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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자료의의미추출을위한
영상초록의효용성에관한실험적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E ffectiveness of S toryboard Surrogates
in the Meanings Extraction of Digital Videos
김현희(Hyun-Hee Kim)**

초 록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표본 비디오 집단과 14명의 피조사자들을 이용하여 영상 초록 및 전체 클립 보기를
통한 색인어 및 요약문 추출의 정확도를 측정해 보았다. 측정 결과 첫째, 비디오 유형에 따라 정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미지에 주로 의존하여 정보를 표출하는 비디오의 경우 텍스트 초록만으로 의
미 파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텍스트 초록이 영상 초록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영상초록의 색인어 및 요약문 정확도가 전체 클립의 정확도 보다 떨어지지만절반치
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영상 초록이 비디오 의미 추출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
상 초록의 색인어 정확도(0.45)가 요약문 정확도(0.40) 보다더 높게 나타나 영상 초록을 통해서 색인어 추출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실험 결과에 기초하여 영상 초록이 색인어 또는
요약문 추출 작업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도서관 환경에서 텍스트 초록과 같은 다른 메타데이
터 요소들과 함께 사용된다면이용자의 적합성 판정을 좀 더 용이하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영상 질의의 매칭
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끝으로영상 초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키프레임 추출 알고리즘 및
키프레임 배열 모형 설계 등 후속 연구에 대해서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assess whether storyboard surrogates are useful enough to be utilized
for indexing sources as well as for metadata elements using 12 sample videos and 14 participants.
Study shows that first, the match rates of index terms and summari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video types, which means storyboard surrogates are especially useful for the type of
videos of conveying their meanings mainly through images. Second, participants could assign subject
keywords and summaries to digital video, sacrificing a little loss of full video clips' match rates.
Moreover, the match rate of index terms (0.45) is higher than that of summaries (0.40). This means
storyboard surrogates could be more useful for indexing videos rather than summarizing them.
The study suggests that 1)storyboard surrogates can be used as sources for indexing and
abstracting digital videos; 2) using storyboard surrogates along with other metadata elements (e.g.,
text-based abstracts) can be more useful for users' relevance judgement; and 3)storyboard surrogates
can be utilized as match sources of image-based queries. Finally, in order to improve storyboard
surrogates quality, this study proposes future studies: constructing key frame extraction algorithms
and designing key frame arrangemen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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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러한 내용 분석 방식은 특히 모든 과정이 수작

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최근 방송국, 대학 등의 정보를 생산, 보유
하는 기관의 정보 관련 부서들의 환경이 급변

업으로 수행될 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비
디오 자료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하고 있다. 방송국 정보시스템의 경우 디지털

한편 공학 분야 연구자들은 이미지 프로세싱

방송의 출현으로 방송 정보 환경에 커다란 변

에 초점을 맞춰서 비디오 콘텐츠의 영상 초록

혁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 디지털

을 작성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즉, 이미

도서관의 등장으로 텍스트를 포함한 전자책,

지의 색, 질감, 객체를 확인하거나 다이아로

영상강의자료 등 멀티미디어 정보가 디지털 콘

그, 서술과 같은 음성 정보를 인식하여 비디오

텐츠로 구축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의 정보

자료들을 샷별로 분할하고 분할된 콘텐츠에서

시스템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영상 및

키프레임을 추출하고 추출된 키프레임들을 순

음성 정보 뿐만 아니라 문자 정보를 비롯한 여

서대로 나열하여 영상 초록을 구축하고 있어

러 의미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시각적

앞에서 언급한 텍스트 초록의 제한점들을 보

관계, 시간적 관계, 공간적 관계, 비정형적이

완하고 있다. 현 검색 환경에서 비디오 초록

고 대용량적 관계 등의 특징 정보들을 내포하

은 텍스트(텍스트 초록)이거나 이미지(영상 초

고 있으므로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질의, 메타

록) 또는 이 두 개의 결합이 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초록, 표제 등)만으로 이용자들이 적합

영상 초록은 영상 질의를 사용하여 영상 자료

한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를 검색할 때 영상 질의의 매칭 자료로 활용되

비디오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디

어 검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전통적

오 대체물 즉, 메타데이터 요소들(예, 표제, 키

인 텍스트 기반 검색에서 검색어가 텍스트 자

워드, 초록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비디오

료 전체와 비교되는 것 대신 표제, 초록 등 자

의 간명한 표현을 보여 주면서 주요 메시지를

료의 일부와 비교되는 원리와 유사하다.

나타내는 비디오 초록은 전체 비디오 자료를

본 연구는 비디오 자료의 의미 추출을 위한

보지 않고도 적합한 자료인지를 판단하게 해

영상 초록의 효용성을 조사, 평가한 후 영상

주는 핵심 메타데이터 요소로 알려져 있다(Mu

초록이 색인어 및 요약문 추출 작업에 활용될

and Marchionini 2003). 이제까지 방송국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서관의 OPAC

자료실이나 대학 도서관에서 영상 콘텐츠의 초

시스템의 메타데이터의 한 요소로 활용되어

록을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수작업으로 비

적합성 판정을 위한 이용자의 비디오 브라우징

디오 클립을 장면 단위로 구분하고 각 장면별

및 영상 질의가 이용되는 비디오 검색 환경에

로 텍스트 초록을 부여하거나 또는 이러한 구

이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여 영상 자료의 색인

분 없이 전체 비디오 클립에 대한 텍스트 초록

과 검색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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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명이 정확도를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활용

1.2 연구 방법

하였다. 이러한 측정값을 기초로 하여 일원배
치 분산분석과 사후검정, t-검증 등의 통계기

비디오 자료의 의미 추출을 위한 영상 초록

법을 활용하여 가설 검증을 하였다.

