</casting>
<runtime>120</runtime>
<rank>15A</rank>
</video-common>
</video-common>
</xlnxql:result>
[그림 4.4] 비디오 질의 요청에 의해 검색된 XML 문서 구조

4.3.3 질의 결과에 대한 XSL의 적용
XQL 질의를 통하여 검색된 XML 문서 구조를 HTML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XSL Stylesheet 를 적용해야 한다. 그림 4.5 는 그림 4.4 에 질의 결과에 XSL 을 적용하는 함수의
호출을 보여준다.
call sess.transform(res.data, videos:/videosdata/videos_view.xsl”,””,””)
[그림 4.5] 질의 결과에 대한 XSL 적용 과정
transform()

메쏘드는eXcelon의

XMLStore중

videos의

videosdata

디렉토리에

있는

XSL

문서인

videos_view.xsl을 XML 결과 문서에 적용하는 메쏘드이다.
생성된 XQL 질의에 의하여 검색된 XML 결과 문서는 XML 문서 구조 자체이며, 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포맷으로 출력할 수 있다. 브라우저 상에 XML 문서를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HTML
문서 형태로 변환해야 한다. XSL 은 XML 서식 구조를 정의하는 언어로서, XML 문서 구조 안에 포함된
엘리먼트나 어튜리뷰트(attribute)의 순서 및 글자 폰트(font) 등을 정의함으로써 하나의 XML 문서를
HTML 문서로 변환 할 수 있는 언어이다. 이는 단일 소스에서 XML 데이터 추출, 사용자가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웹 페이지의 풍부한 출력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표 4.2 와 같이

네 가지 변환을 제공한다. 비디오 검색 시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XSL 문서에 정의한 형태로 XML 문서를 보여주게 된다.
비디오 혹은 장면에 대한 질의 요청이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XQL 질의가 생성되고 XQL 질의를
eXcelon 서버에 넘겨주면 서버는 질의를 수행한 XML 결과를 반환한다.
[표 4.2] 비디오 데이터 검색 시 사용되는 XSL
XSL 문서

설

videos_view.xsl

명

비디오 간략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Stylesheets 문서로서 제목, 장르, 감독,
비디오 포스터의 이미지, 비디오 파일 정보를 보여준다

videos_details.xsl

비디오 상세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Stylesheets 문서로서 간략정보를 포함하
여 각본, 촬영, 캐스팅, 제작 등과 같은 상세정보를 보여준다.

scenes_view.xsl

장면 간략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Stylesheets 문서로서 해당 영화제목, 시퀀
스번호, 장면번호, 장면의 대표 이미지, 장면 파일 정보를 보여준다.

scenes_details.xsl

장면 상세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Stylesheets 문서로서 간략정보를 포함하여
표현방법, 장면목적, 시공간적 배경, 장면내용 요약 등과 같은 상세정보를
보여준다.

videos_view.xsl 은 검색된 비디오에 적용되는 XSL Stylesheet 이다. 이를 통해 비디오에 관한
간략한

정보

즉

제목,

장르,

감독,

비디오

포스터

이미지

정보가

브라우저

상에

보여진다.

비디오감상을 선택하면 스트리밍 상태의 asf 화일이 실행되면서 비디오가 재생된다. 그림 4.6 은

videos_view.xsl의 내용을 보여준다. videos_view.xsl은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 중 장르가
드라마인 영화를 검색하시오 ”라는 XQL 질의에 대하여 검색되어진 문서 구조를 그림 4.7 과 같이 HTML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자에게 결과를 보여준다. XSL적용 후 웹 상에 보여지는 결과는 그림 4.8 과 같다.
videos_details.xsl 은 검색된 비디오에 관한 간략정보와 함께 더 자세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림 4.9 는 그림 4.8 에서 상세정보를 선택했을 때의 결과 화면이다.
scenes_view.xsl 은 검색된 장면에 적용되는 XSL Stylesheet 이다. 이를 통해 비디오 장면에 관한
간략한 정보 즉 비디오장면을 대표하는 이미지, 장면번호, 해당 시퀀스, 해당 비디오에 관한 정보가
브라우저를 통해 웹 상에 보여진다. 장면감상을 선택하면 스트리밍 상태의 asf 화일이 실행되면서
비디오 장면이 재생된다. scenes_details.xsl 은 장면에 관한 간략정보와 함께 더 자세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된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
<xsl:stylesheet xmlns:xsl="http://www.w3.org/XSL/Transform">
<xsl:output method="html"/>
<xsl:variable name="qry" expr="/videos/video/video-common"/>
<xsl:template match="/">
<HTML><BODY>
<DIV STYLE="padding:.3in .1in .3in .3in;">
<xsl:for-each select="$qry"><P></P>
<TABLE align="center" border="0" width="800" height="21" cellspacing="3" cellpadding="3"
bordercolor="#FFDD62" style=" font:13pt. Verdana;">
<TR align="center"><TD align="center" width="100">
<xsl:choose>
<xsl:when test="picture">
<IMG src="../Scripts/xlnisapi.dll/videos/videosdata/images /{picture}" border="1" />
</xsl:when>
</xsl:choose></TD><TD>
<TABLE

