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11342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H04N 7/08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3년12월18일

10-0411342

2003년12월02일

(21) 출원번호 10-2001-0027912 (65) 공개번호 특2002-0088872

(22) 출원일자 2001년05월22일 (43) 공개일자 2002년11월29일

(73) 특허권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72) 발명자 유재신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4동484-31

전성배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4동804

윤경로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도곡경남아파트101동2004호

(74) 대리인 허용록

심사관 : 최훈

(54)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

요약

본 발명은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검색 및 브라우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합성된 비디오 텍스트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뉴스 비디오 콘텐트를 요약할 수 있도록 한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뉴스 비디오 콘텐트에 대한 텍스트 키프레임 기반의 요약과 비선형적인 브라우징을 위하여, 뉴스 비디오 

콘텐트가 샷 단위로 분할되고 앵커 샷과 에피소드 샷으로 구분된 뉴스 비디오에서 텍스트가 검출된 콘텐트에 대해; 

검출된 텍스트가 앵커 샷에서 추출된 텍스트인지 혹은 에피소드 샷에서 추출된 텍스트인지에 따라 텍스트 중요도 가

중치를 다르게 할당하고, 에피소드 샷에서 추출된 텍스트 영역들에 대하여는 텍스트 영역의 크기와 지속시간, 평균 

텍스트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텍스트 영역의 중요도 가중치를 할당하며, 검출된 텍스트 중에서 일정 가중치 

이상의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 것을 하나의 이미지에 합성하여 하나의 뉴스 기사 구간을 대표하는 텍스트 합성 키프레

임으로 생성함으로써, 이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을 기반으로 뉴스 비디오 콘텐트를 요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멀티미디어, 비디오, 뉴스, 콘텐트, 요약,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명세서



등록특허  10-0411342

- 2 -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비디오 스트림의 구조적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2는 합성 키프레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3은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4는 뉴스 합성 키프레임을 이용한 비디오 브라우징 인터페이스의 예를 나타낸 도면

도5는 비디오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6은 뉴스 비디오에서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7은 추출된 텍스트 영역 내의 글자 크기를 예측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내용 기반 멀티미디어 검색과 브라우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비디오 콘텐트(video content)의 검색(sear

ching/filtering)과 브라우징(browsing)을 위하여 비디오 콘텐트에서 추출되는 텍스트(text)를 이용해서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keyframe)을 생성하고, 이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뉴스 비디오를 요 약할 수 있도록 한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비디오 기술의 발달과 이미지/비디오/오디오 인식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용자들은 원하는 멀티미디어 콘텐

트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부분만을 검색(searching/filtering)하고 브라우징(browsing) 할 수 있게 되었다.

비선형적인 멀티미디어 콘텐트 브라우징(non-linear multimedia content browsing)과 검색을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은 샷 분할(shot segmentation) 기법과 샷 클러스터링(shot clustering) 기법이며, 이 두 가지 기술은 멀티

미디어 콘텐트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다.

도1을 참조하여 비디오 스트림(video stream)의 구조적 정보의 이해를 돕는다. 비디오에서 샷(shot)이란 방해(interr

uption)없이 하나의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비디오 프레임들의 시퀀스(sequence)를 의미하며, 이는 비디오를 분석(ana

lysis)하거나 구성(construction)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디오에는 의미적인 구성 요소인 씬(scene)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씬은 이야기의 전개 또는 비디오

구성에 있어서 의미적인 구분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씬 내에는 여러 개의 샷이 존재한다. 이러한 샷과 씬의 개

념은 비디오뿐만 아니라 오디오 프로그램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멀티미디어 콘텐트 인덱싱 기법은 콘텐트에 존재하는 샷/씬 단위의 구조적인 정보를 추출하고 각각의 구

조 단위 별로 그 세그먼트를 대표할 수 있는 키 프레임 등과 같은 주요 특징 요소를 추출하여 멀티미디어 콘텐트에 대

한 구조적 정보를 인덱싱하고, 사건(event)의 발생, 시청각 오브젝트(audio-visual object)의 등장, 오브젝트의 상태, 

배경(장소 등) 등에 대한 의미적인 정보를 시간축 위에 기술하는 방식으로 인덱싱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쉽게 

