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1.

정보화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확산적

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의 신장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책을 넘기는 것보다 마우스를 클릭하.

는 것에 더 익숙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

기 위해서는 교과서와 칠판 단순한 텍스트와 그래픽을 중,

심으로 하는 전통적 교수 학습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에 교사 학생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 . ,

루어지는 교수 학습은 다매체적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

운 형태의 방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 ,

보급의 확산으로 이를 활용한 수업도 오늘날의 교사가 지향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컴퓨터의 단순한 활용에서,

벗어나 멀티미디어 학습 정보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설계

된 시스템으로의 활용이 이CAI(Computer Aided Instruction)

루어진다면 상당한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1] 그러나. ,

지금까지의 멀티미디어 관련 툴이나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의 수준을 고려해보았을 때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

활용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멀티미디.

어 편집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학습자료를 제작하

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편집에 있어서 관련된, ,

주요 기능들이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실행되기 때문

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핸들링해

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영상,

오디오 이미지 텍스트를 고려한 멀티미디어 편집 프레임워, ,

크 구성을 목표로 모델기반의 프레임워크 구성 프로세스와

모델을 제시한다 전체 프레임워크 중에서 동영상의 캡쳐와.

편집부분을 지금까지의 사례를 통해 모델링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영상 캡쳐와 편집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작업 사.

이의 공통적인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단순화시킴으로서 애플

리케이션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런,

방식으로 분석 설계하고 각각의 개발된 프레임워크를 통합,

함으로써 사용의 용이성과 이식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관련 연구2.

멀티미디어2.1 (Multimedia)

시스템2.1.1 CAI

교사가 학생에게 교재나 문제를 제시하여 그에 대한 학

생의 반응을 살피고 이를 평가해서 피드백시키는 교사의,

활동을 컴퓨터의 대량 정보처리능력을 이용해 대행시키는

시스템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분야에 활용되면서 대화식 상호작용에 의해서 학습이

진행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2].

특징(1)

학습자들로 하여금 의도된 수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해 주도록 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의 특성들을 요약하면CAI

다음과 같다.

수업설계의 원리가 반영된 것•

학습자 요구사항과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작용을 극대화하며,•

학습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할 것

컴퓨터의 기능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고 현재의 활용환경에,•

적합할 것

적절한 심의를 받은 것•

지원을 위한 멀티미디어 편집 프레임워크CAI

◦
김 행 곤

*
신 호 준,

*
최 봉 식,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Multimedia Edit Framework for CAI
◦

Haeng-Kon Kim
*
, Ho-Jun Shin

*
, Bong-Sik Choi

*

* Software Engineering Lab.,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Catholic University of Taegu Hyosung

요 약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유발

과 이를 통한 학습목표의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 그 교육적 활용가치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

교사들은 멀티미디어 편집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학습자료를 제작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편집에 있어서 관련된 주요 기능들이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여러 개,

의 애플리케이션을 핸들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멀티미디어 관련 툴이나 애플리케이션은. ,

사용자의 수준을 고려해보았을 때 상당히 복잡하거나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 활용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편집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목표로 연구범위를 동

영상의 캡쳐와 편집으로 제한하고 지금까지의 사례를 모델링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동영, ,

상 캡쳐와 편집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두 작업 사이의 공통적인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단.

순화시킴으로써 애플리케이션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사용의 용이성과 이식성을 가질 수 있다, .



개발 절차(2)

시스템 개발은 일반적으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CAI , ,

및 적용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 단계에서 다른 단.

계로 진행되는 통로가 반드시 평가 및 수정 단계를 거치도

록 되어 있다 즉 각 단계마다 지속적인 평가 및 수정의 과.

정을 거쳐야 하며 이것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행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또한 종료라는 것이 없으며 최초 버전이. , ,

완성된 후에도 실제 적용을 통한 평가와 수정 작업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지점이 없다[3].

멀티미디어 저작도구2.1.2

멀티미디어 저작도구는 컴퓨터 사용자들로 하여금 각종

멀티미디어 관련 자료를 손쉽게 만들어 서로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도구이다 다양한.

