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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텐츠 리 시스템의 주요한 데이터인 비디오 콘텐츠의 효율 인 장과 검색을 한 비디오 라우 의 성능

은 장면 환 검출의 성능에 따라 크게 의존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간의 평균 차분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장면

환 검출의 문제 인 진 인 장면 환 검출에 한 오검출과 미검출의 빈도를 이며,  기존의 히스토그램을 이

용한 장면 환 검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Performance of a video browser greatly depends on the performance of scene change detection for the efficient retrieval and storage of 

the video contents which are major data in a current contents management system.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cene change detection 

method using Mean Difference Histogram of each frame section which improves accuracy of scene change detection as well as reduces 

the frequency of miss detection and fault detection of gradual scene change which is one of critical problem of the conventional 

histogram-based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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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디지털 콘텐츠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에 한 수요와 공  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변화와 폭

발 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디오 콘텐츠의 효과 인 유

지, 리  공 을 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는 이러한 디지털 콘

텐츠를 생성, 변경, 리, 유지, 배포 기능을 제공함으로

써 콘텐츠 리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기 한 시

스템이고,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도 사후 리를 간편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e-biz의 기반 시스템으로 자리 잡

아 가고 있다[1]. CMS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콘텐츠 입

수, 동 상 콘텐츠 검색, 상  이미지 추출, 동 상 콘

텐츠 변환, 콘텐츠 아카이 , 외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CMS 작업 흐름도
Fig. 1 CMS Flow chart

본 논문은 비디오 콘텐츠를 상으로 장면 환 검출 

 표 상 추출에 련한 비디오 라우징에 한 새

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비디오 라우 는 상을 

각 장면 단 로 분할하고, 분할된 장면  해당 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장면을 검출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을 

장면 환 검출(Scene Change Detection)이라 한다. 장면 

환 검출은 비디오의 장면 변화가 발생하는 경계를 검

출하는 기술이며, 비디오 데이터를 효과 으로 리하

는 기반 기술로 사용되며 비디오 데이터의 분할, 색인, 

검색, 요약, 라우징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해서 필

수 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2]. 

장면 환 검출을 해서는 임의 특징을 나타내

는 특징 과 추출된 특성에 따라 변화 여부를 단하는 

임계값의 설정이 필요하다. 특징 을 추출하는 방법으

로 Nagasaka와 Tanaka[3]등이 제안한 화소 기반 방법은 

계산량이 고 구 이 간단하지만 카메라와 객체의 이

동과 동작, 명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 을 가지

고 있다. Tonomura와 Abe[4]의 히스토그램 기반 방법은 

일반 으로 계산량이 으면서도 비교  정확한 장면 

환 검출을 수행할 수 있지만 격한 밝기의 변화나 큰 

물체가 갑자기 등장하는 장면, 진 인 장면 환에서

는 오검출이 발생하게 된다. Kasturi와 Jain[5]등은 블록 

기반 방법을 제안하 지만 이는 블록 단  샘 링은 장

면 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지만 계산량을 증가시키

는 단 이 있다. 한 움직임 기반의 방법[6], 다  척도 

기반의 방법[7] 등이 연구되어 왔지만 장면 환 검출 성

능에 문제가 있거나 계산량의 증가로 인한 연산 속도의 

하 등의 문제가 있다.