브라우징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상기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비디오 검색과 브라우징을 위하여 비디오 스트림에서 의미적 정보를 표현

하는 주요 텍스트 영역이나 뉴스 아이콘 또는 사람의 얼굴 영역 등을 추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키 영역을 합성하여 새로운 키프레임을 추출하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다. 합성 키프레임의 경우는 씬이나 샷 등의 세

그먼트를 대표할 수 있는 키 영역이나 키프레임을 추출하고 추출된 키 영역이나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함으로써, 이 합성된 이미지가 해당 세그먼트의 내용을 대표하는 수단으로 제공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합성 키프레임을 이용함으로써 작은 디스플레이 공간에 많은 정보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사용자는 콘텐트의 

특정 부분의 내용을 보다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부분만 선택하여 디스플레이(시청)하

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멀티미디어 콘텐트에서 일반적으로 뉴스 비디오 스트림은 정형화/구조화된 비디오 데이터로서 공간적/시간적 구조를

가지는 정형화된 모델을 따른다.

즉, 뉴스 비디오 스트림은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스트림과는 달리 정형화/구조화된 비디오 데이터로서, 하나의 뉴스 

비디오 스트림은 여러 개의 기사(article)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기사 내에서는 뉴스 앵커(anchor)의 기사 요약 설

명 부분과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에피소드(episode) 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하나의 뉴스 비디오 스트림은 여러 개의 기사(article)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기사 내에서는 뉴스 앵커의 기사 

요약 설명 부분(앵커 샷)과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화면(에피소드) 부분으로 구성된 것을 보여준다. 내용상으로 

볼 때 종합 뉴스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날씨에 관한 사항들이 총 망라되며, 다른 장르의 비디오 콘텐트와는

달리 뉴스 비디오는 정형적인 구조를 가지며, 사용자에 따라 관심이 있는 기사의 차이가 분명하므로 사용자는 실제로

원하는 뉴스 기사만을 빠르게 검색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다.

상기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뉴스 기사만을 빠르게 검색하고자 하는 요구를 비디오 인덱싱 관점에서 수

용하기 위하여 뉴스 비디오의 구조적/의미적 정보를 사용하여 뉴스 비디오 스트림을 기사 단위로 인덱싱하기 위한 연

구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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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뉴스 비디오의 시간적 구조를 이용하여 기사 단위로 인덱싱된 뉴스 비디오 데이터에 TOC(Table Of Content)나 

스토리보드(storyboard)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결합한 여러 가지 비선형적 뉴스 비디오 브라우징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뉴스비디오에 대하여 각각의 기사(씬)를 대표할 만한 키 프레임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단순 스토리보

드 형태의 요약방법은 사용자에게 실제 이야기 단위인 씬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뉴스 기

사의 요약 방식에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사용자에게 전체 뉴스 내용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뉴스 비디오를 검색하거나 브라우징함에 있어서,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뉴스 비디오

내용을 요약하고, 이 요약된 내용을 브라우징 인터페이스로 하여 사용자가 희망하는 뉴스 기사를 디스플레이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뉴스 비디오 콘텐트의 의미적/구조적 정보를 활용하여 의미 전달성이 높은 뉴스 비디오에서의 합성 텍스트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이 합성 텍스트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기사 기반의 뉴스 비디오 요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을 제안한다.

본 발명은 뉴스 비디오에 대한 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함에 있어서, 뉴스 비디오 콘텐트에서 검출된 텍스트가 앵커 샷

에 속한 것인지 혹은 에피소드 샷에 속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 중요도를 할당하여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을 생

성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더욱더 직관적인 뉴스 비디오 요약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을 제안한다.