의 효용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5개의 연구 가설
과 2개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표본 비디오 12개를 이용하여 영상 초

1.3 용어 정의

록과 전체 클립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

1) 비디오 샷: 동영상의 최소단위이다. 하나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의 의미전달의

의 비디오 시퀀스는 비디오 클립, 장면,

가능성을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샷, 프레임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

자막이 있는 키프레임들을 영상 초록에서 되도

의 비디오 클립은 하나 이상의 비디오 장

록 제외시켰다. 구성한 영상 초록과 전체 클립

면으로 구성되고, 비디오의 각 장면은 하

보기를 통한 색인어 및 요약문 추출의 정확도

나의 주제를 갖는 연속된 일련의 비디오

를 측정하기 위해서 피조사자 14명을 M대학

샷으로 구성된다. 즉, 비디오의 각 장면

의 문헌정보학 전공 또는 복수 전공 학생 중에

은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특정 대

서 임의로 추출하였다. 선정된 피조사자 14명

상을 연속 촬영한 일련의 샷들의 그룹으

을 컴퓨터실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즉,

로 구성되는 비디오의 단위이다. 샷은 비

피조사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각 영상 초록

디오 분할의 기본 단위로 사용된다.

에 대해서 색인어를 4개 이상 할당하도록 하

2) 컷: 장면 전환이란 용어로도 표현되며,

고, 비디오 요약문은 두 문장 이상 기술하도록

샷과 샷의 경계를 의미함과 동시에 장면

하였다. 그런 다음 사운드가 제거된 전체 클립

과 장면의 경계이기도 하다.

을 보게 한 후 영상 초록과 똑같이 색인어와

3) 비디오 클립: 동영상의 단위로 하나의 비

요약문을 기술하도록 하였고 이외에 영상 초록

디오 시퀀스는 비디오 클립, 장면, 샷,

의 기능과 영상 초록과 전체 클립의 장단점에

프레임 등의 요소로 구성되며, 하나의 비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포함시켰다. 총 실험시

디오 클립은 하나 이상의 비디오 장면으

간은실험에대한안내를포함하여약3시간 30

로 구성된다.

분이 소요되었다.

4) 영상 초록: 비디오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색인어와 요약문의 정확도 측정은 표본 비디

수 있도록 비디오를 샷 단위로 분할하고

오에 대한 표준 색인어와 요약문을 구성한 후

각 샷을 대표하는 키프레임들을 나열한

이를 피조사자가 작성한 색인어 그리고 요약문

것을 지칭한다. 스토리보드라 지칭하기

과대조한후어느정도일치하느냐에따라0~1

도 한다.

사이의 값을 주어서 측정하였다. 측정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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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트 없이 사용된 경우 보다 작업 시간이 더 짧
았고 이용자의 선호도는 더 높았다고 보고한

2.1 선행 연구

다. Li 등(2000)은 비디오의 장르에 따라서
샷이미지의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

비디오의 영상 초록과 영상 질의에 대한 선

하였는데, 샷이미지가 뉴스, 여행 및 스포츠에

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ristel

가장유용하게이용되는반면서술(narration)

등(1997)은 여러 유형의 비디오 대체물을 확

을 통해서 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 및 회의

인하였는데 이는 키프레임과 영상 초록 (스토

자료는 유용성이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리보드)이다. 그들은 키프레임은 비디오를 나

Robertson 등(1998)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타내는 개별적인 이미지이며 텍스트 문헌에 할

결합은 탐색에서의 착오를 줄인다고 보고하였

당된 키워드와 유사한 반면, 영상 초록은 비디

다. 국내 연구로 정보 검색을 다루었지만 텍스

오로부터 추출하여 순서대로 나열한 일련의 키

트와 이미지 정보의 특성을 제안한 연구로 고

프레임들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영승과 주경수 (2005)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먼저 영상(또는 이미지) 및 텍스트 초록의

상위-레벨 메타데이터 요소들(텍스트 기반 검

특성 및 차이 그리고 이들을 동시에 사용했을

색)을 이용하면 원하는 영상을 빠르게 검색할

때의 시너지 효과를 보고하는 연구들이다.

수 있고, 하위-레벨 메타데이터 요소들(이미

Hughes 등(2003)은 텍스트가 비디오가 무

지 형태를 중심으로 한 내용 기반 검색)을 이

엇에관한것인지(what the video was about)

용하면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영상을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반해, 이미지

판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두 가

는 비디오가 무엇인지(what the video was

지 요소들을 이용하면 이것들의 장점들을 모두

like)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이

취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지 정보는 적합성 판단을 확실하게 할 때 자

텍스트와 영상 메타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하였

주 이용되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Wildemuth

을 때 비디오 자료의 내용 파악이 훨씬 용이하

등(2002)은 텍스트는 적합성을 결정하는 과정

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비텍스트 대체물

다음은 비디오 색인 작업의 정보원으로 영상

(surrogates)은 텍스트 대체물을 효과적으로

초록을 사용했을 때의 효율성을 다루는 연구이

확대하는데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Robertson

다. Stachowicz (2002)는6개의표본비디오

등( 1 9 9 8 )은 웹페이지에서 작은 이미지

를 활용하여 영상 초록을 사용하여 색인작업을

(thumbnails)의 이용에 대한 연구에서 작은

한 경우 전체 클립을 사용한 경우 보다 대략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은 탐색에서의 착오를