유형의 교수 학습용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질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시켜 주고 있

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4].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도구를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그 특

징과 구성 문제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특징(1)

멀티미디어 저작도구를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그 특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준화된 사용법과 손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프로그래밍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초보자도 일반적인 수준의 애플

리케이션을 생성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콘이나 스크립트를 사•

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식

멀티미디어 관련 툴이 내장되어 있지 않고 외부 미디어파일,•

을 불러들여 적절한 위치나 시점에서 재생하는데 초점

마우스나 키보드 등의 이벤트 구동 방식으로 화면전환이 용이•

시스템 구성(2)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다음 그림( 1)

과 같이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램 편집기를 중심

으로 각종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림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의 시스템 구성도( 1)

이 외에도 저작환경을 설정하기 위한 저작지원기와 작성

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파일을 생성․
관리하며 프로그램의 저작을 도와주는 저작보조편집기 외,

부에서 제작한 멀티미디어 파일을 불러와 재생하는 외부 멀

티미디어 자료 편집기 완성된 프로그램을 각각의 환경에서,

실행하기 위한 실행기 등으로 구성된다.

프레임워크2.2 (Framework)

프레임워크는 관계된 문제집합의 해결책에 대한 추상설

계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서브시스템 영역에 대한 책임들을.

수행하기 위해 상호협력하는 객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클래스. ,

들의 집합이고 이는 소프트웨어의 특정 클래스에 대해 재,

사용 가능한 설계를 구성한다[5].

역할(1)

프레임워크는 설계를 추상화 클래스들로 분리하고 그들,

의 책임과 협동관계 쓰레드 제어관계를 정의함으로써 프레, ,

임워크를 사용하여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쳐를 결정

한다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공통된 설계결정들을 뽑아냄으.

로써 애플리케이션 설계자는 개발하려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새로 요구되는 곳에서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프.

레임워크의 개발은 코드의 재사용을 넘어 설계의 재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주목받는 객체지향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의 최

대 장점은 소프트웨어 환경의 확장이라는 메카니즘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프레임워크나 클래스 계층은 이러. ,

한 변화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개발자들은 새로운.

데이터의 표현에 있어서 이러한 플랫폼의 변화된 환경을,

이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또는 미래의 환경까지도 고려,

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프레임워크는 최소한 이러한.

변화를 개발환경으로 통합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제공해 준

다[6].

구축의 필요성(2)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가장 실제적인

어려움은 가장 안정적인 대상 플랫폼의 부족과 애플리케이,

션의 실행을 위한 하드웨어와 그 기능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크로스 플랫폼이 없어 이질 기종간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묶어. “Platform

라고 하며 이러한 플랫폼의 변화가 애플리케이션Volatility”

의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 플랫폼이 급격히 변해도 연결가능하고 교체 가능한 프레

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3. 멀티미디어 편집 프레임워크 구성

모델기반 프레임워크 개발 프로세스3.1

멀티미디어 편집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개발 방법

으로 을 이용한 모델기반의UML(Unified Modeling Language)

개발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 과 같다( 2) .

:ob

그림 프레임워크 구성을 위한 모델기반 프로세스( 2)



프레임워크 구축의 초기단계는 문제영역에서 도메인 시,

스템 사용자 요구사항을 추출하고 정형화시키는 단계로써,

사용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된 내용은 분석 설, /

계 모델 구축에 초기 정보로 사용된다 다음으로 요구사항. ,

명세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단계로써 사용사례 정의를,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등의 모델 작성은 다음과

같은 다이아그램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또한 작성된 분석 단계의 모델은 설계단계에서 반복적인,

수정과 재작성을 통해 공통된 부분과 불일치되는 요소를 파

악하여 설계모델을 작성한다 이렇게 일련의 분석 설계모델. ,

은 모델의 반복적 단계적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 .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일련의 텍스트 형식으로 작성Scenario :•

프로세스 모형화와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Use Case Diagram :•