align="left" border="0" width="400" height="21" cellspacing="3"

cellpadding="3" bordercolor="#FFDD62" style=" font:10pt. Verdana;">
<TR align="left">
<TD width="80" height="13" >제

목 :</TD>

<xsl:for-each select="title">
<TD width="60"> <xsl:value-of select="."/></TD>
</xsl:for-each>
</TR>
⋯⋯ 중간생략
</TABLE></TD></TR></TABLE>
</xsl:for-each>
</DIV>
</BODY>
</HTML>
</xsl:template>

[그림 4.6] videos_details.xsl

<HTML>
<BODY>
<DIV STYLE="padding:.3in .1in .3in .3in;"> <P></P>
<TABLE align="center" border="0" width="800" height="21" cellspacing="3" cellpadding="3"
bordercolor="#FFDD62" style="font:13pt. Verdana;">
<TR align="center">
<TD align="center" width="100">
<IMG src="..Scripts/videos/videosdata/images/jsa.jpg" border="1"></TD>
<TD>
<TABLE align="left" border="0" width="400" height="21" cellspacing="3" cellpadding="3"
bordercolor="#FFDD62" style="font:10pt. Verdana;">
<TR align="left"><TD width="80" height="13">제 목 :</TD><TD width="60">JSA
</TD></TR>
<TR

align="left"><TD

width="80"

height="13">장

르

:</TD><TD

width="60">드라마

</TD><TD width="60">액션</TD></TR>
<TR align="left">
<TD width="80" height="13">감 독 :</TD><TD width="60">박찬욱</TD></TR>
<TR align="left"><TD width="80" height="13">비디오감상 :</TD>
<TD align="left" style="font-family: Verdana;">
<a href="http://203.255.178.193/Scripts/xlnisapi.dll/videos/videosdata
/movies/JSA1.asf">JSA1.asf</a>
</TD>
⋯⋯중간생략
</TR>
</TABLE>
<P></P>
</TD>
</TR>
</TABLE>

[그림 4.8] HTML 형태로 변환된 모습 및 웹 상에서 보여지는 결과

</DIV>
</BODY>
</HTML>

[그림 4.7] HTML 형태로 변환된 결과

[그림 4.8] XSL 적용 후 웹 상에 보여지는 결과

[그림 4.9] 그림 4.8 에서 상세정보를 선택했을 때의 결과 화면

4.4 XQL 질의 처리 흐름도
사용자의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검색 요구를 eXcelon 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입력 혹은
선택한 조건에 따라 XQL 질의를 생성해 주어야 한다.
우선 사용자가 원하는 질의 종류를 선택한 후 검색요구를 하면 조건에 따른 질의 변환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질의 변환 과정을 순서도로 표현하면 그림 4.10 과 같다. 어떤 조건을
입력하거나 선택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XQL 질의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전체 비디오 혹은 각
비디오의 전체 장면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림 4.10] 질의 처리 흐름도

4.5 구현된 시스템을 이용한 예제 프로그램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의 계층적 구조 및 비구조적 내용 정보로 모델링 되어진 XML 문서에 대하여
다양한 질의 유형에 따른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영화 비디오를 예제로 사용하였고, 각 비디오가
지니는 논리적 구조 정보 및 비디오의 의미론적 내용 정보를 중심으로 비디오 메타데이터를 기술하였다.
특히, 영화 비디오는 그 특성상 논리적 계층정보로 구조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리적 계층
구조를 XML의 엘리먼트(element)라는 객체단위로 표현함으로써 객체지향 모델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체데이터를 각 구조별로 객체 단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부분 및 구조검색이 용이하며 빠른
접근과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데이터베이스로는 XML 데이터 서버인 eXcelon을 이용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COM Client
API를 사용하였다.
사용자가 질의 조건을 선택 및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는 웹 서버로 전달되어 XQL

