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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비디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은 부분 간단한 간격을 기반으로한 계와 연산을 지원하는 

모델을 이용하 다. 비디오 모델에서 시간을 지원하고 객체와 시간의 다양한 연산을 제공하며 효율

인 검색과 라우징을 지원하는 비디오 데이터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 비디오 모델은 객체 지향 개

념을 기반으로 한 모델로서 비디오의 논리 인 스키마, 객체의 속성과 연산 계, 그리고 상속과 주석

을 이용한 메타데이터 설계를 통하여 비디오 데이터에 한 체 인 모델 구조를 제시하 다. 그리고 

 시간과 시간 간격을 정의하여 시간의 개념을 객체 지향 기반 모델에 부여함으로서 시간 변화에 따

른 비디오 정보를 보다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1. 서론

  시간지원 개체- 계 모델[1]은 이력 사항을 분석

하는데 이용하는 모델로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

이터베이스를 모델링하기 하여 개체 사이의 계

와 속성 등에 련된 이력사항을 이용한다. 일반

으로 시간지원 계형 모델[2]과 시간지원 객체지향 

모델[3]이 시간지원 데이터베이스의 논리  스키마

를 설계하기 한 모델로 주로 사용된다. 시간지원 

계형 모델은 개체나 개체들간의 계를 독립 인 

릴 이션으로 표 하는 모델이고 시간지원 객체지향 

모델은 계의 객체 상태와 행 를 클래스로 표 하

는 모델인데, 계의 상태와 행 는 시간지원 객체

지향 모델이 보다 효율 으로 표 한다[4].

  비디오 데이터베이스에서 시간은 동 으로 변하는 

데이터에 시간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질의를 통한 

검색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있다. OVID[5], 

VideoStar[6] 등 부분의 모델들이 시간 계로써 

간격을 사용하 으나 간격의 정의가 미흡하고, 간격 

연산 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 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데이터의 시간 속성과 연산

을 정의하고 교양비디오에 필요한 시간 간격과 계 

 시 에 한 시간 속성을 정의하여 비디오 데이

터를 효율 으로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한 객체 지향 모델을 기반으로한 스키

마(schema)를 정의하고 클러스터와 롤을 사용하여 

동 인 비디오 리 기반을 마련한다. 스키마는 의

미 있는 비디오 단 에 하여 객체와 클래스, 시간 

속성, 그리고 비디오에 필요한 다양한 속성들을 정

의하도록 한다.

2. 본론

  2.1 시간개체

물리  시간 개체의 선택은  시간과 시간 간격

으로 표 한다. 시간은 부분의 시스템들이 사용

하는 방법으로 가장 기본 인 시간을 표 하기 해

서 시간을 하나의 으로 표 하며 시간간격은 연속

 시간을 주로 처리해야 하는 스 쥴링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기본 인 시간 개체는 

시간 간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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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디오 모델 구조

물리  구조인 Video_Source 클래스의 한 객체는 

여러 가지 시간 계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형식으

로 표 될 수 있다. Temporal 클래스의 객체에서 

생성되는 시간 계성은 Explorer 클래스의 스키마 

정보를 이용하여 정의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복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 성을 갖

게 해주며 물리  장 공간을 보다 효율 으로 사

용 가능하게 해 다. (그림 1)은 개념  객체와 클래

스 구조 모델로써, 시스템의 체  개념 모델을 보

여주고 있다. 최상  클래스로 Video_Object가 있으

며, 서  클래스로써 Video_Source, Explorer, 그리

고 Temporal이 있다. 여기에서 물리  구조와 논리

 구조의 상호 연  계를 나타내기 하여 화살

표를 사용하여 동 인 클러스터링을 표시하 다.

(그림 1) 객체와 클래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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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사

용하도록 한다.