통한 분석모델과 개념적 모델 제시

사용자 요구사항의 시나리오 작성에 기반하Sequence Diagram :•

여 객체들 간의 메시지 전달을 시간 지향적인 행위로 파악

객체들간의 상호작용을 모형화하는 것으Collaboration Diagram :•

로 메세지 지향적인 행위를 기술

시스템 내의 객체들의 행위를 이벤트 중심에 따State Diagram :•

라 취할 수 있는 상태를 기술

시스템의 정적인 구조를 파악하기위해 연관Class Diagram : ,•

상속 집합 등의 연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개발 전체에 사용될,

시스템 이름과 모델 개념을 정립하고 모형화

프레임워크 구성단계에서는 분석 설계 모델을 기반으로,

서로의 연관관계와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구현되는 부분을

인터페이스를 뒤에 숨기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축된 모델,

을 기반으로 캡슐화를 통해 최소한의 모듈성을 강조하며,

개발자의 요구에 맞게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

비스의 변경을 위한 추상화 정도를 결정하게 되며 구성된,

프레임워크는 기존이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된다.

분석 모델 작성3.1.1

멀티미디어 편집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본 절에

서는 동영상 부분만을 고려하여 기존의 동영상 생성과 편집

부분을 각각 일련의 모델로써 분석하도록 한다.

멀티미디어 편집 애플리케이션 사용사례 명세(1)

기존의 멀티미디어 편집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영상의 캡

쳐와 편집에 관련된 사용사례는 각각 다음 그림 과( 3-a, 3-b)

같이 작성할 수 있다.

동영상 캡쳐는 컴퓨터상의 영상 캡쳐 카드와 단자를 통해 연A/V

결되어있는 에 해당 비디오 테이프를 넣거나 해당 채널을 선VTR , TV

택한 후 캡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 메뉴에서 미리보기 버튼을, .

클릭하고 저장할 파일명을 입력한다 영상이 나타나는 창이 활성화되, .

었을 때 의 재생버튼을 클릭한 후 재생되는 영상을 보고 필요한VTR ,

부분은 녹화버튼을 클릭하여 지정한 파일로 저장한다.

그림 동영상 캡쳐 사용사례 명세( 3-a)

동영상 편집은 캡쳐 프로그램 내에서는 파일의 편집이 불가능하

므로 저장된 동영상 파일 중 편집을 원하는 대상 파일을 편집 프로

그램으로 불러낸다 플레이어 창 에 대상 파일을 활성. (Player Window)

화시킨 다음 편집을 원하는 부분의 시작과 끝부분을 표시한다 이때, . ,

시작과 끝 부분을 정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프레임의 진행속도를 조

절하여 전진 또는 후퇴의 방법으로 맞추어 준다 편집을 원하는 부, .

분이 정확히 맞추어졌을 때 레코더 창의 녹화버튼을 클릭 하면 레코

더 창 쪽으로 해당부분만 편집을 원하는 부분만 녹화된다 현재의 편( ) .

집부분의 앞 중간 뒷부분에 또 다른 편집된 부분을 첨가할 수도 있, ,

다 편집이 끝난 동영상은 레코더 창에서 일단 재생하여보고 이상이.

없으면 파일 메뉴에서 저장을 선택하여 저장한다.

그림 동영상 편집 사용사례 명세( 3-b)

(2) Use Case Diagram

다음 그림 은 멀티미디어 편집 애플리케이션중 비디오( 4-a)

스트림을 입력받아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는 Use Case

을 나타낸 것이며 디지털 파일로 저장된 동영상을Diagram ,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편집하는 것은 다음 그림 과 같( 4-b)

다.