본 발명은 뉴스 비디오에 대한 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이 합성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뉴스 비디오 콘텐트를 요약함

에 있어서, 뉴스 비디오 콘텐트에서 검출된 텍스트가 앵커 샷에 속한 것인지 혹은 에피소드 샷에 속한 것인지, 에피소

드 샷에 속한 텍스트인 경우에는 그 텍스트 영역의 크기와 지속시간, 텍스트 영역에서의 평균 텍스트 요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중요도 가중치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텍스트 기반 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더욱더 직관적인 뉴스 비디오 요약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 레임 생성방법

을 제안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은 뉴스 장르의 구조적/의미적 특성을 이용해서 텍스트 합성 키프레

임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은 뉴스 콘텐트에서 구조적/의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앵

커 샷 텍스트를 이용해서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은 뉴스 콘텐트에서 특정 구간에 존재하는 텍스트의 일반적인 

중요도와 함께 뉴스의 구조적/의미적 특징에 기인하는 앵커 샷 텍스트의 중요도를 함께 고려하여 텍스트 합성 키프레

임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은 뉴스 콘텐트에서 구조적/의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앵

커 샷과 에피소드 샷의 텍스트를 이용해서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은 상기 앵커 샷과 에피소드 샷의 텍스트에 각각 다른 중요도 

가중치를 할당하여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은 상기 앵커 샷과 에피소드 샷의 텍스트에 각각 다른 중요도 

가중치를 할당하고, 상기 에피소드 샷 텍스트에 대해서는 에피소드 샷 텍스트 영역의 특징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가중

치를 다르게 할당하여 에피소드 샷 텍스트의 중요도를 구함으로써,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에서 상기 에피소드 샷 텍스트 영역에 대한 중요도 가중치를 

할당함에 있어, 상기 에피소드 샷 텍스트 영역의 크기, 지속시간, 텍스트 영역에서의 평균 텍스트의 크기 등을 고려하

여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은 뉴스 콘텐트의 특정 구간에 존재하는 텍스트를 검출하는 단

계, 상기 검출된 텍스트가 앵커 샷 텍스트인지 혹은 에피소드 샷 텍스트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텍스트 중요도 가중치를 차별하여 할당하는 단계, 상기 검출된 텍스트 중에서 상기 가중치에 따라 선택된 텍스트를 

하나의 이미지에 합성하여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을 구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기 본 발명의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비디오 검색과 브라우징을 위하여, 씬이나 샷 등의 세그먼트를 대표할 수 있는 키 영

역이나 키프레임 영역을 추출해서 하나의 합성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 합성된 이미지를 합성 키프레임으로 하여 해

당 세그먼트의 내용을 대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도2는 이와 같은 합성 키프레임의 개념을 보여준다. 이 방법은 추출된 비디오 스트림의 구조적 구성요소인 씬과 샷을

대표하기 위하여 키프레임을 추출하고 이를 검색이나 브라우징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비디오의 논리

적 단위인 씬 혹은 물리적 단위인 샷에서 키프레임을 추출하고 추출된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합성하여 구성한 합성 키프레임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쉽게 비디오 콘텐트를 이해하고 또 원하는 위치로 빠르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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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함에 있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비

디오 검색과 브라우징을 수행할 수도 있다. 도3은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의 개념을 보여준다. 도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디오 콘텐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요소로 많이 사용되는 텍스트 영역을 추출하고, 추출된 텍스트의 지속

시간, 크기 등의 정보를 이용해서 중요도를 판별하고, 중요도가 높은 텍스트들을 합성하여 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이렇게 구한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비디오 콘텐트의 검색과 브

라우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 텍스트의 중요도는 텍스트의 디스플레이 지속시간이나 추출된 텍스트의 크기뿐만 아니라, 추출된 텍스

트 영역 내의 텍스트 요소의 평균 크기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요도를 고려해서 선택한 몇 개의 텍스트를 

합성하여 합성 텍스트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도를 이용한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은 비디오 콘텐

트의 내용을 중요도가 높은 텍스트를 이용해서 요약함으로써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비디오의 내용을 함축하여 보여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기 합성 텍스트 키프레임을 생성함에 있어서 합성 텍스트 키프레임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비디오 구간을

함축하여 의미적으로 충분한 요약과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생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해결하며, 특히 뉴스 비디오에

서 뉴스 비디오 콘텐트의 효율적인 검색과 브라우징을 위한 합성 텍스트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뉴스 비디오 스트림은 정형화/구조화된 비디오 데이터로서 공간적/시간적 구조를

가지는 정형화된 모델을 따른다. 하나의 뉴스 비디오 스트림은 여러 개의 기사(Article)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기사

내에서는 뉴스 앵커의 기사 요약설명 부분(앵커 샷)과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화면(에피소드) 부분으로 구성된

다. 내용상으로 볼 때 종합 뉴스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날씨에 관한 사항들이 총 망라되며 다른 장르의 비

디오 콘텐트와는 달리 뉴스비디오는 정형적인 구조를 가진다.