82%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면서 검색성

줄인다고 보고하였다. Ctristel와 Warmack

은 전체 클립에 비해 단지 6% 정도 낮아진다

(2001)은 뉴스 비디오의 내비게이션을 위해서

고 주장하였다. 즉, 그녀는 비디오 주제 색인

텍스트 초록과 함께 사용된 영상 초록이 텍스

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 전체를 체크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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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으로 추출한 영상 초록만을 체크하는 것

(Browne and Smeaton 2005). IBM에서

이 검색 효율성을 거의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개발한 QBIC 시스템은 색, 질감, 모양 등의

신속한 색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실험적

특징 조합을 이용한 영상 질의를 지원하는데

으로 증명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텍스트 문

질의 방식으로는 팔레트에서의 검색, 예제 기

헌의 색인어를 추출할 때 문헌 전체를 분석하

반 검색, 모양 그려서 검색 등이 제공되고 있

기 보다는 표제와 초록 등 원문 대체물을 분석

다(Niblack et al. 1997).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Lyer와 Lewis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이 비디오 영상 초록

(2006)는 세 개의 표본 비디오를 이용하여 영

이 지시적 또는 통보적 초록의 기능을 한다고

상 초록 보기와 전체 클립 보기를 통한 색인어

가정하고, 비디오의 영상 초록이 전통적인 문

추출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영상 초록의 정

헌에서 초록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기능을 하

확도는 56%인데 반해서 전체 클립의 정확도

고 있으며 또한 비디오의 키프레임이 키워드와

는 89%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비디오의 영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상 초록을 구성할 때 키프레임이 비디오에서

러한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

나타난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 대신 문맥적인

구 방법 또는 큰 표본 집단을 이용한 후속 연

측면을 고려하여 키프레임들을 배열하는 방법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 유용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그들은
키프레임을 3단계 즉, 제1단계는 1차 핵심 주

2.2 연구 문제와 가설

제 정보 (활동과 객체), 제2단계는 2차적인 배
경 정보 (활동과 객체) 그리고 제3단계는 3차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가정에 대

적인 배경 정보 (속성, 장소 및 시대)로 배열하

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같은 장르에 속

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해 있는 비디오도 비디오의 유형에 따라서 영

들은 키프레임들이 각 단계로 분류되기 위해서

상 초록 보기를 통한 색인어 및 요약문 추출의

어떤 기준들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

정확도가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

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째, 영상 초록의 각 키프레임이 키워드의 역할

비디오 검색 환경에서 텍스트 질의 대신 영

을 하며 이들 키프레임들이 문맥적으로 연결되

상 질의가 이용될 수 있다. Sme at on과

어 있지 않고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

Browne (2006)는 키프레임 이미지 매칭, 텍

에 색인어 정확도가 요약문 정확도 보다 더 높

스트 탐색, 샷단위의 브라우징 및 객체 기반

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해 본다. 셋째, 비디오

검색이 가능한 비디오 검색 시스템을 소개한

영상 초록과 사운드가 제거된 전체 비디오 클

다. 그들은 비디오 검색에서 영상 질의는 이용

립이 비디오 주제 파악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

자 정보 요구가 일단 정지 이미지로 표현되어

지 알아보고자 한다. 즉, 키프레임만을 보여주

야 하고 키프레임이 샷의 내용을 잘 나타냈을

는 경우와 모든 프레임들을 보여주는 경우의

때에만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차이가 무엇인지 조사하고자 한다. 영상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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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키프레임이 키워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초록과 사운드가 제거된 비
디오 클립간의 색인어 추출의 정확도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다만 텍스트
초록과 달리 영상 초록의 키프레임들이 문맥적
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내용 파악(요약)의 정확성은 비디오 클립이 영
상 초록 보다 더 높을 것으로 가정한다. 넷째,

2.2.2 연구 문제
두 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상 초록은 지시적 초록의 역할을 하는
가? 아니면 통보적초록의 역할을하는가?
2) 비디오 자료의 의미 추출을 위한 영상 초
록 보기를 전체 클립 보기와 비교하면 어
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영상 초록이 지시적 초록의 역할을 하는지 아
니면 통보적 초록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끝으로, 영상 초록 보기와 전체 클립 보
기의 장단점들이 무엇인지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이슈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
은 다섯 개의 연구 가설과 두 개의 연구 문제

3. 영상 초록의 효용성 조사와
분석
3.1 실험 설계

를 구성하였다.