한편 추출된 특징 은 임계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장

면 환 유무를 단한다. 임계값을 생성하는 방법도 다

양하게 연구되어 왔는데 실험  방법, 분석  방법, 응

 방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8∼10]. 실험  방

법은 고정된 수치를 임계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

 정의된 값을 임계값으로 설정하고 실험을 수행하여 

장면 환 검출 결과를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 의 검

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임계치의 값을 반복 으로 바꿔

줘야 하는 단 이 있다[8]. 분석  방법은 비디오 시 스 

체를 분석하여 그 결과로부터 임계값을 생성하는 방

법으로 최  임계값을 얻기 한 반복 실험이 필요 없으

며 비디오 시 스를 한번 검사하는 것으로 임계값을 설

정할 수 있지만 임계값을 얻기 한 별도의 과정과 시간

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는 환경에서

의 사용도 어렵고 임계값 역시 상에 종속 이게 된다

[9]. 마지막으로 응  방법은 기존의 방법의 단 을 개

선한 방법으로 기존 방법들은 하나의 임계값으로 장면 

환을 단하기 때문에 상 내의 외 인 변화에 

해 강인하지 못하고 임계값이 상에 종속 인 반면에 

응  방법은 비디오 시 스의 정보에 따라서 임계값

이 가변 으로 변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장면 환 검

출을 할 수 있다[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에서 언 한 단 을 최소화

하기 하여 계산량이 으면서 비교  정확한 장면 

환 검출에 용이한 히스토그램 기반의 방법을 이용하여 

특징값을 추출하 고 응 인 방법을 통하여 임계값

을 설정하 다. 하지만 기존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방법

의 문제 이던 진 인 장면 환에 한 오검출을 

이고, 진 인 장면 환에 해서도 검출률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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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장면 환 여부를 단하는 임계값은 탐색 구간

의 평균 특징값을 사용하 다. 한, 장면 환 으로 추

출된 인  임간의 특징값을 분석하여 오검출로 

단되는 임은 제거하여 검출 성능을 향상 시켰다. 마

지막으로 임계값 설정을 한 탐색 구간은 디졸 와 같

은 변화에 강인하게 하기 하여 동일한 장면(scene)의 

일부만을 사용하 다.

Ⅱ. 장면 전환의 종류와 차분 히스토그램

일반 인 비디오 콘텐츠의 장면 환은 진 인 장

면 환과 진 인 장면 환으로 나뉘게 된다. 진

인 장면 환은 가장 일반 인 장면 환의 유형으로 장

면이 바 는 부분의 변화가 명확하며 장면의 변화가 두 

장면의 복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 인 장면 환의 종류에는 페이드인/아웃(fade- 

in/out), 디졸 (dissolve), 와이 (wipe)등이 있다. 페이드

인 효과는 어두웠던 장면이 차 밝아지면서 장면이 

환되는 효과를 의미하고, 페이드아웃은 이와 반 로 밝

았던 장면이 차 어두워지면서 장면이 환되는 효과

를 나타낸다. 디졸  효과는 서로 다른 두 상이 겹쳐 

이  상의 밝기는  감소하는 동시에 다음 상의 

밝기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장면이 환되는 효과를 의

미하며 와이 는 상하, 좌우, 원형 등의 다양한 형상으로 

이  상을 어내고 다음 상이 등장하면서 장면을 

환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각 장면 환의 종류에 따른 차분 히스토그램을 보게 

되면 그림 2와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동 상

의 임을 의미하고 세로축은 인  임 사이의 차

분 히스토그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차분 히스토그

램은 서론에서 언 했던 임 사이의 변화 정도를 

단하는 특징값으로 사용 되었다.

그림 2와 같이 진 인 장면 환이 존재할 경우의 

임 사이의 특징값은 높게 나타나고, 장면 환이 일

어나지 않는 곳에서의 특징값은 거의 변화가 없이 낮은 

값으로 유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3은 

진 인 장면 환을 포함하는 동 상으로 장면 환 

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징값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 으로 진 인 장면 환은 

여러 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은 

평균 으로 높은 특징값을 보인다. 

그림 2. 진 인 장면 환의 차분 히스토그램
Fig. 2 Difference histogram of abrupt transition

그림 3. 진 인 장면 환의 차분 히스토그램
Fig. 3 Difference histogram of gradual transition

장면 환 검출을 해서는 서로 인 한 임 사이

의 특징값과 그 특징값에 따라 장면 환을 단하기 

한 임계값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징값 추출

을 하여 차분 히스토그램을 이용하 다. 히스토그램

은 상의 밝기나 컬러 정보의 확률 분포도이며 히스토

그램을 구성한 후 비교를 통해서 장면 환 여부를 결정

한다. 이는 상의 체 인 밝기의 분포를 악하는 

것으로 상 내에 물체나 카메라의 움직임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밝기 분포나 색상 분포는 거의 일정하다는 

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격한 밝

기의 변화나 큰 물체가 갑자기 등장하는 장면, 진

인 장면 환에서는 오검출이나 미검출이 발생하게 되

는 단 이 있다. 차분 히스토그램의 평균은 식 (1)과 같

이 정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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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는 i번째 임의 히스토그램 값

을 의미한다. 임계값은 식 (1)에서 추출된 특징값과의 

비교를 통해 장면 환의 유무를 단해주는 요소이다. 