대부분의 비디오 인덱싱 시스템에서는 추출된 비디오 스트림의 구조적 구성요소인 씬과 샷을 대표하기 위하여 키 프

레임(key frame)을 추출하고, 이를 검색이나 브라우징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이때 키 프레임은 단위 세그먼트를 

잘 표현하기 위하여 비디오 시퀀스에서 추출된 이미지 프레임을 뜻한다(도2 및 도3 참조).

키 프레임으로 비디오 스트림의 샷이나 씬을 대표하는 방식 이외에 뉴스 비디오의 인덱싱과 같은 특정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단으로 키 영역을 이용한 비디오 브라우징 인터페이스가 제안되었다. 이 기술에서는 앵커 샷(a

nchor shot)에 존재하는 뉴스 아이콘(news icon)을 키영역(key region)으로 선정하여 이 를 추출하고 해당 뉴스 아

이템을 대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키 영역은 텍스트(text), 사람 얼굴, 뉴스 아이콘 등 비디오 세그먼

트의 내용을 함축하는 영역을 가리키며, 이러한 키 영역은 비디오 스트림의 의미적 정보를 나타내므로 비디오 요약이

나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비 선형적 브라우징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사용된다. 비디오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방법이

나 사람의 얼굴영역을 추출하는 방법, 뉴스 아이콘을 추출하는 방법은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의 칼라 분포 특성이나 

가로/세로 비율, 움직임(모션:motion)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한다.

도4는 특히, 합성 키프레임을 이용하는 뉴스 비디오 브라우징 인터페이스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

뉴스 진행자인 앵커가 등장하는 장면과 뉴스 아이콘, 그리고 앞서 설명한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대표 장면(일반적 키

프레임)을 보여준다.

도5는 비디오 텍스트를 추출하는 방법을 개념적으로 보여준다. 비디오에 나오는 텍스트의 최소 사각형(MBR) 영역만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비디오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인덱스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하며, 유연성 있는 정보 검색과 인덱싱된 정보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상에서 원거리 정보 검색도 가능하게 한

다.

이와 같이 비디오에서 텍스트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은, 가로와 세로 엣지 히스토그램(edge histogram)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성질과, 엣지 히스토그램이 글자 간격에 따라 반복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텍스트 후

보 영역을 추출하고, 텍스트 후보 영역 중에서 가로 세로 비율이 텍스트임을 만족할 만한, 모션이 적고 배경과 명도차

가 큰 칼라가 사용된 영역을 텍스트로 추출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기존의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추출방법은 비디오 스트림 내에 존재하는 텍스트에 대하여 텍스트 영역의 크기, 추출된

영역 내의 텍스트의 평균 크기, 디스플레이 지속시간을 이용해서 중요도를 계산하고, 중요도가 높은 몇 개의 텍스트를

선택하여 하나의 키프레임으로 합성함으로써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브라우저에서는 텍스트 합성 키프레

임을 이용해서 해당 구간을 대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중요도 판별은 장르의 특성이나 비디오 콘텐트의 구조적/의미적 정보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텍스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합성 키프레임 생성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각 장르의 구조적/의미적 특성을 파악하여 그 장르에서는 어떤 텍스트가 중요한 텍스트인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도를 이용한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발명에서는 뉴스 비디오 콘텐트의 

구조적/의미적 정보를 활용해서 의미 전달성이 높은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뉴스 비디오에서는 전체적인 구조가 앵커 샷과 에피소드 샷의 한 기사(article)가 여러 개 있는

구조로 정형화되어 있다. 뉴스에서 앵커 샷은 뒤에 이어지는 에피소드 샷을 요약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

부분이다. 예를 들면 앵커 샷 내에 나타나는 텍스트는 하나의 뉴스 아이템을 요약하 여 함축적으로 표현(기술)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텍스트 키 프레임만으로 뉴스를 요약하고자 할 때 앵커 샷에 나오는 텍스트는 한 기사를 요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텍스트 정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는 앵커 샷 텍스트에 대해서는 에피소드 샷에 나오는 텍스트에 비해서 더 높은 중요도 가중치

를 주는 방법으로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뉴스 비디오의 구조적/의미적 정보를 고려해서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함으로써, 적은 양의

데이터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뉴스를 요약하고, 비선형적인 뉴스 비디오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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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은 본 발명에 따른 뉴스 비디오 콘텐트에서의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의 개념과 추출방법을 보여준다.