3.1.1 비디오 표본 선정
2.2.1 연구 가설

비디오 표본 자료의 장르에 따라서 연구 결
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의미를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다.
1) 비디오 유형에 따라 요약문 정확도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2) 비디오 유형에 따라 색인어 정확도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3) 영상 초록의 색인어 정확도와 요약문 정
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전달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다큐멘터리 비디오
를 선택하였고 재생시간에 따라 영상 초록의
기능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2분 17초에서10
분 사이에 있는 비디오를 선정하였다. 표본 자
료는 노스캐로리나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구축한Open Video Digital Library(OVDL,
www.open-video.org)에 올려진 비디오
자료에서총 12건을선정하였다(Marchionini

4) 사운드가 제거된 전체 비디오 클립의 색

and Geisler 2002). 비디오 유형에 따른 색

인어 정확도와 영상 초록의 색인어 정확

인어 및 요약문 추출의 정확도 차이를 알아보

도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기 위해서 12개의 표본 비디오를 주로 이미지

5) 사운드가 제거된 전체 비디오 클립의 요

에 의존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4개의 비디오,

약문 정확도와 영상 초록의 요약문 정확

서술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4개의 비디오

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와 서술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4
개의 비디오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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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DL 비디오 자료의 영상 초록은 하이브

3.1.2 실험 시스템

리드 방식을 통해서 구성된 것이다. 첫 단계에
서는 컬러 히스토그램과 같은 키프레임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키프레임 후보 집
단을 추출하고 추출된 키프레임 집단에서 최종
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키프레임들이 선정된
다. 키프레임수는 최대 36개까지 가능하게 구
성하였다.1) OVDL에 있는 키프레임의 크기가
너무 작아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해서 비디오 플레이어
인 KMPlayer를 사용하여 OVDL 사이트의
영상 초록에 있는 키프레임대로 전체 클립에서
다시 추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이미지의 의
미전달의 가능성을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
기 때문에 OVDL 사이트에 있는 프레임이라

1) 초기 화면
실험을 위한 영상 초록 목록의 초기화면은
<그림 1>의 왼쪽 부분과 같다. 표제를 포함한
주제 파악에 증거가 되는 일체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외시키고 오직 비디오코드만 보여주
었다. 전체 클립은 웹사이트의 주소를 달리하
여 <그림 1>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목록처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두 목록의 웹사이트 주
소를 달리한 이유는 영상 초록과 전체 클립을
같은 화면에 모아 두면 피조사자들이 전체 클
립을 영상 초록 보기 이전에 먼저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 자막이 있는 키프레임들은 제외시켰다.

<그림 1> 영상 초록과 전체 클립의 초기화면

1) OVDL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Gary Marchionini 교수와 이메일을 통해서얻은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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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상 초록

2) 영상 초록
<그림 1>의 초기화면에서 비디오 110을 선
택하면 <그림 2>와 같은 영상 초록이 출력된
다. 이 비디오는“기름 유출의 영향”
이라는 표
제를 갖고 있는 비디오로 기름 유출이 환경에

각 비디오를 클릭하면 KMPlayer가 실행되어
전체 클립을 볼 수 있도록 실험 환경을 구현하
였다.

3.1.3 설문지와 피조사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고, 기름 유출이 어떻
게 추적되고 기름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
야 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이 영상 초
록은 이미지와 서술을 함께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비디오 유형(유형 2)이다. 각 키프레
임을 클릭하면 더 큰 크기(720×480)로 확대
해서 볼 수 있다.

설문지는 크게 두 종류로 구성하였다. 첫 번
째 설문지는 각 영상 초록에 대해서 색인어
(키워드)를 4개 이상 할당하고, 비디오 요약문
은 두 문장 이상 기술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설문지는 사운드가 제거된 전체 클립을 보게
한 후 영상 초록과 똑같이 색인어와 요약문을
기술하도록 하였고 이외에 두 가지 추가적인

3) 전체 클립
영상 초록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전체 클립
목록이 있는 사이트로 가서 각 비디오에 대한
전체 클립을 보도록 하였다(<그림 3> 참조).

질문을 포함시켰다. 즉, 영상 초록의 기능이
통보적 초록인지, 지시적 초록인지 아니면 초
록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지 등을 선택하는
질문이 있고 비디오 의미 추출을 위한 영상 초
록 보기와 전체 클립 보기의 장단점들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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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체 클립의 한 화면

하도록 하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약문을 적도록 하였다. 즉, 각 비디오 클립에

피조사자 14명은 M대학의 문헌정보학 전공

대해서 14개의 결과값이 할당되어 총 사례수

또는 복수 전공 학생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다

는 168개가 되었다. 12개 비디오의 전체 클립

음 컴퓨터실에서 각 피조사자에게 한 대의 컴

을 볼 수 있는 60 여분과 각 클립에 대한 색인

퓨터를 사용하도록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어와 요약문을 적는데 5분을 할당하고 다른 두

먼저 실험에 대한 설명을 15분 정도 한 다음

개의 질문에 10분을 할당하여 총 130분을 주

첫 번째 설문지를 배포하고 영상 초록이 있는

었다. 총 실험시간은 실험에 대한 안내를 포함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 주어 12개의 표본 비디

하여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오에 대해서 4개 이상의 색인어 할당과 2 문
장 이상의 요약문을 각각 적도록 하였다. 즉,
각 비디오에 대해서 14개의 결과값이 할당되

3.1.4 색인어와 요약문의
정확도 측정 방법

어 총 사례수는 168개가 되었다. 각 비디오의
영상 초록에 대한 색인어와 요약문을 적는데 5
분을 할당하여 총 60여분을 주었다.