질의어로 변환되고, 이는 COM Client API를 통하여 eXcelon으로 전달된다. 실행된 결과는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로

전달되는데,

검색된

비디오

및

장면들과

이들에

대한

비구조적

내용정보는

XSL

Stylesheet에 의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되어 장면을 대표하는 이미지와 내용정보가 보여진다.
이때 비디오감상 혹은 장면감상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비디오 혹은 비디오 장면이 재생된다.
사용자 질의는 비디오 데이터에 대하여 원하는 조건을 표현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영화 비디오에
대해 검색할 수 있는 정보는 앞에서 제시한 비디오 구조 및 내용 정보에 따라 3.5 절에서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본 절에서는 분류한 사용자 질의 유형 중에서도 사용자의 요청이 빈번한 질의유형을
예제로 하여 검색 기능을 수행해 보고자 한다.
예제 질의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사용하였다.
z

비디오 조건 비디오 검색

z

장면 조건 장면 검색

z

객체 조건 장면 검색

z

장면 및 객체 조건 장면 검색

4.5.1 비디오 조건 비디오 검색
비디오 조건 비디오 검색은 전체 비디오데이터베이스 내용 중 선택된 조건에 해당하는 비디오
클립(Clip)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비디오에 포함된 장면 내용과는 별개로 비디오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메타데이터에

의한

검색으로서

비디오

제목(title),

장르(genre),

감독(director), 각본(scenario) 등의 다양한 조건으로써 원하는 영화 비디오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림
4.11은 비디오 조건 비디오 검색 예제 및 변환된 XQL 질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 질의 예 Ex 1 ]
“박찬욱 감독이 2000년도에 만든 영화 중 장르가 드라마이고 이병헌이 출연한 영화를 검색하
시오 ”
[ 변환된 XQL 질의 Q1 ]
/videos/video/video-common[genre = "드라마" $and$ director = "감독" $and$ makeinformation/year = "2000" $and$ casting = "이병헌"]
[그림 4.11] 질의 예제 Ex 1및 변환된 XQL질의 Q1
질의 Q1은 비디오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징에 대한 질의로서 조건에 해당하는 비디오
구조만을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결과를 보여준다. XQL 질의는 XML의 구조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검색
영역을 지정함으로써 데이터를 필터링(filtering) 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해당 비디오 클립을
검색하게 된다. 그림 4.12 는 전체 비디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정보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
질의 입력 화면을 보여준다.

이 질의는 비디오 공통 정보를 담고있는 엘리먼트들 중에서 영화 장르가
“박찬욱 ”, 제작정보 중 제작년도가 “2000 ”년도,

“드라마”, 감독이

캐스팅 정보에 “이병헌 ”이 들어 있는 영화

비디오들을 검색해 준다.

[그림 4.12] 비디오 공통정보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 질의 입력화면
4.5.2 장면 조건 장면 검색
장면 조건 장면 검색은 장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메타데이터에 의한 검색으로서 영화 속 장면의
표현기법이나 장면에 속한 시공간적 정보, 자막정보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장면만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그림 4.13은 장면 조건 장면 검색 예제 및 변환된 XQL 질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 질의 예 Ex2 ]
“공동경비구역 JSA 영화에서 주로 대사에 의하여 표현되고 의무실에서 오후에 사건이나 상황이
벌어지는 장면들을 검색하시오 ”
[ 변환된 XQL 질의 Q2 ]
/videos/video/video-each/sequences/sequence-each/scenes/scene/scene-common[videotitle= "공동경비구역 JSA" $and$ representation = "대사"
$and$ time-information/time-class = "오후" $and$ place = "의무실"]
[그림 4.13] 질의 예제 Ex 2및 변환된 XQL질의 Q2
질의 Q2는 비디오 장면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징에 대한 질의로서 조건에 해당하는 장면
구조만을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이 질의는 “공동경비구역 JSA ”영화 비디오 내의 장면 정보
중에서 표현기법이 “대사 ”, 장소정보가 “의무실”, 시간정보 중 시간구분이 “오후 ”인 장면들을
검색해 준다. 그림 4.14 는 장면 정보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 질의 입력 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4.14] 장면 공통정보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 질의 입력화면
4.5.3 객체 조건 장면 검색
객체 조건 장면 검색은 장면 내의 객체에 적용되는 메타데이터에 의한 검색으로서 등장인물이나
의미 있는 객체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한 내용 조건에 의한 장면 검색을 가능하게 해 준다.
주로 등장인물 정보에 의한 검색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4.15 는 객체 조건 장면 검색 예제 및 변환된
XQL 질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 질의 예 Ex3 ]
“ 공동경비구역 JSA ” 영화에서 직업이 군인이고 계급이 소령인 단발머리 20대 여자 주인공이
오후에 등장하는 장면들을 검색하시오 ”
[ 변환된 XQL 질의 Q3 ]
/videos/video/video-each/sequences/sequence-each/scenes/scene[scene-common/videotitle = "공동경비구역 JSA" $and$ scene-each/scene-common -object/sex = "여자" $and$
scene-each/scene-common-object/role = "주인공" $and$ scene-each/scene-commonobject/age-information/s_class = "20대" $and$ scene-each/scene-common-object/jobinformation/job-name