User

Record from Video Stream
 to Dynamic Image 

VTR Play

Dynamic Image Generator

User

Edit

Play

Dynamic Image Editor

그림 캡쳐 그림 편집( 4-a) Use Case Diagram ( 4-b) Use Case Diagram

(3) Sequence Diagram

다음 그림 은 동영상 파일의 생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5-a)

를 구성하는 Display Manager, File Manager, Frame Manager

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비디오 스트림으로부터 동영상을 캡

쳐하여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동영상 파일의 편집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Display Manager, File Manager, Frame Manager, Window

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이미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Manager ,

편집기로 불러내고 편집할 부분 을 버퍼에 저장하여, (context)

등으로 편집하여 새로운 동영상 파일을 생cut, paste, copy

성하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낸 것은 다음 그림(

과 같다5-b) .

Save Record_
starting point

Save Record_
ending point

User

Display
Manager

File
Manager

Preview Window
Setting

Input file name File Generation

Require Preview 
execution Require Video_stream inputting

Transfer all frames
Supply 

Preview Context

Select Record_starting point

Select Record_ending point

Frame
Manager

Supply 
Preview Window

Transfer all frames

File_save

그림 캡쳐( 5-a) Sequence Diagram

Save Edit_
starting point

Save Edit_
ending point

Make Edit_
frame 

information

User

File 
Manager

Window 
Manager

Load file

Select file
for editing

Transfer Dynamic 
image

Transfer Dynamic 
image

Display
Manager

Frame
Manager

Transfer All
frames

Display file_image
in project window

Require preview

Require Frames
for display

Transfer Display_
information

Select Window
for display

Transfer Frames
for display

Display Preview
context

Select Edit_
starting point

Select Edit_
ending point

Require Context 
edited

Select 
Window

for preview
edited

Transfer Display_
information

Require Frames
for display

Transfer Edit_
frame information

Display Preview
context edited

Require File_save Require Edit_frame
information

Transfer Edit_
frame information

File_save

그림 편집( 5-b) Sequence Diagram



(4) Collaboration Diagram

다음 그림 은 구성 요소 사이의 행위를 표현하는( 6-a)

으로써 비디오 스트림을 입력받아 동Collaboration Diagram ,

영상 파일을 생성하는 구성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

이다 또한 다음 그림 은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불러내. , ( 6-b)

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편집하여 새로운 동영상 파일을

생성하는 구성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10. Save record_starting point
12. Save record_ending point

13. Transfer     
     all frames

User

Display
Manager

1. Preview 
    window setting
5. Require 
    preview_execute

Frame
Manager

7. Transfer all frames

4. File_generate
14. File_save

3. Input file name

6. Require video_stream inputting

2. Supply
   preview_window
8. Supply 
   preview_context

9. Select record_
    starting point
11. Select record_
    ending point

File
Manager

그림 캡쳐( 6-a) Collaboration Diagram

 5. Transfer all frames
10. Require frames to display
20. Require frames to display 

25. Require edit_frame information

11. Transfer frames to display
22. Transfer edit_frame information

Window
Manager

8. Select window to display
18. Select window for preview edited

Display
Manager

4. Transfer dynamic image
9. Transfer display information
19. Transfer display information

14. Save edit_starting point
16. Save edit_ending point
21. make edit_frame information

1. Select file for diting
24. Require file_save

6. Display file_image in project window
12. Display preview context
23. Display preview context edited

7. Require preview
17 require context edited

2. Load file
27. File_save

File
Manager

Frame
Manager

User

26. Transfer edit_frame information

3. Transfer 
dynamic image

13. Select edit_starting point
15. Select edit_ending point

그림 편집( 6-b) Collaboration Diagram

(5) State Diagram

구성요소의 설명을 보완하며 구성요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태를 단지 여러 개의 잘 정의된 상태와 행위

가 서로 다른 상태에 의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주는

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 그림 은 동영상의 캡쳐를 위( 7-a)

한 이다 여기에서 캡쳐작업은 사용자가 녹화State Diagram .

의 시작포인터를 선택할 때부터 시작되며 종료 포인터를,

선택했을 때 끝나게 된다.

.