Open Video Digital Library 사이트에올
려진 색인어와 텍스트 초록을 표준자료로 이용

영상 초록에 대한 설문지를 회수한 다음 두

하고자 하였으나 12개 중 3개 비디오에 대한

번 째 설문지를 배포하고 전체 클립이 있는 웹

색인어 또는 텍스트 초록이 없었고, 나머지 9

사이트 주소를 알려 주어 앞 단계에서 사용한

개 비디오에 대한 색인어와 초록도 대부분 색

동일한 12개의 비디오에 대해서 색인어와 요

인어수가 너무 적거나 초록이 너무 짧아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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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클립을 반복해서 듣고 표준 색인어와 요약

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정확도 평균값의

문을 재구성하였다. 비디오에 4~20개의 표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색인어와 두 문장 이상의 표준 요약문을 할당

사후 검증을 이용하였다. 이미지에 의존하여

한 다음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색인어의 정확

정보를 표출하는 비디오의 색인어 및 요약문

도 측정은 피조사자가 기술한 색인어가 표준

정확도 평균값이 가장 높을 것이며 서술에 의

색인어 그룹에 있으면 0.25점을 주었고 제목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비디오는 평균값이 가장

과 같은 색인어를 할당한 경우에는 가중치를

낮을 것이며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미지와 서술

주어서 0.50을 주었는데 이는 초록 영상에서

을 모두 사용하는 비디오는 중간 정도의 평균

열거한 하나의 사물이나 인물 등을 제목과 동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세

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색인어와 동일시할 수

가지 유형의 비디오그룹 간에 영상 초록과 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앞의“기름 유출

체 클립을 통한 색인어 및 요약문 추출의 정확

의 영향”
이라는 비디오에서 특정 피조사자가

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비

제목과 동일한 색인어(0.50)와 1개의 표준 색

디오 유형에 따른 항목별 값의 차이를 좀 더

인어(0.25)를 할당하고 2개의 비표준어를 할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사후 검증을 수행하였

당했다면 정확도는 0.75가 된다. 요약문의 경

다. <표 1>의 첫 부분인 기술 통계값을 살펴보

우 표준 초록과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면 서술에 의해서 의미 전달을 하는 비디오 유

에 따라 0~1 사이의 값을 주었다. 측정자의

형 3의 경우 영상 초록과 전체 클립에서 요약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정확도(0.28, 0.50)가색인어정확도(0.39,

두 명이 정확도를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활용

0.57)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평균값을

하였다.

나타내고 있다.

3.2 데이터 분석과 가설 검증

2)가설 검증: 연구가설 1과 2
“가설1: 비디오 유형에 따라 색인어 정확도

3.2.1 비디오 유형에 따른 정확도
차이 분석

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와“가설2: 비디오 유
형에 따라 요약문 정확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
다”라는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배치

1)통계 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사후 검증
표본 비디오 그룹은 세 가지 유형, 즉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이미지에 주로 의존하는 유형
1, 이미지와 서술에 의존하는 유형 2 그리고
서술에 주로 의존하는 유형 3으로 구분되어 있

분산분석을 한 결과, 가설1과 가설2가 유의확
률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가설이 검증되었다(<표 1> 참조).
<표 1>의 맨 마지막 부분의“사후 검증(다중
비교)”
의결과를살펴보면“유형1[색인어(초록)]
vs. 유형3[색인어(초록)]”
,“유형1[요약(초록)]
vs. 유형3[요약(초록)]”
,“유형2[요약(초록)]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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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사후검증 결과
기술 통계값 (비디오 유형에 따른 항목별 평균)
비디오 유형(수)

색인어
(초록)

요약
(초록)

색인어
(클립)

요약
(클립)

유형1(이미지)(4개)

0.51

0.50

0.77

0.76

유형2(이미지+서술)(4개)

0.46

0.42

0.60

0.61

유형3(서술)(4개)

0.39

0.28

0.57

0.50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유형

F값

유의확률

색인어(초록)

3.61

0.03*

요약(초록)

16.06

0.00**

색인어(클립)

6.13

0.00**

요약(클립)

6.89

0.00**

사후 검증 (다중비교) 결과
대응
유형1[색인어(초록)] vs.
유형2[색인어(초록)]
유형1[색인어(초록)] vs.
유형3[색인어(초록)]
유형2[색인어(초록)] vs.
유형3[색인어(초록)]
유형1[요약(초록)] vs.
유형2[요약(초록)]
유형1[요약(초록)] vs.
유형3[요약(초록)]
유형2[요약(초록)] vs.
유형3[요약(초록)]

유의확률
0.63
0.02*
0.35
0.13
0.00**
0.01*

대응
유형1[색인어(클립)] vs.
유형2[색인어(클립)]
유형1[색인어(클립)] vs.
유형3[색인어(클립)]
유형2[색인어(클립)] vs.
유형3[색인어(클립)]
유형1[요약(클립)] vs.
유형2[요약(클립)]
유형1[요약(클립)] vs.
유형3[요약(클립)]
유형2[요약(클립)] vs.
유형3[요약(클립)]

유의확률
0.03*
0.00**
0.95
0.12
0.00**
0.36

**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고 *는 0.05 수준에서 유의미함

유형3[요약(초록)]”
,“유형1[색인어(클립)] vs.

장르안에서도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이미지를 어

유형2[색인어(클립)]”
, “유형1[색인어(클립)]

느 정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

vs. 유형3[색인어(클립)]” 및“유형1[요약(클

을 알 수 있다.

