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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MPEG 의 멀티미디어 응용 표준인 MAF(Multimedia Application Format)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비디오 콘텐츠의 검색 및 활용을 위한 통합 미디어 구조, 즉 비디오 MAF 를 제안한다. 제
안하는 비디오 MAF 는 ISO 미디어 포맷을 기반으로 하고 단일의 비주얼 스트림과 다중 음성을 지원

하기 위한 다수의 오디오 스트림, 내용기반의 정보를 포함하는 메타데이터, 그리고 비디오 콘텐츠의 
대표 이미지를 동시에 포함하는 구조이다. 제안하는 파일포맷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디오 
MAF 로 생성 및 해석할 수 있는 부호기(encoder)와 복호기(decoder)를 설계하고 구현하여, 통합 미디

어에 내재된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효율적인 검색과 멀티트랙의 오디오 스트림을 활용한 다중 음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재된 대표이미지는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브라우징이 효
과적으로 활용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최근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와 같은 휴대용 
멀티미디어 단말의 보급화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증대로 인해 사용자들은 다수의 미디어 콘텐츠를 시
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소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저장된 콘텐츠의 양의 증대와 함께 저장매체로부터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접근 및 관리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디

오 콘텐츠와 내용기반의 정보들을 포함하는 메타데이

터를 단일의 통합 미디어로서 활용하는 방법이 고려

될 수 있다. 
현재, MPEG-A(MPEG-Application: ISO/IEC 23000)에서

는 이러한 통합 미디어에 대한 표준화 활동이 진행 
중이다. 새롭게 표준화가 진행중인 멀티미디어 응용 
형식(Multimedia Application Format, MAF)은 MPEG-
1,2,4,7,21 과 같은 MPEG 의 표준들뿐만 아니라, JPEG
과 같은 비 MPEG 표준들을 포함하여 상호 호환성 있
도록 조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표준화가 완성된 

MAF 를 활용하여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응용 서비

스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표준 요소들을 선택하고, 적
절하게 조합하는 노력을 줄임으로써 급변하는 산업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MPEG 표준의 활용가치를 증
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1].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비디오 브라우징과 검색을

위해, 비주얼 스트림과 다중의 오디오 스트림, 비디오 
콘텐츠의 대표 이미지, 내용기반의 정보인 MPEG-7 
MDS 메타데이터를 동시에 포함하는 비디오 MAF 의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생성 및 해석할 수 있는 부호

기 및 비디오 MAF 기반 검색 시스템을 개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관련연구

에 대해서 서술하고, 3 장에서 비디오 MAF 의 구성요

소, 4 장에서 부호화와 복호화 과정을 설명한다. 5 장에

서는 부호기와 복호기의 구현을 통해 통합 미디어의 
유용성을 입증하고, 마지막으로 6 장에서는 결론 및 향
후 연구 과제를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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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MPEG-A 의 하부 그룹인 3on4(Music Player 
Application Format: ISO/IEC 23000-2)는 기존의 MP3 와 
MPEG-7 MDS(Multimedia Description Scheme)의 내용기

반 정보,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JPEG 영상을 추가하여 
하나의 통합미디어를 구성한다. 이러한 통합미디어는 
음악을 듣는 동시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거나 앨범 
재킷과 같은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미디어로서 최근 
일차적인 표준화가 완료되었다[2].  

Jon4(Photo MAF Player: ISO/IEC 23000-3)는 내재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진들의 그룹화 또는 유사한 
사진의 검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JPEG 데이터에 
MPEG-7 Visual, MDS 등의 메타데이터를 통합된 미디

어로 구성하는 표준화로서 최근 작업표준안(Working 
Draft, WD)이 작성된 단계에 있다[3]. 

표준화가 시작 단계인 비디오 MAF 는 다양한 멀티

미디어 단말간에 비디오 코딩 및 저작권 보호 관리와 
관련되는 구성요소들의 상호 호환성을 위한 통합미디

어를 정의한다. 비디오 MAF 의 통합미디어는 콘텐츠

에 대한 내용기반 정보인 메타데이터와 단일 비주얼 
스트림에 대한 다중 언어를 지원하는 다수의 오디오 
스트림, 그리고 비디오 콘텐츠를 대표하는 이미지 등
의 구성요소들로 구성된다[4].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MAF 에 요구되는 구성요소

들을 포함하는 통합 미디어의 구조를 제안한다.  
 