=

"군인"

$and$

scene-each/scene-common-object/job-

information/job-class = "소령" $and$ scene-each/scene-each-object/hair-information/style =
"단발" $and$ scene-each/scene-each-object/action-information/when = "오후"]
[그림 4.15] 질의 예제 Ex 3및 변환된 XQL질의 Q3
질의 Q3 은 객체에 적용되는 특징에 대한 질의로서 조건에 해당하는 객체를 포함하는 장면
구조만을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돌려준다. 이 질의는 “공동경비구역 JSA ”비디오 내의 장면 정보를
포함하는 엘리먼트들 중에서 헤어 스타일이 “단발 ”머리, 직업이 “군인 ”이면서 계급이 “소령 ”,
연령층이 “20대 ”, 성별이 “여자 ”, 극중 역할이 “주인공 ”인 인물이 “오후 ”에 등장하는

장면을 검색해 준다. 그림 4.16 은 객체 정보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 질의 입력 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4.16] 비디오 객체의 정보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 질의 입력화면
4.5.4 장면 및 객체 조건 장면 검색
장면 및 객체 조건 장면 검색은 장면에 적용되는 메타데이터 및 객체에 적용되는 메타데이터 두
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장면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17 은 객체 조건 장면 검색 예제 및 변환된 XQL 질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 질의 예 Ex4 ]
“ 공동경비구역 JSA 영화에서 대사를 이용하여 표현한 장면들 중에서 밤에 북측초소 벙커에서
사건이나 상황이 벌어지고 직업이 군인이고 계급이 일병인 20대 남자 주인공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검색하시오 ”
[ 변환된 XQL 질의 Q4 ]
/videos/video/video-each/sequences/sequence-each/scenes/scene[scene-common/video-title =
"공동경비구역 JSA" $and$ scene-common/ representation = "대사" $and$ scene-common/timeinformation/time-class = "밤" $and$ scene-common/place = "북측초소" $and$ scene-each/scenecommon-object/sex = "남자" $and$ scene-each/scene-common-object/role = "주인공" $and$
scene-each/scene-common-object/age-information/ s_class = "20대" $and$ scene-each/scenecommon-object/job-information/ job-name = "군인"$and$ scene-each/scene-commonobject/job-information/job-class = "일병" $and$ scene-each/scene-each-object/ actioninformation/where = "벙커" $and$ scene-each/scene-each-object/
action-information/action = "대화"]
[그림 4.17] 질의 예제 Ex 4및 변환된 XQL질의 Q4

질의 Q4 는 장면 및 객체 두 가지에 적용되는 특징에 의한 복합 질의(composite query)로서 조건에
해당하는 장면 구조만을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돌려준다. 이 질의는 “공동경비구역 JSA ”비디오 내의
장면 정보를 포함하는 엘리먼트들 중에서 장면 표현기법이 “대사 ”이고, 직업이 “군인 ”이면서
계급이 “일병 ”, 연령층이 “20대 ”, 성별이 “남자 ”, 극중 역할이 “주인공 ”인 등장인물이
“북측초소 벙커 ”에서 주로 “밤 ”에 “대화 ”하는 장면을 검색해 준다. 그림 4.18 은 장면 및
객체 정보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 질의 입력 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4.18] 비디오 장면 및 객체의 정보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 질의 입력화면
그림 4.19 는 질의 예제 1에 대한 결과, 상세정보를 선택했을 때의 결과 및 비디오 감상을
클릭했을 때 비디오가 재생되는 화면이다.
그림 4.20, 그림 4.21, 그림 4.22는 각각 질의 예제 2, 예제 3, 예제 4 에 대한 결과와 상세정보를
선택했을 때의 결과 및 장면 감상을 클릭했을 때 비디오 장면이 재생되는 화면이다.