립)] vs. 유형3[요약(클립)]”
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디오
의 의미 추출을 위한 영상 초록의 효용성이 비
디오 장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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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영상 초록의 색인어 및 요약문
정확도 차이 분석

의 정확도(0.45)가 요약문의 정확도(0.40) 보
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유의확
률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1)통계 분석: t-검증

나와서 가설이 검증되었다(<표 2> 참조). 이는

영상 초록의 색인어 및 요약문의 정확도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검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색인어 정확도가 요약문 정확도 보다 더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

영상 초록의 각 키프레임이 색인어의 역할을
하며, 초록의 키프레임들이 문맥적으로 연결되
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체 내용
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다
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3.2.3 전체 클립과 영상 초록의 색인어
및 요약문 정확도 차이 분석

2)가설 검증: 연구 가설 3
“가설 3: 영상 초록의 색인어 정확도와 요약
문 정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1)통계 분석: t-검증

을 검증하기 위해서 t-검증을 한 결과, 색인어

사운드가 제거된 전체 클립과 영상 초록을

<표 2> t-검증 (1)
기술 통계값 (항목별 평균)
색인어 (초록)

요약 (초록)

0.45

0.40
t-검증 결과

대응

t값

유의확률

색인어(초록) vs. 요약(초록)

3.04

0.00**

<표 3> t-검증 (2)
기술 통계값 (항목별 평균)
색인어(초록)

색인어(클립)

요약(초록)

요약(클립)

.45

.64

.40

.62

t-검증 결과
대응
색인어(초록) vs.
색인어(클립)

T값

유의확률

대응

T값

유의확률

-6.15

0.00**

요약(초록) vs.
요약(클립)

-6.9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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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문제 분석

통한 색인어 및 요약문 추출의 정확도에 차이
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t-검증을 하였
다. 분석 결과, 전체 클립을 통해서 파악한 색

3.3.1 영상 초록의 기능

인어 및 요약문의 정확도가 영상 초록의 정확

영상 초록이 통보적 초록의 역할을 하는지

도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아니면 지시적 초록의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기

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3> 참조).

위해서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한 결과 9명
(64.3%)이 지시적 초록의 역할을 한다고 답변

2)가설 검증: 연구 가설 4와 5

하였으며그다음으로4명(28.6%이
) 통보적초

“가설 4: 사운드가 제거된 전체 비디오 클립

록의 역할을 한다고 답변하였다. 1명(7.0%)은

의 색인어 정확도와 영상 초록의 색인어 정확

영상 초록이 통보적 초록은 물론 지시적 초록

도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와“가설 5: 사운드

의 역할을 하기에 미흡하다고 답변하였다

가 제거된 전체 비디오 클립의 요약문 정확도

(<표 4> 참조).

와 영상 초록의 요약문 정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t-검

3.3.2 영상 초록과 전체 클립의 장단점

증을 한 결과, 먼저 가설4는 전체 클립과 영상

영상 초록이 전체 클립과 비교하여 어떤 장

초록의 색인어 정확도가 유의확률수준 0.05에

단점이 있는지 피조사자들에게 조사한 결과,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차이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검증되지 못했다(<

대충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이 찾는 주

표 3> 참조). 이는 비록 사운드가 제거되었지

제와 부합한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여러 개

만 전체 클립을 보고 의미 파악이 좀 더 명확

의 영상이 있을 때 한 가지 영상을 선택하는데

해 졌을 것이며 이에 따라 더 정확한 색인어

도움을 줄 수 있다”그리고“전체적인 내용에

추출이 가능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설5

접근하기에 앞서서 이해력을 증진시켜주고, 내

는 전체 클립과 영상 초록의 요약문 정확도가

용을 파악하는데 있어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유의확률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있다”
를 영상 초록의 장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

결과가 나와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에서 조사한 것

설이 검증되었다(<표 3> 참조).

처럼 영상 초록이 통보적 초록의 역할을 하기

<표 4> 영상 초록의 기능
초록

사례

통보적초록

지시적초록

통보적 초록(또는 지시적초록)으로 미흡

사례수(명)

4

9

1

비율(%)

28.6%

64.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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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장단점
영상초록

전체클립

장점

-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요약
된 부분)을 간단히 알 수 있고, 기억에 남는
다.
-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이 찾는 주제와 부합하는지 여부
를 알 수 있다.
- 영상을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미리 알
수 있고, 핵심 프레임을 알 수도 있어서 여
러 가지 영상을 봐야할 때 대신할 수 있었
다.
- 전체적인 내용에 접근하기에 앞서서 이해력
을 증진시켜주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여러 개의 영상이 있을 때 한 가지 영상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영상을 보기 전에 화면의 품질이나 구성을
알 수 있다.
- 영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자료 검색에 도움이 된다.
- 주요사건이 무엇인지 파악 가능하여 주제를
알 수 있다.

-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직접 찾아볼 수 있
고, 내용 파악이 쉽다.
-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알 수 있다.
-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전체적인 내
용 파악이 쉽다.
- 영상초록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을 모
두 이해할 수 있었다.
- 영상에 대한 정보가 더 풍부해진다.
- 영상의 전반적인 요점과 앞뒤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영상의 소리가 없어도 내용의 흐름을 볼
수 있어서 의미 파악이 된다.

