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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디오 분할의 목 은 같은 내용들을 가지는 임들의 순서를 표 하는 각 샷의 비디오 순서 분할

을 한 것이다. 그리고 색인에 한 각 샷으로부터 키 임을 선택한다. 존재하는 비디오 분할 방

법들은 2가지 그룹들로 분류될 수 있다. 먼  경계값이 할당되어야만 하는 샷 환 검출(SCD) 근과  

클러스터 수의 사  지식이 요구되는 클러스터 근이다. 본 논문에서는 컬러-χ
2 명도 히스토그램 기

반 FCM(fuzzy c-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비디오 분할 방법을 제안하 다. 이 알고리

즘은 앞에서 기술한 2가지 근의 혼합이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근들의 결 을 극복하도록 설계

되었다. 실험 결과들은 컬러-χ
2 명도 히스토그램 기반 FCM 클러스링 알고리즘이 강건하고 비디오 시

스들의 다양한 형태들에 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

1. 서론

   데이터의 클러스터링 방법에 있어서 많은 연구가

들의 심을 끌어 온 것 에 하나가 데이터의 비선

형 클러스터링 방법이다[1-2]. 이는 패턴인식, 자동

제어  상처리 등의 많은 분야에 응용되어 왔으

며[3], 정보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그 요성이 더하

여지고 있다.

비디오 분할(video segmentation)은 비디오 질의 

시스템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이다. 여기에서의 목

은 각 샷이 같은 내용을 가지는 임들의 순서

를 표 하는 샷들에 비디오 시 스 분할이다. 

샷들의 정확한 수를 찾고, 각 샷으로부터 키 

임(key frame)들의 최  집합을 선택하기 해서, 

비디오 분할 기술은 올바른 샷 환 검출을 해야만 

한다. 존재하는 비디오 분할 방법들은 2가지 그룹들

로 분류될 수 있는데, 경계값이 할당되어야만 하는 

샷 환 검출(Shot Change Detection) 근과  클러

스터 수의 사  지식이 요구되는 클러스터 근이

다. 샷 환 검출 근의 요한 문제는 샷 환 검

출의 실행을 결정하는 정확한 경계값을 구체화하기 

어렵다. 클러스터 근에서는 클러스터의 올바른 수

를 찾기가 어렵다. 한 다른 클러스터링은 완 히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을 

개선하고자 컬러-χ2  명도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fuzzy c-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하이

리드(hybrid) 형태의 장면 환 검출을 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련연구들을 나타냈으며, 3장에서는 

제안된 장면 환 검출 방법을, 4장에서는 입력비디

오 시 스를 이용한 실험결과를, 5장에서는 이 논문

의 결론과 향후 방향에 하여 나타낸다.

2. 련연구

  일반 으로 클러스터링 기술[4]은 이 에 할당된 

규범에 따라 조직되고 분류된다. K-means과 fuzzy 

c-means 클러스터링은 가장 주목할만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다.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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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나의 클러스터에 하나를 할당하는 샘 이다. 

그러나 fuzzy c-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퍼지 

분할이 만들어진 각 클러스터에 한 소속 함수를 

할당하는 샘 이다.

2.1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Hanjalic 과 Zhang[5]은 비디오 시 스의 모든 

임들, 클러스터 유효성 분석을 한 리되지 않

은 차를 사용하여 가장 한 클러스터링 선택을 

고르는 부분 인 클러스터링 기술[6, 8]을 용하

다. 

K-means 알고리즘에서는 용하려는 데이터인 

각 개체들을 벡터로 표 하고 각 개체들 사이의 

Euclidean norm을 나타내고, 두 벡터 차이로 정의된

다. 체 인 알고리즘은 기화 단계, 개체분산단

계, 새로운 클러스터의 심단계로 나 어 볼 수 있

다. 측된 n차원 데이터의 체 데이터의 개수를 N

이라 가정한다.

첫째, 기화 단계에서는 생성할 클러스터의 개수 

K를 정하고, 각 클러스터에 한 기값은 특별한 

조건 없이 체 데이터 {Z1, Z2, ...,Zk} ⊆ Si, 

i=1,2,..,N 에서 임의로 선택한다.

둘째, 개체분산 단계에서는 각 개체들과 각 클러

스터의 심과의 유클리디안 거리(J)를 구하고, 이때 

개체들은 계산된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는 클러스터

에 속하게 된다. 여기에서 계산된 거리는 개체간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나타낸다. 개체들 간의 거리는 

일반 으로 유클리디안 거리측정 방법을 사용한다.

세 번째 단계는 이  단계에서 새롭게 구성된 개

체들을 가지고, 변화된 클러스터의 심을 식(1)과 

같이 계산된다.