뉴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은 뉴스의 한 기사(Article) 단위로 존재하는 앵커 샷(Anchor shot) 텍스트와 일반 텍스트

의 키 영역을 추출하고, 추출된 영역에 대해서 앵커 샷 텍스트는 더 높은 가중치를 주고, 에피소드 샷(Episode shot)

에서 추출된 일반 텍스트는 중요도를 계산하여 가중치를 준다. 이렇게 해서 아이콘 텍스트와 일정 가중치 이상의 일반

텍스트를 한 기사 단위로 합성하여 새로운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한다.

여기서 중요도 판단 함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아이콘 텍스트(ICON TEXT)인가, 추출된 텍스트 영역의 크기

는 어느 정도인가, 또 텍스트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디스플레이되고 있는가, 추출된 텍스트 영역내의 평균 텍스트 크

기가 얼마 나 큰가 작은가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중요도 함수를 적용해서 한 기사(Article) 단위로 아이콘 텍스트(Ic

on Text)와 일반 텍스트(General Text)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하며, 이 때 일반 텍스트는 중요

도가 높은 것을 몇 개 선택하여 합성 텍스트 키프레임에 넣는다.

이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본다.

뉴스 장르는 앵커 샷과 에피소드 샷의 기사 단위로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앵커 샷과 에피소드 샷의 구분은 앵커 샷의 

검출로 가능하다. 앵커 샷의 검출은 얼굴 검출(face detection), 모션(motion) 정보, 코딩되지 않은 블록(Not coded 

macro block)의 비율, 칼라정보 등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으며, 이 것은 반자동 또는 수동 작업에 의해서

도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앵커 샷이 갖는 특징적 요소들, 앵커 샷에서는 앵커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등장한다던가, 

모션이 작다던가 하는 등의 특징을 이용해서 앵커 샷을 검출할 수 있고, 앵커 샷이 검출되면 상대적으로 에피소드 샷 

또한 검출될 것이다. 앵커 샷이 검출되면 전체 뉴스가 앵커 샷과 에피소드 샷으로 구분될 수 있고, 앵커 샷 내에 나타

나는 텍스트는 하나의 뉴스 아이템을 요약하는 텍스트가 대부분이므로, 앵커 샷에서 검출된 텍스트인 경우에는 해당 

텍스트에 대해서 가장 큰 중요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에피소드 샷에 존재하는 텍스트들은 다음과 같이 중요도를 계산

한다.

I = A * a + B * b + C * c (a + b + c = 1).

여기서, I는 중요도, A는 추출된 텍스트 영역의 크기, B는 추출된 텍스트 영역 내의 텍스트 요소의 평균 크기, C는 텍

스트의 디스플레이 지속시간(존속시간), a,b,c는 각각의 가중치이다.

위와 같이 하여 중요도를 얻을 수 있다.

에피소드 샷 내의 텍스트에 가중치를 주는 방법은 추출된 텍스트 영역의 최소 사각형(MBR)의 크기가 크고, 추출된 

영역 내의 텍스트 요소의 평균 크기가 크고, 텍스트의 디스플레이 지속시간이 길면 가중치를 크게 준다. 반대의 경우 

즉, 추출된 텍스트의 크기가 작고, 평균크기가 작고, 디스플레이 지속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작게 준다.