3. 통합미디어의 구조 및 구성요소 

3.1 통합미디어의 구조 

그림 1 은 비디오 MAF 를 위한 ISO 미디어 파일포

맷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미디어의 구조를 나타낸다. 
ISO 미디어 파일포맷은 미디어 리소스를 저장하기 위
한 미디어 데이터 아톰(Media Data Atom : mdat Atom)과 
이를 해당 미디어 리소스의 위치와 이를 재생하기 위
한 재생 정보 등을 저장하는 무브 아톰(moov Atom)으
등의 객체 단위로 분리하여 저장하는 특징이 있으며 
MPEG-4, MPEG-21, MJ2K 파일 포맷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5][6]. 

 

(그림 1) 제안하는 통합 미디어 구조 

  
본 논문에서는 ISO 미디어 파일 포맷의 확장으로서 

MPEG-4 파일 포맷을 활용하였다. 비주얼 스트림을 위
한 단일 트랙과 다수의 오디오 스트림을 위한 다중 
트랙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트랙 내에는 미디어 아톰

(Media Atom)이 존재하여 미디어 데이터 아톰내에 저
장된 트랙이 가리키는 해당 비디오/오디오 스트림의 
접근 및 재생을 위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무브 아
톰에 존재하는 메타 아톰(meta Atom)은 아이템 식별자

(Item ID), 아이템의 오프셋/길이(offset/length) 정보를 
포함하여 미디어 데이터 아톰에 저장된 JPEG 데이터

에 접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디오 콘텐츠의 내용

기반 정보를 서술하기 위한 MPEG-7 메타데이터는 
XML 텍스트 또는 바이너리 형식으로 xml Atom 내에 
저장한다.  

 
3.2 통합미디어의 구성요소  

통합미디어의 구성요소로서 단일 비주얼 스트림과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구성된 다중 오디오 스트림을 

포함한다. 또한, 비디오 콘텐츠의 대표 이미지로서 

JPEG 데이터와 내용기반 정보로서 MPEG-7 MDS 메
타데이터를 활용한다.  

그림 2 는 MPEG-7 MDS 메타데이터[7]의 서술구조

에 유효하게 저작한 XML 의 예이다. 미디어 정보 및 
생성 서술구조(Media Information/Creation DS)는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타이틀(Title), 장르(Genre), 생성자

(Creator), 생성된 날짜(Date), 재생시간(Media Time), 통
합미디어가 지원하는 음성 언어(Language)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내용기반 정보를 서술하기 위한 의미적 서
술구조(Semantic DS)는 인물 정보 서술구조(Person DS)
를 포함하여 등장 인물에 대한 배역이름, 실제이름, 
인물에 대한 부가정보 등을 서술할 수 있도록 되어있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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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2) MPEG-7 MDS 메타데이터의 예  
(a)미디어 정보 및 생성 서술구조(Media Information/ 

Creation DS), (b)의미적 서술구조(Semantic DS) 
 

4. 통합미디어의 부호화 및 복호화 

4.1 부호화(Encoding) 

통합미디어를 생성하기 위한 부호화 과정은 그림 3 
(a)와 같다. 입력되는 비디오 콘텐츠로부터 키프레임

을 추출하여 이미지를 획득한다. 비디오 콘텐츠는 비
주얼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으로 분리되어 미디어데

이터 아톰내에 저장되고 해당하는 스트림에 대한 재
생정보는 트랙내에 미디어 아톰에 저장된다. 추출된 
이미지는 미디어 데이터 아톰에 저장되고 이미지에 
대한 재생 정보는 아이템 위치 및 아이템 정보 아톰

(iloc/iinf Atom)내에 오프셋/길이, 다수의 이미지를 저장

할 때 식별가능 하도록 하기 위한 아이템 식별자, 해
당 콘텐츠의 타입 정보(image/jpeg)등이 저장된다. XML 
형태의 MPEG-7 MDS 메타데이터는 메타 아톰내에 
xml Atom에 저장된다. 

 
4.2 복호화(Decoding) 

생성된 통합미디어는 그림 3 (b)와 같이 복호화 된
다. 비주얼 스트림과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오디오 
스트림은 각각의 트랙내에 존재하는 미디어 아톰내에 
샘플 테이블 아톰(Sample table Atom : stbl Atom)으로부

터 획득되는 정보에 의해 동기화가 이루어져서 재생

된다. 아이템 정보 아톰으로부터 해당 JPEG 데이터의 
아이템 식별자와 콘텐츠 타입 정보를 획득하고 아이

템 위지정보 아톰으로부터 오프셋/길이 정보가 가리키

는 미디어 데이터 아톰 내에 데이터를 추출하여 JPEG 
디코더를 통해서 이미지를 브라우징한다. xml Atom 내
에 존재하는 MPEG-7 MDS 메타데이터는 hdlr Atom으

로부터 MPEG-7 임을 가리키는 “mp7t” 정보를 획득한 
후, XML 파서에 의해 내용기반의 정보들이 추출되어 
사용자의 질의와 비교하여 검색 가능하게 한다. 