KlNiCx
N

newz li
l

l ,..,1,,..,1)(1)( ==∈= ∑ (1)

여기에서, Nl는 각 클러스터에 새롭게 구성된 총 

개체의 수를 나타내고, xi∈Cl는 l번째 클러스터에 

속한 개체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클러스터의 심값 

Zl(new)이 반복 으로 갱신되는데 그러한 반복에 

한 횟수와 체 수렴성에 한 조건이 최종 알고리

즘의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K-means 알고리즘의 수렴여부에 해서는 더 이

상 각 클러스터의 심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 때 종

료되는데, 만일 클러스터의 심에 변화가 생겼다면 

두 번째 단계로 피드백되어 반복된다.

2.2 fuzzy c-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Joshi 등 [7]은 단지 진 인 장면 환과 함께 

짧은 비디오 시 스에 퍼지 클러스터링을 용하

다. 각 샷에 해, 심 임들은 키 임들로써 

선택된다.

기본 으로는 fuzzy c-means 알고리즘은 데이터 

집합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하여 각각의 클러스

터를 분할하는 K-means 클러스터링과 유사하다. 다

만, 차이 은 데이터 개체들이 각 클러스터에 소속

하는지(0 는 1)에 한 정보가 아니라, 각 클러스

터에 소속하는 정도(0과 1사이의 실수)를 분할 행렬

(U)로 표시한다는 과 기 심을 지정할 때 임의

로 만들어  기분할 행렬을 가지고, 체 데이터 

분포의 간 정도에 기 심을 설정한다는 이

다. 각 클러스터에 한 소속의 정도를 나타내고, 분

할 행렬(U)을 이루는 원소로서 그 체의 합은 1이 

된다.

fuzzy c-means는 분할 행렬을 가지고 심을 계

산한다. 분할 행렬 갱신단계에서는 각 클러스터의 

심값과 데이터 개체들과의 거리계산에서 가 치 

역할을 하는 소속의 정도 값을 새롭게 바꾸어 다. 

소속도의 정도가 바뀜에 따라 기존의 분할행렬이 갱

신되어진다. 일반 으로 fuzzy c-means의 수렴여부

는 두 번째 단계에서 구한 유클리디안 거리와 소속

도의 정도(분할 행렬)를 가지고 목 함수(J)를 계산

하는데, 목 함수는 체 오차를 의미하고, 클러스터

의 심이 변화됨에 따라, 차 감소하여 수렴하게 

된다.

체 알고리즘은 식(2)와 같이 기존의 목 함수

와 갱신된 새로운 목 함수의 차(εiter)가 지정된 임

계치(εmin)보다 작으면 반복과정을 끝내면서 종료된

다. 여기에서 iter은 알고리즘의 반복회수를 의미한다.

Endthenif

newJnowJ

iter

iter

min

,)()(

εε

ε

≤

=−
(2)

3. 제안된 장면 환 검출 방법

제안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샷 환 검출 알고

리즘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혼합이다. 모든 모호

한 임들을 포함하는 추가 인 클러스터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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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단계는 특징추출단계, 클러

스터링 단계, 키 임 추출단계로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장면 환 검출을 한 특징추출을 

하여 식(3)과 같은 컬러-χ2  명도 히스토그램 차이 

값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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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각 임은 식(3)에서 보여  컬러-

χ2  명도 히스토그램 차이를 사용하여 이  임과 

비교된다. 임 차이 은 특징들로써 추출된다.

클러스터링 단계에서 퍼지 c-means 알고리즘은 

샷 환(SC) 클러스터,  짐작된 샷 환(SSC)  클

러스터, 샷 환이 없는(NSC) 클러스터인 3가지 클

러스터들로 특징추출단계에서 그룹 임 차이 들

을 획득하여 사용된다. SSC는 샷 환이 검출되기 

어려운 모든 임들을 포함하는 단계에서 제안된

다. 

키 임 추출단계에서, 샷 환 임들은 SC

와 SSC로부터 먼  식별된다. 그리고 샷들의 비디

오 순서 분할에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키 임들

로써 선택된 각 샷의 심 임이다.

SC안의 모든 두 연속 인 임 SC(i)와 

SC(i+1)마다 모든 SSC 임들, SSC(k) k=j, 

j+1,....,j+n-1은 SC(i)와 SC(i+1)에 포함된 SSC 

임들에 해 검사된다. SSC(k)는 만약 히스토그램 

차이가 아래 식을 만족한다면 샷 환 임으로 

선언된다.

1))]H_SC(i(H_SC(i)*[0.5*paramSSC(k)H ++≥− (4)

H_SSC(k)는 SSC(k)의 히스토그램 차이, H_SC(i)

는 SC(i)의 히스토그램 차이, H_SC(i+1)는 SC(i+1)

의 히스토그램 차이를 표 한 것이고, param은 가

지수이다.  샷 환이 두 연속 인 임들 사이에

서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SSC(k) 임들이 식(4)

를 만족하는 히스토그램 차이 일지라도 버린다. 식

(4)에서는 param에 0.5를 할당한다. 사실상 param에 

한 상수 신에 퍼지 수를 사용한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의 실험은 펜티엄 Ⅳ 2.8GHz, Windows 

2000 Server 환경에서 Visual C++ 6.0 언어로 로

그래  하 으며, 비디오 자료는 샘  비디오 데이

터로 AVI 형태의 비디오를 당 30 임을 실험 

데이터로 캡쳐하여, 임 크기를 320X240으로 정

규화하여,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실험하 다. 