임계값 설정은 일정 구간 동안의 DH의 평균을 이용한

다. 이 구간은 장면 환이 발생한 지 을 시작으로 다

음 장면 환이 발생하는 구간까지인데, 이때 장면 

환 시작 지 의 2 임은 참조 구간에서 제외한다. 이

는 장면 환이 발생한 뒤 얼마간은 이  장면이 오버랩

(overlap) 되어 정확한 장면 환 검출을 방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졸 와 같은 장면 환은 여러 임에 

걸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림 4와 같이 2∼3 임 

사이에 걸쳐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

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면 환 시 오검출 발생 확률을 

여 다.

그림 4. 진 인 특징을 띄는 진  변화
Fig. 4 Semi-abrupt transition 

그림 4에서 2∼3 임에 걸쳐 장면 환이 이루

어지는 진 인 특징을 띄는 진 인 장면 환을 

보여주고 있고, 식 (2)에서 임계값 설정 방법을 정의하

고 있다.



 


  





×          (2)

식 (2)에서 는 장면 환 검출을 진행 인 임, 

는 이 에 장면 환이 발생했던 임을 의미하고 

는 가 치를 나타낸다. 실제 가 치의 값을 분석해

보면 2.5에서 3.0을 심으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산 된 TH는 재 

임의 DH와 비교하여 DH가 더 큰 경우에 장면 환 검

출이 발생한 것으로 단한다.

Ⅲ. 구간의 평균 차분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장면 전환 검출 알고리즘

평균 차분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방법으로 장면 환 

검출을 하게 되면 진 인 장면 환으로 인한 오검출

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이기 하여 진 인 장면 

환에서의 특징값 변화를 이용한다. 진 인 장면 

환 구간에서는 한 임에서만 특징값이 높게 나타나

지 않고 여러 임에서 체 으로 특징값이 높게 나

타난다. 따라서 장면 환이 발생한 후 다음 장면 환이 

발생하기 까지 구간의 평균 특징값이 재까지 추출

된 특징값의 평균보다 크게 되면 그 구간은 페이드나 디

졸 와 같은 진 인 장면 환으로 단하게 되고, 그 

구간에서 가장 높은 특징값을 나타내는 임 하나만

을 장면 환 임으로 검출하게 된다. 그림 5에서 제

안하는 방법의 차와 그 단계를 나타내었다.

단계 1: 식 (1)을 이용하여 특징값을 추출하고 그 특징

값을  시킨다.

단계 2 : 임계값이 되는 된 특징값의 평균과 재 

임의 특징값을 비교한다. 임계값이 특징값 보다 크

게 되면, 이는 장면 환 이 아니라고 단하고 단계 1

로 돌아간다. 만약 임계값이 특징값 보다 작으면 단계 3

으로 넘어간다.

≤  ⇒ 단계

   ⇒ 단계
          (3)

단계 3 : 장면 환이 발생한 이후 임부터 재 

임까지의 평균 특징값이 체 임의 평균 특징값 

보다 크게 되면 이를 진 인 변화라고 단하고 단계 

4로 넘어간다. 만약 반 로 장면 환이 발생한 이후의 

임부터 재 임까지의 특징값의 평균이 체 

임의 특징값의 평균보다 작게 되면 이는 진 인 

장면 환이라고 단하고 단계 5로 넘어간다. 이때 WV

는 체 평균 특징값에 한 가 치이다. 진 인 장면 

환 구간은  구간에 걸쳐 높은 특징값을 갖지만 진

인 장면 환 구간에서는 낮은 평균 특징값을 보인다. 

따라서 해당 구간이 진 인 장면 환임에도 불구하

고 해당 구간의 평균 특징값이 체 평균 특징값보다 낮

아질 수 있다.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가 치

를 사용하여 오검출이 발생할 확률을 이고, 이때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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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3을 사용하 다. 실험 결과 장면 환이 발생하

지 않는 임 사이의 특징값은 보통 10∼20사이의 값

을 갖지만 진 인 장면 변화가 있는 임은 특수 효

과 종류에 따라서 낮게는 50에서 크게는 400정도까지의 

차이를 보 기 때문이다.










 


   





≻
 


  





×  ⇒단계

 


   





≤
 


  





× ⇒단계

  (4)

식 (4)의 두 개의 식  좌측항은 장면 환이 발생한 

임부터 재 구간의 특징값의 평균이고 우측항은 

재 임까지의 체 특징값의 평균이다. 두 값을 비

교하여 진 인 장면 환과 진 인 장면 환을 

단하게 된다.