CLASS <클래스 이름>

 {     SUPER <수퍼 클래스> 

       { (ts <시작 시간>

         te <종료 시간>)

         (<속성 리스트>) }

       METHOD <인스턴스 메소드> 

 }

2.3 교양 비디오의 스키마

교양 비디오의 논리  구조를 정의하기 한 교양 

비디오 역의 클래스 구조는 (그림 2)와 같이 나타

낸다. 교양 비디오는 사건, 즉 이벤트에 해당하는 내

용과 비-이벤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

리고, 교양비디오는 방송을 실시한 일자와 지역에 

따라 단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그림 2) 교양 비디오 역의 클래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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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Explorer 클래스의 Ts와 Te는 교양 

비디오의 실제 내용에 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을 나타내고, Event_c는 발생한 이벤트의 수를 나타

낸다. Date는 방송을 실시한 년, 월, 일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타임스탬  정보로 활용하도록 한다. 

Event 클래스에서 Evt_name은 이벤트의 이름을 

나타내고,  Key_frame은 이벤트를 표 으로 표

하기 하여 하나의 장면에 한 표 임을 나

타내는 임 번호를 설정하여 검색의 참조 계로

써 작용하게 된다. Annot는 구성 계의 클래스와 

연 되어 이벤트 제목, 키워드, 자막  행  정보를 

설명한다. Duration은 이벤트의 총 시간을 나타낸다. 

Sseg 클래스는 교양 비디오에서 하나의 이벤트 

장면을 구성하기 한 다양한 샷들로 구성되는 일정

한 의미와 구성 계를 갖는다. 여기에서 Sub_annot

는 이벤트를 구성하는 세부 인 행 들에 한 묘사

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세부 이벤트 제목, 자막  

행  정보, 그리고 키워드 등이 묘사된다.

2.4 물리  비디오 모델링

스트림 간격은 물리  구조 단 와 논리  구조인 

메타데이터와 연결되기 한 개념으로써 데이터 모

델에서 심 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스트림 간격이

란 비디오 스트림에서 의미 단 를 나타내는 연속

인 임들의 간격이다.

그림 3에서는 비디오 데이터의 물리  장 계

를 나타내기 하여 비디오 소스에 한 상호 구조

인 연  계를 E-R 다이어그램으로 표 하고 있

다. 비디오 데이터의 구조화, 공유, 그리고 재사용을 

하여 비디오 모델을 구조 이고, 체계 으로 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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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디오 소스의 E-R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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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데이터베이스에서 비디오의 물리  장 

구조를 나타내기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한

다.

【정의 1】 스트림 간격(SI)은 비디오 스트림(VS)

의 연속 인 부분들로 구성된다. 이를 식으로 표

하면,

SI＝(oid, VS_ref, Ts, Te)일때, Ts≤Te ∧∃VS 

∈ SI_set (VS_ref＝VS ∧ VS.Ts≤Ts ∧ 

VS.Te≥Te)

스트림 간격은 스트림 간격 집합의 요소이며, 각

각은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의 시간 단 로 표시된다. 

VS_ref는 스트림 간격이 나타내는 비디오 스트림의 

부분에 한 참조를 나타낸다.

【정의 2】비디오 스트림(VS)을 트랙(Track)이라

는 매체의 기록 집합을 나타내는 속성과 연 시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VS＝(oid, Ts, Te, Track)일때, Ts≤Te, ∃VS ∈ 

VS_set (VS.Track ∈ VS.Tracks)

여기에서 VS.Track은 비디오 스트림이 매체에 

장된 형태로 표시된 것이며, VS.Tracks는 VS.Track

의 집합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각 단  구조를 갖는 

비디오 스트림들은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의 범 를 

갖는다.

【정의 3】비디오 단 를 구성하는 sequence, 

scene, shot, 그리고 frame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VU ＝ (oid, Type, a1, a2, … , am, Si_ref)일 때, 

Si_ref ∈ Si_set ∧ VS ∈ VS_set 

(Si_ref.VS_ref＝VS)∧ Type ∈ {sequence, 

scene, shot, frame} ∧ a1,‧‧‧, am

비디오를 구성하는 각 단 는 스트림 간격의 집합

에 포함되며, 네 개의 단  하나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단 별 속성들을 가질 수 있다.