체 인 구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  과정

특 징 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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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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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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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비디오 샘 의 시 스를 입력으로 클러

스터링된 결과이다. 이결과는 컬러-χ2  명도 히스토

그램 차이를 사용하여 이  임과 비교하여 특징

들을 추출한 후 그룹 임 차이 들을 획득하여, 

샷 환(SC) 클러스터, 짐작된 샷 환(SSC) 클러

스터, 샷 환이 없는(NSC) 클러스터인 3가지 클러

스터들로 분류한다.

(그림 2) 클러스터링

SC
클러스터

SSC
클러스터

NSC
클러스터

SC
클러스터

SSC
클러스터

NSC
클러스터

(그림 3)은 장면 환 검출 결과이다. 이 결과는 

샷 환 임(SCFs)들로써 SC에 모든 임들

을 이블(label)한 후, 경험 으로 사용된 SSC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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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로부터 가능한 SCFs를 선택한다. 그리고 획

득된 SCFs에 따른 샷에 비디오 시 스 분할한다.

(그림 3) 장면 환 검출

KF00 KF09 KF10 KF20 KF37 KF43 KF56 KF57

KF60 KF81 KF84 KF105 KF108 KF137 KF144 KF159

KF164 KF167

KF00 KF09 KF10 KF20 KF37 KF43 KF56 KF57

KF60 KF81 KF84 KF105 KF108 KF137 KF144 KF159

KF164 KF167

제안된 컬러-χ
2
 명도 히스토그램기반 퍼지 

c-means 하이 리드 검출방법을 이용한 장면 환 

검출 방법의 성능평가는 추출된 키 임 수와 추

출 정확률을 측정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컬러-χ
2
 명

도 히스토그램기반  하이 리드 검출방법과 컬러-χ2 

명도 히스토그램기반 퍼지 c-means 하이 리드 검

출방법의 성능을 비교 평가한다. 수행 결과로써 검

출된 키 임들의 수를 <표 1>과 같이 제시하

다.

<표 1> 장면 환 검출 성능평가 결과

82.84.023.0히스토그램 하이브리드
평 균

90.0220퍼지 c-means 하이브리드

91.3223퍼지 c-means 하이브리드

89.5219퍼지 c-means 하이브리드

비디오 2
80.0525히스토그램 하이브리드

비디오 1
85.7321히스토그램 하이브리드

비디오 3
82.6423히스토그램 하이브리드

90.32.020.7퍼지 c-means 하이브리드

추출

정확률(%)

오류

프레임수

검출된

키프레임수
검출방법구분

82.84.023.0히스토그램 하이브리드
평 균

90.0220퍼지 c-means 하이브리드

91.3223퍼지 c-means 하이브리드

89.5219퍼지 c-means 하이브리드

비디오 2
80.0525히스토그램 하이브리드

비디오 1
85.7321히스토그램 하이브리드

비디오 3
82.6423히스토그램 하이브리드

90.32.020.7퍼지 c-means 하이브리드

추출

정확률(%)

오류

프레임수

검출된

키프레임수
검출방법구분

검출된 샷들의 수를 비교하면 제안된 컬러-χ
2
 명

도 히스토그램기반 퍼지 c-means을 이용한 하이

리드 방법은 검출된 샷의 수가 고, 잘못 검출된 

샷의 수도 가장 으며, 추출 정확률도 가장 높기 

때문에 컬러-χ2 명도 히스토그램과 하이 리드 방법

을 이용하여 검출하는 방법보다 컬러-χ2  명도 히스

토그램기반 퍼지 c-means을 이용한 하이 리드 방

법의 장면 환 검출 성능이 우수함을 입증하고 있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시 스로부터 키 임 선

택에 한 컬러-χ
2
 명도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fuzzy 

c-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평균 

90.3%의 추출 정확률로 컬러-χ2  명도 히스토그램을 

기반 하이 리드 검출 방법을 이용한 검출 결과 

82.8%보다 검출 결과를 개선하 다. 결과 으로 

fuzzy c-means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하이 리드 형

태의 장면 환 검출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정확

한 비디오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 다.

향후 연구 방향은 압축된 비디오 시 스들의 특징 

추출 방법을 확장해야하고, 비디오 질의 시스템을 

만들기 해 제안된 컬러-χ
2
 명도 히스토그램을 이

용한 fuzzy c-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결합된 

비디오 색인 방법을 개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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