단계 4 : 재 탐색 구간의 특징값  가장 큰 특징값

을 갖는 임을 표 임으로 선정하고, 재 구간

의 특징값의 평균은 기화 해 다. 이와 같은 과정이 완

료되면 비디오 상이 종료되기 까지 다시 단계 1로 

돌아간다.

단계 5 : 재 탐색 구간의 첫 번째 임을 표 

임으로 선정하고, 재 구간의 특징값의 평균은 기

화 해 다. 이와 같은 과정이 완료되면 비디오 상이 종

료되기 까지 다시 단계 1로 돌아간다.

단계 6 : 재까지의 과정을 모두 거치더라도 검출된 

인  임 사이에는 오검출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오검출은 실질 으로 장면 환이 일어났지만 장면의 

체 인 밝기값의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이러한 오검출을 이기 해 검출된 인  

임간의 차분 히스토그램을 계산한 뒤 체 상의 차

분 히스토그램의 평균보다 작을 경우에는 표키에서 

제거 한다. 임이 제거되는 경우의 수식을 식 (5)에서 

나타내었고, 이때 N은 검출된 체 임의 수이고 

  검출 된 임 사이의 차분 히스토그램 값이다.





  





             (5)

그림 5. 제안하는 모델의 흐름도
Fig. 5 Flow chart of proposed model

Ⅳ. 실험 및 결과

실험에 사용한 샘  상은 뉴스, 스포츠, 드라마, 쇼

로, 뮤직 비디오로 당 30 임의 320 ×  240 크기의 

AVI 일을 사용하 다. 각 상에 한 총 임수와, 

진 인 장면 환 개수, 진 인 장면 환 개수를 표 

1에서 나타내었다. 테스트 실험 결과에 한 평가는 

precision과 recall을 사용하 다[4]. 

recall = 
 


×            (6)

precision = 
 


×          (7)

이때 Nc는 정확하게 검출한 장면 환 개수, Nm은 미

검출한 장면 환 개수, Nf은 오검출한 장면 환 개수, 

Nt는 장면 환 종류별 총 장면 환 수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평가를 하여 고정

인 임계값과 응  임계값을 사용한 방법을 비교하여 

그 실험결과를 표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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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에 사용된 상 종류와 장면 환 개수
Table. 1 The number of shot change and video title 

임

수

장면 환 

개수

진  장면 

환 개수

진  장면 

환 개수

뉴스 8991 66 61 5

스포츠 7200 98 90 8

드라마 8963 59 55 4

쇼 로 8991 106 99 7

뮤직 

비디오
5981 244 237 7

표 2. 고정  임계값의 실험 결과(TH=3)
Table. 2 Experimental result of fixed threshold(TH=3)

Nc Nm Nf recall precision

뉴스 62 4 13 93.9 82.7

스포츠 90 8 17 91.8 84.1

드라마 56 3 9 94.9 86.2

쇼 로 96 10 22 90.6 81.4

뮤직 
비디오

233 11 46 95.5 83.5

표 3. 응  임계값의 실험 결과
Table. 3 Experimental result of adaptive theshold

Nc Nm Nf recall precision

뉴스 63 3 11 95.5 85.1

스포츠 94 4 16 95.9 85.5

드라마 57 2 6 96.6 90.5

쇼 로 104 2 16 98.1 86.7

뮤직 
비디오

239 5 41 97.9 85.4

표 4. 제안하는 모델의 실험 결과
Table. 4 Experimental result of proposed model

Nc Nm Nf recall precision

뉴스 62 4 8 93.9 88.6

스포츠 94 4 12 95.9 88.7

드라마 57 2 4 96.6 93.4

쇼 로 101 5 13 95.3 88.6

뮤직 
비디오

237 7 31 97.1 88.4

Ⅴ. 결  론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이 오검출 발생 횟수를 여

주지만 그에 비해 미검출의 발생 횟수는 조  늘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방법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미세한 차이임을 알 수 있고 고정  임

계값은 상에 따라 그 실험 결과값의 격차가 크게 나타

났다.

본 논문은 차분 히스토그램 기반 방법의 성능 향상을 

한 알고리즘을 제안 하 고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히스토그램 기반 방법에 비하여 장면 환 검출 

성능을 약 3% 가량 향상시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장면 환 검출 시스템은 CMS에 용되어 CMS의 

이용자와 리자에게 보다 편리한 비디오 콘텐츠의 

근 환경을 제공해  것이라고 상된다. 하지만 차 발

하고 복잡해지는 상 편집 기술에 따른 장면 환 검

출 기술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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