Input file name

Preview

(Initial View)

New file

Generation

Input 
video stream

Preview

(Context View)

Connection
VTR & PC

Sellect record_
starting point

Capturing

Sellect 
record_ending 

pointContinue file 
generation

Dynamic_image

Generation
Terminate

그림 캡쳐( 7-a) State Diagram

다음 그림 은 동영상의 편집을 위한 으( 7-b) State Diagram

로 그림 와 가장 큰 차이점은 편집 대상 프레임의 시작( 7-a)

포인터와 종료 포인터를 선택하는 것은 편집의 범위를 결정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녹화와 저장 새로운 동영상 파일의, ,

생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Input
file name

Arrangement files
in project window

Activiating file

for editing(Preview)

Select edit_starting point

Load files
for editing

Transfer context in frame buffer

Preview context

for saving

Dynamic_image

Generation

Click record_button

Continue File Generation

Drag & drop file for editing 
in source window

Determine range

for editing

Write range

for editing

Select edit_ending point

Terminate

그림 편집( 7-b) State Diagram

(6) Class Diagram

동영상 편집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기 위한 주요한 정보로

사용되는 다이아그램으로써 시스템에서 다루어지는 구성요

소들의 정적인 구조를 연관 종속 특수화된 또는 패키지화, ,

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것들과 각각 관계를 가지는 것

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 그림 은 동영상 파일의 생성을. ( 8-a)

위한 으로 특히 클래스에 비Class Diagram , Stream Capturer

디오 스트림으로부터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정지 화상 를, , ( )

별도로 캡쳐 하는 서브클래스를 둔다.

File 
Manager

Frame
Manager

StopFwdRew

Display
Manager

Play Pause
Frame

Selector
Stream

Capturer

Audio
capturer

Video
capturer

Image
capturer

Dynamic Image Generator

그림 캡쳐( 8-a) Class Diagram

다음 그림 은 동영상 파일의 편집을 위한( 8-b) Class

으로 특히 편집 범위를 지정하기 위한 클래Diagram , Locator

스에 프레임 단위로 편집의 시작과 끝부분을 정확하게 지정

하기 위한 클래스와 편집대상파일의 프리뷰Record Point

를 위한 클래스를 둔다(preview) Generic Point .

Dynamic Image Editor

Frame
manager

File 
Manager

Window
Manager

StopFwdRew

Display
Manager

Play Pause Locator
Frame buffer

Manager

Record
point

Generic
point

그림 편집( 8-b) Class Diagram

설계3.1.2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사용사례 명세(1)

기존의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한 모델을 바탕으로 구

성할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기 위해서 우선 동영상의 캡쳐와,

편집을 동일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구성할 수 있는 사용사례

를 다음 그림 과 같이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명세할 수 있( 9)

다.



동영상 캡쳐작업은 비디오 스트림의 컴퓨터 입력을 의미하는 것

으로 컴퓨터상의 영상 캡쳐 카드와 단자를 통해 연결되어있는, A/V

에 해당 비디오 테이프를 넣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시VTR

킨다 메뉴에서 캡쳐를 선택하고 캡쳐환경을 설정한다 의 재생. , . VTR

버튼을 누른 후 소스 창 에 프리뷰 되는 영상(Source Window) (Preview)

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캡쳐한다 이 때 캡쳐한 부분은 일단 프레임.

버퍼에 저장하여 비디오 스트림의 입력을 마친다 이때 프레임버퍼. ,

에 임시로 저장된 스트림을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기 전에 시작과 끝

부분을 정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프레임의 진행속도를 조절하여 전진,

또는 후퇴의 방법으로 맞추어 준다 정확하게 저장범위가 결정되었을.

때 저장을 선택하고 파일명을 입력하여 저장소에 저장한다.

동영상 편집작업은 저장된 동영상 파일 중 편집을 원하는 대상

파일을 프로젝트 창 로 불러내고 소스 창으로 드래그(Project Window) ,

하여 대상 파일을 활성화시킨다 파일을 프리뷰하여 편집을 원하는.

