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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옴니버스 형태의 동영상을 각 프로그램 별로 자동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TV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코너 별로 상단 또는 하단의 일정 위치에 코너명을 캡션으로 삽입하여 옴니버스 형태의 영

상을 서비스한다. 이러한 코너명을 태깅아이콘으로 하여 지속되는 구간을 검출하여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을 검출함으로써 동영상

을 의미적으로 분할 할 수 있다. 하지만 태깅아이콘의 경우 매우 높은 투명도를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에지와 

시간적인 지속성을 이용하여 에피소드를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옴니버스 형태의 다양한 개그 프로그램에 대해 실험하여 제

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보인다.

키워드: 태깅아이콘(Tagging-icon), 에피소드 분할(Episode Segmentation), 누적팽창연산맵(Accumulated Dilation Map)

I. 서론

최근 IPTV의 도입으로 인하여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시

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

자는 수많은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 중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하여 검색 기능을 요구하게 되었고,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중의 하나로 동영상을 

의미있는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자가 동영상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장면전환 검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는 인간이 판단하기에 의

미가 있는 단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닌 여러 기법을 이용하여 변화

가 심한 구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 대부분이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옴니버스 형태의 코너명(이하 태깅아이콘)이 있는 동

영상을 의미있는 에피소드 단위로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자 한다.

II. 본론

옴니버스 형태의 동영상은 각 구간별 태깅아이콘이존재한다. 국
내 TV 프로그램의 옴니버스 형태의 한 예로 ‘웃찾사’를 예를 들어 

태깅아이콘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태깅아이콘 예

Fig 1. Example of Tagging-Icon 

그림 2. 누적팽창연산 맵 생성 과정

Fig 2. Generating Process of Accumulated Dilation Map  

태깅아이콘의 경우 투명도가 높아 블랜딩 효과가 심하며, 이는 

명암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움을 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컬

러(RGB) 에지정보와 형태학적 연산을 이용하고자 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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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적팽창연산 맵 

[그림 2]는 누적팽창연산 맵 생성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프레임

이 입력되면 에지맵을 생성하고 팽창연산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팽창연산맵의 교집합을 1로 하고 교집

합의 여집합을 0으로 하여 교집합 영상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

된 교집합 영상을 이용하여 누적팽창연산맵을 생성한다. 

표 1. 누적팽창연산맵 생성 조건

Table 1. Generating Condition of Accumulated Dilation Map

경우 교집합 영상 누적팽창연산맵

1     
2      

[표 1]은 위에서 획득한 교집합 영상을 이용하여 누적팽창연산

맵을 생성하는 조건을 보여준다.[5] 이렇게 생성된 누적팽창연산

맵은 태깅아이콘의 위치 불변을 검출하기 위해 연결성 분석을 수

행한다. 이때 태깅아이콘에 포함되는 영역일지라도 누적팽창연산

맵의 화소값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연결성 분석 시 평균을 이용

한 연결성 분석을 하여 영역을 검출한다.

2. 영역 매칭 및 태깅아이콘 판단

이전 단계에서 누적팽창연산맵의  평균을 이용한 연결성 분석

을 통해 영역을 검출하였다. 이렇게 검출된 영역은 다음 프레임에

서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영역과 매칭을 수행한다. 이는 위치적으

로 태깅아이콘은 변하지 않고 고정적이며 다른 객체들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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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식 1과 2는 영역 매칭 조건을 보여준다. 
 는 이전 프레임

에서 획득한 번째 영역의 최소인접사각형이며, 
 는 현재 

프레임에서 획득한 번째 영역의 최소인접사각형이다. 


과 
 은 객체영역에 포함된 누적팽창영상맵의 평균값이

며, 은 임계값이다. 즉, 이전 프레임의 영역과 현재 프레임

의 영역의 교집합이 현재 프레임에서 검출한 영역과 같고 각 영역

의 연결성 분석결과로 얻은 해당 객체의 누적팽창연산맵의 평균값 

간의 차이가 임계값보다 작다면 매칭을 성공하게 된다.

그림 3. 매칭 예

Fig 3. Example of Matching 

[그림 3]은 이전 영역과 현재 영역의 매칭 예를 보여준다. 상단 

그림의 점선으로 된 사각형은 이전 프레임에서 검출된 영역이며, 
하단의 점선으로 된 사각형은 현재 프레임에서 검출된 영역이다. 
이 두 영역은 누적팽창연산맵의 평균값은 28, 29로 임계값보다 작

으며, 영역 또한 현재 프레임의 영역이 이전 프레임의 영역을 포함

하므로 매칭을 성공하였다. 매칭된 영역들은 영역에 포함된 누적

팽창연산맵의 평균값과 매칭성공횟수가 저장되며, 이는 태깅아이

콘으로 확정하는 기준이다. 만약 평균값과 매칭성공횟수의 합이 

일정 임계값 이상이면 태깅아이콘으로 확정한다.  