단점

- 캡쳐의앞뒤 순서가 완벽하게 이어지지 않을
때도그것을 이어지는 것으로 혼동하고 순서
를 통해 내용을 판단할 경우 내용 파악이 잘
안될 수 있다.
- 중요 장면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모
호한 것 같다.
-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에 남는 부분
이 달라 요약이 효과적이지 않게 되면 내용
에 대한 추측이 힘들다.
- 정확한 내용 파악이 힘들고, 주제가 어려운
경우 전혀 감을 못 잡을 수도 있다.
- 영상의유형에 따라 영상초록의 의미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다.
- 프레임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영상의 부
분, 부분을 잘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용
자의 요구와 맞는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
- 텍스트 초록과 함께 쓰이지 않으면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할 것 같다.
- 배경지식이 없이는 내용을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 봐야 할 영상이 많거나 영상이 길 경우 보
기가 번거롭고 불편하다.
- 불필요한 부분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용자에게 부담
을 준다.
-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알려주고자 하는 것
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 불필요한 클립도 보여줌으로서 핵심을 파
악하기 힘들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줄 수가 있다.
- 화면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깊은 인
상을 남기기 어려워서 동영상을 두 번 이
상 봐야한다.
- 실제 온라인상에서 쓰이게 되면 용량이 커
지고 검색속도가 느려질 것 같다.
-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발췌하기가 쉽지 않
다.
- 동영상 플레이어와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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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두 번 이상 봐야한다”
,“실제 온라인상에서 쓰

표 5> 참조).

이게 되면 용량이 커지고 검색속도가 느려질

이에 반해서 영상 초록의 단점으로는“캡쳐
의 앞뒤 순서가 완벽하게 이어지지 않을 때도

것 같다”그리고“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발췌
하기가 쉽지 않다”
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그것을 이어지는 것으로 혼동하고 순서를 통해
내용을 판단할 경우 내용 파악이 잘 안될 수
있다”
,“정확한 내용 파악이 힘들고, 주제가

4. 논의와 후속 연구

어려운 경우 전혀 감을 못 잡을 수도 있다”
,
“영상의 유형에 따라 영상 초록의 의미파악이

연구 가설 및 문제의 검증 결과 다음과 같은

어려울 수도 있다”
,“텍스트 초록과 함께 쓰이

논점을 이끌어 내었다. 첫째, 영상 초록 보기

지 않으면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할 것 같다”
,

를 통한 색인어 및 요약문 추출의 정확도가 다

“배경지식이 없이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수

른 선행 연구에 비교하여 다소 낮은 값으로 나

있다”그리고“중요장면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타난 것은 영상 초록의 키프레임 구성시 자막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
를 영상 초록의 단점으

이 들어 있는 키프레임들을 제외시킨 점과 피

로 가장 많이 꼽았다.

조사자에게 비디오 코드 이외의 다른 메타데이

전반적으로 전체 클립의 장단점은 영상 초록

터 요소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

의 장단점을 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냈

다. 둘째, 같은 장르에 속해 있는 비디오라도

다. 즉, 전체 클립의 장점으로“자신이 원하는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이미지를 어느 정도 사용

부분을 직접 찾아볼 수 있고, 내용 파악이 쉽

했는지에 따라서 색인어 및 요약문 추출의 정

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전체적인

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내용 파악이 쉽다”
,“영상 초록으로 이해할 수

미지에 의존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비디오 유형

없었던 부분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그리고

1의 정확도(색인어: 0.51, 요약문: 0.50)와

“영상의 전반적인 요점과 앞뒤 맥락을 쉽게 파

서술에 의존한 비디오 유형3의 정확도(색인어:

악할 수 있다”
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한편

0.39, 요약문: 0.28)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

전체 클립의 단점으로는“봐야 할 영상이 많거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디오 유형3의 경우

나 영상이 길 경우 보기가 번거롭고 불편하

영상 초록만으로 의미 파악 또는 적합성 판정

다”
,“불필요한 부분을 봐야하는 경우가 있고,

을 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중요한 부분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시

이미지에 주로 의존하여 정보를 표출하는 비디

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용자에게 부담을 준

오 유형1의 경우 텍스트 초록만으로 의미 파악

다”
,“불필요한 클립도 보여줌으로써 핵심을

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텍스트 초록이 영

파악하기 힘들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상 초록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다”
,“화면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상

문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 어려워서 동영상을

초록은 디지털 도서관의 OPAC 시스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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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목, 색인어, 텍스트 초록 등 다른 메타데

것으로 나타났다(Lyer and Lewis, 2006).

이터 요소들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비디오 장

이는 영상 초록에서 키프레임 순서의 중요성을

르나 유형에 관계없이 멀티미디어 자료의 검색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영

과 브라우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

상물의 소통 구조 이론과 용어간의 구문적 및

으로 생각된다.

어의적 관계를 고려하는 온톨로지 이론을 기초

셋째, 영상 초록 보기를 통한 색인어와 요약

로 하여 영상 초록의 키프레임들을 문맥적으로

문 추출의 정확도(색인어 정확도:0.45, 요약

연결시키는 키프레임 배열 모형을 설계하여 설

문 정확도:0.40)가 전체 클립 보기를 통한 색

계된 모형에 따라서 키프레임들을 재구성한 영

인어와 요약문 추출의 정확도(색인어 정확

상 초록을 사용하거나 또는 배열모형에 기반한

도:0.64, 요약문 정확도:0.62) 보다 떨어지지

영상 초록을 순차적으로 구성한 영상 초록과

만 영상 초록의 정확도가 절반치(0.50)에 근

함께 사용한다면 비디오의 의미 추출을 훨씬

접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엇보다도 의미 추출에

더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요되는 시간을 대략 82% 정도 감소시킬 수

둘째, 영상 초록이 비디오의 내용 전달을 위

있다는 점이 영상 초록의 최대의 강점으로 보

한 효율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클립

인다(Stachowicz, 2002). 또한 영상 초록의

에서 의미 있는 키프레임 추출 작업을 가능하

색인어 정확도(0.45)가 요약문 정확도(0.40)