부분의 시작과 끝 부분을 표시한다 이때 시작과 끝 부분을 정확히. ,

표시하기 위하여 프레임의 진행속도를 조절하여 전진 또는 후퇴의,

방법으로 맞추어 준다 편집을 원하는 범위가 정확히 맞추어졌을 때.

레코더 창 의 녹화버튼을 클릭하면 지정한 범위의(Recorder Window)

내용이 프레임버퍼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현재 편집부분의 앞 중. ,

간 뒷부분에 또 다른 편집된 부분을 첨가할 수도 있다 편집이 끝난, .

동영상은 레코더 창에서 프리뷰 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파일 메뉴에

서 저장을 선택하여 저장한다.

그림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사용사례 명세( 9)

(2) Use Case Diagram

다음 그림 은 멀티미디어 편집 애플리케이션 중 비디( 10)

오 스트림을 입력받아 파일로 저장하거나 이미 저장된 파,

일을 불러내어 편집하는 이다Use Case Diagram .

User

Edit

Capture

Dynamic Image Editor

Record

VTR Play

그림( 10) Use Case Diagram

(3) Sequence Diagram

다음 그림 은 동영상 캡쳐 작업 후에 바로 편집작업이( 11)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의 이다Sequence Dia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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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 window_
initialize

Supply window_ 
preview

Require capturing
Require video_
stream inputting

Transfer all framesSupply 
preview context

    Select capture_ 
start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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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equence Diagram

(4) Collaboration Diagram

다음 그림 은 비디오 스트림을 입력받아 동영상 파일( 12)

을 생성하고 편집하는 구성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이다Collaboration Dia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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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elect window for preview edited

File
Manager

 4. Require window _initialize
19. Transfer dynamic image
24. Transfer display 
information
34. Transfer display 
information

11. Save capture_starting point
13. Save capture_ending point
29. Save edit_starting point
31. Save edit_ending point
36. make edit_frame information

16. Select file for diting
39. Require file_save

22. Require preview
32. Require context edited

15. Save file
17. Load file
42. Save file

Display
Manager

Frame
Manager

User

14. Transfer all frames
41. Transfer edit_frame information

18. Transfer dynamic image

 6. Require capturing

 21. Display 
file_image 
      in project window

40. Require 
edit_
frame 
information

그림( 12) Collaboration Diagram

(5) State Diagram

다음 그림 은 으로 가장 큰 특징은 시작( 13) State Diagram

부분에서 동영상의 캡쳐와 편집을 선택하며 하나의 동영상,

파일이 생성된 후에 작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질의한다 또.

한 파일로 저장할 때에는 선택한 컨텍스트를 프레임 버퍼,

에 일시적으로 저장 프리뷰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난 뒤,

에 이루어진다.

Arrangement files
in project window

Activiating file

for editing(Preview)

Load files 
for editing

File_save

Continue job

Drag & drop file 
for editing

 in source window

Preview

(Initial View)

Write range

for buffering

Input video stream

Preview

(Context View)

Connection 
VTR & PC

Sellect 
starting point
for buffering

Sellect ending point
for buffering

Selecting

Select 
capture or edit

Terminate
job

Dynamic_image

Generation

Determine range

for buffering

Preview context

for saving

Transfer context 
in frame buffer

Sellect 
starting point
for buffering

Save file

그림( 13) State Diagram

(6) Class Diagram

다음 그림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동영상 파일( 14)

의 생성과 편집을 위한 으로 특히 비디오 스Class Diagram ,

트림으로부터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정지 화상 를 캡쳐하, , ( )

여 프레임 버퍼에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Frame Buffer

클래스를 가지며 클래스가 있어 캡쳐 작업Manager , Locator

시에도 시작과 끝 부분을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다.