 

(a) 

(b) 
(그림 3) 통합미디어의 부호화 및 복호화 
(a)부호화(Encoding), (b)복호화(Decoding) 

 
5. 구현 및 고찰 

5.1 부호기 

그림 4 는 통합미디어를 생성하기 위해 구현된 비디

오 MAF 부호기로부터 부호화된 결과를 나타낸다. 기
본적으로 각각 단일의 비주얼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

림(한국어)으로 구성되어 있는 MPEG-4 파일과 추가하

고자 하는 오디오 스트림(영어)과 XML 파일의 MPEG-
7 MDS 메타데이터, 비디오 콘텐츠의 대표 이미지로서 
JPEG 파일을 입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콘텐츠

로부터 키프레임은 추출되었다고 가정하고 별도로 입
력한다. 부호화된 후에는 우측의 화면으로부터 생성된 
통합미디어의 부호화 정보를 통해 MPEG-4 파일 포맷

에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미디어의 구성요소들을 입력하고 부호화한 결

과,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MPEG-4 파일 포맷에 유효하

에 저장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영어와 한국어로 이루어

진 각각의 오디오 스트림은 미디어 아톰 내의 샘플 
테이블 아톰 정보로부터 비주얼 스트림과의 동기화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XML 을 포함하고 
JPEG 데이터의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메타 아톰은 무
브 아톰레벨에 존재하여 설계된 통합미디어의 구조에 
따라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비디오 MAF 부호기는 
GPAC Project 에서 제공하는 MPEG-4 Authoring tool(ver. 
GPAC v0.2.4)을 기반으로 구현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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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비디오 MAF 부호기의 인터페이스 
 

5.2 비디오 MAF 검색 시스템 

그림 5 (a)는 생성된 통합미디어를 복호화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구현된 비디오 MAF 기반 검색 시스템

을 나타낸다. 좌측에는 저장된 통합미디어의 리스트가 
표시되고 그림 5 (b)와 같이 비디오 콘텐츠의 타이틀

(Title), 장르(Genre), 등장인물(Actor), 생성자(Creator) 
정보에 의해 저장된 통합미디어들에 대한 사용자의 
질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용자가 원하는 질의

를 입력하면 검색 시스템은 통합미디어에 내재되어 
있는 메타데이터를 파싱하여 질의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검색 결과 리스트에 나타낸다. 검색 결과 리
스트에 존재하는 통합미디어를 선택하면 우측 하단부

에 내재된 메타데이터와 JPEG 데이터가 그림 5 (c)와 
같이 디스플레이 되어 비디오 콘텐츠를 재생하지 않
고도 충분한 해당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와 JPEG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디오 콘텐

츠에 관한 사전적인 정보를 획득한 후 범용적인 
MPEG-4 플레이어(Osmo4)를 통해서 통합미디어를 재
생할 때, 통합미디어 내의 다수의 오디오 스트림을 활
용할 수 있음을 그림 5(d)와 같이 확인하였다. 재생 
도중 오디오 스트림을 변경하였을 때 이미 각각의 오
디오 트랙의 미디어 아톰내에 샘플 테이블 아톰에 의
해 비주얼 스트림과의 동기화 정보를 획득하여 변경

후의 오디오 스트림도 비주얼 스트림과 동기화 되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디오 콘텐츠

에 대해서 다중음성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어학교육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 

 
(b) 

 
(c) (d) 

(그림 5) 비디오 MAF 검색 시스템  
(a) 검색시스템 인터페이스, (b) 검색모드, (c) 통합미

디어에 내재된 JPEG 데이터 디스플레이, (d) Osmo4 
MPEG-4 플레이어 

 
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MAF 에 대한 연구로서 비디

오 스트림과 다중트랙의 오디오 스트림, 내용기반의 
정보를 서술하는 메타데이터, 그리고 관련된 대표 이
미지를 동시에 포함하는 통합 미디어의 구조를 제안

하였다. 
제안된 통합미디어를 생성하는 부호기와 이를 해석

하는 복호기를 구현하여 효과적으로 통합미디어에 내
재된 MPEG-7 MDS 메타데이터에 의한 효율적인 검색

과 JPEG 데이터에 의한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브라우

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과제로서 비디오 MAF 에 내재되는 콘텐츠는 

음악 MAF 와 같이 콘텐츠에 대한 권리보호가 필요시 
될 것이므로 현재 구성된 비디오 MAF 에 대한 추가 
구성요소를 연구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비주얼 스트

림을 포함하여 다수의 비디오 콘텐츠들을 의미 있는 
정보에 의해 앨범화하여 통합미디어로 구성함으로써 
휴대용 단말간의 공유 및 전송이 용이하게 할 수 있
는 추가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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