2.5 시간 모델

Temporal 클래스에서는 집합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비디오 데이터들 간의 시간 계를 표 하

다. 이를 나타내기 하여 다음과 같이 Temporal 

클래스를 정의하도록 한다.

CLASS Temporal

{ attr_list : set of

          (name : string,

          duration : integer,

          set_info : set_type)

  time_info : set of

          (first : set of string,

          last : set of string) }

2.6 비디오 데이터의 연산

스트림 간격은 비디오 스트림의 연속 인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결국 스트림 간격의 크기는 시작

시간과 끝 시간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스트림 간격

의 집합은 결국 시간 값들의 집합으로 표 된다. 따

라서 스트림 간격에 한 연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여 용하도록 한다.

【정의 4】스트림 간격 교집합은 두 개의 스트림 

간격이 교차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스트림 간격을 되

돌려 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c.vs_ref＝a.vs_ref∧(c.Ts＝max(a.Ts,b.Ts))∧(c.T

e＝min(a.Te, b.Te))

스트림 간격 교집합의 제로는 여러 회차의 식사 

장면이나 만드는 장면들을 모두 보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정의 5】스트림 간격 합집합은 두 개의 스트림 

간격에서 하나의 스트림 간격과 나머지 스트림 간격

을 병합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c.vs_ref＝a.vs_ref∧(c.Ts＝min(a.Ts, b.Ts))∧

(c.Te＝max(a.Te, b.Te))

스트림 간격 합집합의 제로는 어떤 회차의 개요

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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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질의와 검색

(1) 질의 1

“VJ특공 의 2004년 12월 10일부터 2004년 12월 

24일까지 방 된 식사 장면을 검색하시오.”이며, 

<SQL 문>은

SELECT  식사 장면 키 임

FROM    explorer_video

WHERE (date Between “2004/12/10” AND 

“2004/12/24”) AND sub_keyword=“식사”

(그림 4) 질의 1의 검색 결과 라우징

질의1에서는 날짜를 기 으로 “2004/12/10” - 

“2004/12/24”까지의 시간 간격과 이벤트를 이용하여 

질의를 수행하 다.

(2) 질의 2

“2004년 12월 24일 방 된 VJ특공 의 15분 이후

의 내용을 검색하시오.”이며, <SQL 문>은

SELECT  15분 이후 시

FROM   explorer_video

WHERE date=“2004/12/24” AND time=“10:5” 

AND string=“last”

(그림 5) 질의 2의 검색 결과 라우징

질의2에서는 날짜 정보 “2004/12/24”과 시간 정보 

15분(“10:5”) 그리고 시  정보 이후(“last”)를 이용

하여 질의를 수행하 다.

3. 결론

기존의 비디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은 부분 

간단한 간격을 기반으로한 계와 연산을 지원하는 

모델을 이용하 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 지원 교양

비디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비디

오 모델을 제안하 다. 비디오 모델은 객체 지향 개

념을 기반으로 한 모델로서 비디오의 논리 인 스키

마, 객체의 속성과 연산 계, 그리고 상속과 주석을 

이용한 메타데이터 설계를 통하여 비디오 데이터에 

한 체 인 모델 구조를 제시하 다. 한  시

간과 시간 간격을 정의하여 시간의 개념을 객체 지

향 기반 모델에 부여함으로서 시간 변화에 따른 비

디오 정보를 보다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간지원 비디오 모델링

은 체 인 로토타입의 구 과 비디오 데이터의 

정형화를 통한 스키마 정의와 비디오 데이터에 시간 

개념을 용하여 비디오 데이터베이스에서 객체, 

계, 연산 등에 한 유연성을 제공하 고, 다양한 비

디오 분야의 모델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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