`

[그림 4.19] 질의 예제 1에 대한 결과, 상세정보를 선택했을 때의 결과 및
비디오감상을 선택했을 때 비디오가 재생되는 화면

[그림 4.20] 질의 예제 2에 대한 결과, 상세정보를 선택했을 때의 결과 및
장면감상을 선택했을 때 비디오 장면이 재생되는 화면

[그림 4.21] 질의 예제 3에 대한 결과, 상세정보를 선택했을 때의 결과 및
장면감상을 선택했을 때 비디오 장면이 재생되는 화면

V. 결론 및 향후과제

현재 비디오 데이터라 함은 압축된 상태의 MPEG 화일과 스트리밍 상태의 asf, rm 형태의
동영상이다. 이러한 동영상에 기반한 검색은 우선 동영상의 장면 전환점을 찾아내 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며, 사용자가 임의로 찾고자 하는 프레임을 클릭, 전체 동영상에서 원하는 영상의 길이만을
클리핑(clipping)해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수준에 와 있다.
오늘날 텍스트 검색엔진 시장에는 약 6700개의 서버를 가진 구글(www.google.com)이라는 성능이
우수한 엔진이 등장했지만, 간단한 키워드 입력만으로는 효율적인 비디오 검색을 할 수 없으며, 게다가
사용자는 비디오 클립 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와 관련된 장면에 대한 검색을 원한다.
지난 몇 년간 시각적 특징에 기반한 내용 기반 검색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QBIC, VisualSEEk,
JACOB, VideoQ등 기존에 개발된 비디오 검색 시스템은 자동화된 방법으로 비디오 영상 자체의 시각적
특징을 추출하여 추출된 특징간의 유사도 비교를 통해 검색을 하므로 내용의 의미적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다. 즉 미디어 자체의 물리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 검색을 수행하므로 비디오가 담고 있는 의미적
내용에 대한 검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내용기반 검색 방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 XML 을
이용해 메타데이터를 논리적 계층구조에 따라 의미론적으로 표현하고 이에 기반한 검색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검색 시스템은 비디오 및 장면의 내용정보를 구조화하여 XML문서로 표현한 후
XML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비디오 클립 및 장면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비디오 메타데이터는 비디오 데이터의 의미적 내용에 기반하여 비디오, 시퀀스, 장면,
객체로 이어지는 논리적 계층 구조 각각에 대하여 모델링한다. 또한 모델링한 메타데이터 내용을 XML
데이터 서버인 eXcelon에 저장하고, 비디오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선택한 조건에 따라 질의어가 자동 생성되어 비디오 데이터가
검색되며, 검색된 결과는 적절한 XSL을 통하여 웹 브라우저 상에서 인식 할 수 있는 HTML 형태로
변형되어 사용자에게 보여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디오 검색 방식은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z

XML을 이용한 비디오 내용정보의 구조화를 통하여 비디오 및 장면들의 논리적 계층 구조와
의미론적 내용 정보를 표현하고, 이를 검색에 이용할 수 있다.

z

메타데이터의 재사용 및 응용이 가능하다. XML은 웹 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표준화된 텍스트 형식이므로[31], 분산 저장된 비디오 메타 데이터베이스의 교환과 통합이
용이하다.

z

비디오 데이터 검색을 위한 연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구조화 된 XML 문서를 쪼갬 없이 그대로
XML 데이터 서버인 eXcelon에 저장함으로써 조인 없는 검색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연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z

웹 상에 검색된 비디오 및 장면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영상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및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고, 원하는
비디오나 관심 있는 장면을 감상할 수 있다.

z

XSL을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포맷(format)으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XML 구조 사용 기법을 좀 더 다양한 비디오 응용
영역(domain)으로 확장하여, 영역에 종속적인 비디오 데이터의 구조적 특성을 통합하여 반영할 수 있는
XML 구조화 모델링이나 비디오 객체 뿐만 아니라 장면, 시퀀스, 비디오로 이어지는 구조 각각에 대하여
물리적, 논리적, 비구조적 메타데이터를 통합하여 보다 정교한 내용기반 검색을 지원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모델링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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