게 하는 키프레임 추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두 값의 차이도 통계적

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공학 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영상 초록을 통

야 연구자들은 이미지 프로세싱에 초점을 맞춰

해서 요약문을 추출하는 것 보다 색인어를 추

서 즉, 이미지의 색, 질감, 객체, 음성 정보 등

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을 인식하여 비디오 자료들을 분할하고 이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연

기초로 하여 영상 초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

구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기술하면 다음과

나 이러한 이미지 프로세싱 방법에만 의존하여

같다. 첫째, 영상 초록을 통해서 추출한 색인

의미 있는 키프레임들을 추출하는데는 한계가

어의 정확도가 요약문의 정확도 보다 더 높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학 분야에서 발전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문의 정확도가 상대적으

하고 있는 이미지 프로세싱 연구 결과와 함께

로 낮은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록의 키

사람들이 비디오 자료의 주제를 판단할 때 많

프레임들이 문맥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

이 사용하고 있는 객체의 종류 또는 상징물에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키프레임 순서가 영상

대한 조사와 비디오자료의 적합성 문제를 체계

초록의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

적으로 고찰한 후 영상소통구조 이론 및 편집

하기 위해 영상 초록에 관한 키프레임 순서와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 초록 구성을 위한

요약 개념 순서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

키프레임 추출 알고리즘의 설계 또한 지속적으

과 요약문 가운데 61%에 포함된 아이디어는

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키프레임 순서와 직접적으로 상호관련이 있는

끝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상 초록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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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키프레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료에서 자막이 있는 키프레임들은 되도록 제외

미지들이 요약된 비디오 사운드와 결합되어 사

시키고 피조사자들에게 표제를 포함한 메타데

용된다면 의미 파악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판

이터 요소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영상 초록

단된다. 따라서 전체 클립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색인어 및 요약문 추

전체 사운드에서 핵심적인 사운드만 이끌어 내

출의 정확도가 다른 연구에 비해서 낮을 것으

는 이론과 방법도 장기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로 예측된다. 측정 결과 첫째, 비디오 유형에

분야라고 생각한다.

따라 정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지에 의존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비디
오유형1의정확도(색인어: 0.51, 요약문: 0.50)

5. 결 론

와 서술에 의존한 비디오 유형3의 정확도(색인
어: 0.39, 요약문: 0.28)간에 큰 차이가 있었

최근‘멀티미디어 정보학’
이라는 용어도 생

다. 이는 이미지에 주로 의존하여 정보를 표출

겨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문헌

하는 비디오의 경우 텍스트 초록만으로 의미

정보학은 연구와 교육에서 문헌정보 뿐만 아니

파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텍스트 초록이

라 멀티미디어 정보도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

영상 초록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

어야 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문헌정보학의

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 분야인 정보 조직, 정보 검색 등에서 영

둘째, 영상초록의색인어정확도(0.45)와 요

상 정보의 구조화, 검색 방법 그리고 더 나아

약문 정확도(0.40)가 전체 클립의 정확도 보

가서는 영상 정보의 처리 까지 다루어야 하는

다 떨어지지만 절반치(0.50)에 근접한 것으로

것은 문헌정보학 분야에 있는 연구자와 실무자

나타나 영상 초록이 비디오 의미 추출에 효율

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 것 같다. 멀티미디

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

어 정보의 생성 과정, 저장, 검색 및 보존에 대

상 초록의 색인어 정확도가 요약문 정확도 보

한 이론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심도 있

다 더 높게 나타나 영상 초록을 통해서 색인어

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상 콘텐츠가 분할되어

추출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을 확인

처리되는 물리적인 색인 및 초록 방법에 대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이해와 함께 전통적인 문헌정보학의 정보검색

본 연구는 영상 초록이 색인어 및 요약문 추출

이론체계를 멀티미디어 정보에 접목시키려는

작업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도서관의 OPAC 시스템의 메타데이터의 한 요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자료의 의미 추출을

소로 활용되어 적합성 판정을 위한 이용자의

위한 영상 초록의 효용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비디오 브라우징 및 영상 질의가 이용되는 비

표본 비디오 12개와 피조사자 14명을 이용하

디오 검색 환경에 이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여 영상 초록과 전체 클립의 색인어 및 요약문

영상 초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후속 연구들

의 정확도를 측정해 보았다. 표본 비디오 자

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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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표준 색인어와 요약문>
다음은 12개의 비디오 샘플 자료 중 두 개의 비디오에 대한 표준 색인어 집단과 요약문이다.
비디오 1

비디오 2

색인어
그룹

1)자전거 2)자전거 안전 상태 점검
3)자전거 타는 규칙 4)교통 5)운송수단
6)질서 7)정지 표시판

1)The Ocean Odyssey 2)조수(Tides)
3)파도(Waves) 4)Oceans(해양, 바다)
5)Impact of Oil Spills(기름유출의영향)
6)기름 유출을 해결하는 방안 7)독성물질

요약문

자전거 기계적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방
법을 보여주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
도 보여준다. 소년과 소녀는 자전거 타기
에서 알아야 할 정확한 자전거 규칙을 보
여주고 안전하게 타는 법을 보여준다. 따
라서 이 비디오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자전거 점검과 자전거의 운행 규칙을 들
수 있다.

기름 유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
하고, 기름 유출이 어떻게 추적되고 이런
기름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방안
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