Dynamic Image Editor

Frame
manager

File 
Manager

Window
Manager

StopFwdRew

Display
Manager

Play Pause Locator
Frame buffer

Manager

Record
point

Generic
point

Stream
Capturer

Image
capturer

Video
capturer

Audio
capturer

그림( 14) Class Diagram

프레임워크 구성3.1.3

앞에서 구성된 동영상 설계모델을 프레임워크로 구성하

기 위해서는 프레임워크 외부로 서비스가 되어야할 부분과

내부적으로 각각의 구성요소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상호연관



되는 부분을 고려하여야하며 모든 요소가 공통적으로 수행,

해야할 부분에 각 요소들은 허브형태로 통합되며 외부적으,

로는 내부의 상세한 설계와 구현은 외부 서비스 인터페이스

로 감추고 다음 그림 과 같이 프레임워크를 구성할 수( 15)

있다.

Multim edia Editor Framework

D yn am ic Im ag e

E dito r
Im a ge E d itor

A ud io E d itor T e xt E dito r

File  Manager

Project Manager

Inner Serv ice

Out Serv ice

Interoperation Module

그림 프레임워크 구성( 15)

프로토타입 및 평가4.

프로토타입4.1

개발될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는 공통된 작업 공간에서

각각의 멀티미디어 요소를 편집할 수 있으며 동영상은 편,

집을 위한 창과 미리보는 창의 기능 차이는 없다 소스창과.

캡쳐창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전,

체 진행사항과 제어를 위한 툴은 각각의 멀티미디어에 관련

된 탭창에 위치한다 다음 그림 은 전체 프레임워크와 동. ( 16)

영상 파일을 위치시킨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멀티미디어 편집 프레임워크의 프로토타입( 16)

평가4.2

본 절에서는 도메인 분석의 대상이 된 기존의 멀티미디

어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구성된 프레임워크와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 표 과 같이 평가한다< 1> .

표 다른 시스템과의 비교< 1>

툴

구분
VicoMpeg Ifilmedit

Adobe

premiere

멀티미디어

편집프레임워크

용 도
동영상

캡쳐용

동영상

편집용

동영상

편집용

멀티미디어

편 집 용

캡 쳐

가 능 성

비디오카드 유일  일부 제한 -

오디오별도 ○ × ○ ○

비디오별도 ○ × ○ ○

정지화상 ○ × ○ ○

동영상 ○ × ○ ○

동 영 상

편 집

일반편집 × ○ ○ ○

특수편집 × × ○ ×

시스템 구성 단순 단순 복잡 단순

사용자 인터페이스 단순 단순 복잡 단순

재사용 단위 도구 도구 도구 프레임워크

개발시간 장 장 장 중

기존의 멀티미디어 편집 시스템은 동영상 편집과 관련하

여 비교해 보았을 때 캡쳐부분과 편집이 서로 다른 프로그

램내에서 이루어지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

하는 프레임워크는 두가지 작업을 모두 한 개의 애플리케이

션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향후 과제로 제시할.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의 재생과 편집 또한 이 통합 프레, , ,

임워크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사용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복잡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편집 중 동영상의 캡쳐와 편집 프레임,

워크는 모델에 기반한 절차로서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시스,

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을 이용하여 분석 설UML ,

계 모델을 만든다 또한 체계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에 보다

더 향상된 유지보수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유사한 시스템,

개발에 본 프레임워크를 재사용 할 수 있다.

결론 및 향후연구5.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편집에 있어서 관련된 주요 기능,

들이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실행되도록 되어있기 때

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핸들

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멀티미디어. ,

관련 툴이나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수준을 고려해보았을

때 상당히 복잡하거나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 활용상의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멀티미디

어 편집 툴의 개발을 목표로 우선 연구범위를 동영상의 캡

쳐와 편집으로 제한하고 지금까지의 사례를 모델링하고 이, ,

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영상 캡쳐와 편집을 위

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애플리케.

이션 내에서의 동영상 캡쳐와 편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완전히 분리된 작업으로 인해 매우 복잡하였으나 본 논문,

에서는 두 작업 사이의 공통적인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단순

화시킴으로서 애플리케이션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사용의,

용이성과 이식성을 가질 수 있다 향후 오디오 이미지 텍. , ,

스트의 편집기를 추가하여 멀티미디어 편집과 관련된 대부

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멀티미디어 통합 프레

임워크 개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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