3. 소멸성 검사

이전 단계에서 태깅아이콘을 검출하였으므로 태깅아이콘이 소

멸되는 위치를 검출해야한다. 소멸성 검사 방법은 확률적 방법을 

사용한다. 소멸성 검사를 위해서 누적에지맵을 사용하는데, 누적

에지맵은 누적팽창연산맵 생성과정에서 구한 에지맵을 이용하여 

에지의 위치에 1씩 증가하여 생성하며, 하나의 태깅아이콘을 검출

하여 에피소드 분할과정이 끝나게 되면 누적에지맵 또한 0으로 초

기화된다. 

그림 4. 누적에지맵

Fig 4. Accumulated Edge Map

[그림 4]은 누적에지맵을 보여준다. 달인이라는 태깅이이콘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일정시간 동안 같은 위치에서 에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여 다른 부분에 비해 높은 값을 가지므로 

밝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5. 에피소드 분할을 위한 과정

Fig 5. Process for episode segmentation


∈




∈

×

              (3)

식 3은 소멸성 판단 기준을 위한 수식이다. 먼저 는 

위치의 누적에지맵의 값이며, 는 현재 프레임에서 

의 에지값이다. 만약 에지가 있으면 1이며 아니면 0이다. 
따라서 태깅아이콘에 의해 생성된 에지의 경우 같은 위치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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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확률이 높음으로 태깅아이콘이 사라질 경우 수식 3의 좌측항은 

작은 값을 갖게 되어 태깅아이콘의 소멸을 검출하게 된다. 

4. 에피소드 분할

태깅아이콘을 검출하고 소멸성 검사를 통해서 종료 시점을 검

출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작시점은 정확하

게 검출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작시점을 검출하기 위해서 반대로 

같은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5]는 하나의 태깅아이콘을 검출하고 구간을 결정하는 전

체 흐름을 보여준다. 그림과 같이 분석이 시작되면 누적팽창연산

맵과 영역 매칭을 수행하여 태깅아이콘을 검출하고 태깅아이콘 판

단 조건에 의해서 확정이 완료되면 소멸성 검사를 통하여 종료시

점을 검출하고, 시작시점을 검출하기 위해서 태깅아이콘 확정시점

으로 이동 후 반대로 프레임을 이용하면서 소멸성 검사를 통해 정

확한 시작시점을 검출한다.
이렇게 하나의 태깅아이콘을 이용하여 시작시점과 종료시점 검

출 완료시에는 누적에지맵, 누적팽창연산맵을 초기화하고 처음부

터 반복하여 같은 방법으로 다음 태깅아이콘을 검출한다. 본 연구

에서는 영상의 전체영역이 아닌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영역

을 관심영역으로 설정하여 해당 관심영역에서만 위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는 다른 캡션 또는 방송사 로고 등과 같은 유사한 

특성을 갖는 객체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림 6. 실패한 예

Fig 6. Example of failure

III. 실험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동영상은 XVID로 압축된 640*352 크기의 

국내 개그 프로그램(개그콘서트, 웃찾사, 하땅사)을 수집하여 듀얼 

코어 2.20GHz, 2GB 램을 갖춘 윈도우 환경에서 실험하였다.
평균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2초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약 25분

의 연산시간을 소요하였으며, 구간 검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에피소드 분할 결과

Table 2. The Result of Episode Segmentation

프로그램명 성공 개수 실패 개수

개그콘서트 46 0

웃찾사 51 0

하땅사 53 4

개그콘서트와 웃찾사의 경우 실험 동영상에 대해서 모두 성공

하였으며, 하땅사의 경우 4개의 태깅아이콘의 시작시점과 종료시

점을 부정확하게 검출하였다.
[그림 6]는 하땅사의 실패한 경우를 보여준다. 하땅사에 포함된 

세바퀴라는 에피소드는 다른 에피소드들과는 다르게 태깅아이콘

이 중간에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 좌측영상은 태깅

아이콘이 나타나 있는 구간이지만 그 시간이 너무 짧아 태깅아이

콘 확정 기준에 맞지 않아 미검출되어 종료시점으로 인식하지 못

했으며, 이후 다시 나타난 우측 영상의 태깅아이콘의 경우 태깅아

이콘 확정 기준에 맞아 종료 시점은 정확하게 검출하였으나, 반대

로 시작시점을 찾기 위한 소멸성 검사에서 정확한 시작시점을 검

출하지 못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한 서비스 사업 확대로 인

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태깅아이콘을 추출하고 인덱싱 작업을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에피소드 단위로 이동하여 감

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오버레이가 

비교적 매우 심한 특성을 갖는 태깅아이콘을 누적팽창연산맵을 생

성하여 해결하였으며, 실험결과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

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태깅아이콘 간 

매칭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군집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에피소드

를 요구 시 관련된 모든 에피소드를 보여줄 수 있는 유용한 시스

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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