추출된 텍스트 영역 내의 텍스트 요소의 평균 크기는 도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히스토그램의 밀도와 크기로 알 수 있

다. 즉, 글자 크기가 작으면 각 라인 사이에 가로 엣지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크게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세로 엣지

히스토그램도 각 글자 사이에서 크게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추출된 영역 내에 글자 크기가 크면 가

로 엣지 히스토그램의 분포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중간에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다. 이와 같은 히스토그램의 밀도와 크기 정보를 이용해서, 추출된 텍스트 영역 내의 텍스트 요소의 평균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추출된 텍스트의 지속시간은 이전에 추출된 영역과 현재 추출된 영역을 비교해서 구할 수 있다. 추출된 영역의 크기

와 위치 정보가 유사하고, 엣지 히스토그램의 차이가 일정 임계치(Threshold Value) 보다 작으면 두 영역을 같은 텍

스트로 판단하여, 추출된 텍스트의 디스플레이 지속시간을 늘린다.

위와 같이 해서 생성한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은 뉴스 비디오 스트림을 구성 하고 있는 논리적 단위인 한 기사(Article

) 단위로 생성할 수 있다. 한 기사는 앵커 샷을 기준으로 하나의 기사로 구분한다.

한편, 위와 같이 합성할 텍스트는 디스플레이할 디바이스의 크기나 브라우저에서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의 영역에 따

라 그 개수나 각각의 사이즈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할 영역이 커지면 합성할 텍스트의 수를

늘이거나 각각의 텍스트의 사이즈를 늘일 수 있고, 디스플레이할 영역이 작아지면 합성할 텍스트의 개수를 줄이거나 

각각의 텍스트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합성할 텍스트의 개수의 변경이나 사이즈의 변경은 사용자의 가독성(readability)을 고려한다.

지금까지 뉴스 비디오 콘텐트의 구조적/의미적 정보를 이용해서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였

다.

상기 본 발명에 의해서 생성되는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는 UMA 응용 어플리케이션

(Universal Multimedia Access Applications)이 있다. 이 UMA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본다.

사용자의 단말장치나 사용자 단말장치와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환경 등에 따라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정지영상은 지원되지만 동영상은 지원되지 않을 수

도 있으며, 오디오는 지원되지만 영상은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네트워크 연결방식이나 매체에 따라 전송용

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전송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용자의 환경 변

화에 적응하여, 어 떤 멀티미디어 정보를 사용자의 환경에 가장 알맞은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의 전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Universal Multimedia Access Applications라고 한

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나 네트워크 등의 제약조건에 의해 비디오 스트림을 받아 디스플레이할 수 없는 사용자에게 사용

자의 환경이 허락하는 한도 내의 축소된 크기와 개수의 텍스트 키프레임으로 비디오 스트림을 변화시켜 전송해 준다

면 해당 비디오 콘텐트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은 UMA 어플리케이

션에 적용될 때, 전송될 키프레임의 개수를 줄여서 전송 데이터의 양을 줄이면서도 더 많은 의미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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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과 관련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뉴스의 비선형적인 비디오 브라우징 어플리케이

션이 있다. 전체 뉴스 비디오 스트림은 요약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그 뉴스 비디오 스트림을 이해하기 위하여 해당 

비디오 스트림 전체를 모두 시청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려고 해도 뉴스 비디오 스트림 내의 

그 위치까지 사용자가 직접 탐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디오 스트림을 빠른 시간 내에 검

색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비선형적인 비디오 브라우징이 이용될 수 있는데, 본 발명에 따르면 전체 비디오의 내용을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으로 대표하여 특정 범위 단위로 요약하여 보여주고 그 원하는 위치부터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서는 뉴스 비디오 콘텐트에서 구조적/의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앵커 샷 텍스트를 이용해서 합성 키프

레임을 생성함으로써 사용자가 뉴스 비디오 콘텐트를 보다 더 명확하게 요약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뉴스 비디오 콘텐트에서 구조적/의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앵커 샷 텍스트와, 에피소드 샷 

텍스트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중요도를 기반으로 합성 키프레임을 생성함으로써 사용자가 뉴스 비디오 콘텐트를 보

다 더 명확하게 요약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키프레임을 기반으로 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요약, 검색, 브라우징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뉴스 비디오에서 검출된 텍스트가 앵커 샷 텍스트인지, 에피소드 샷 텍스트인지를 판별하는 단계, 상기 텍스트 판별 

결과에 따라 앵커 샷 텍스트와 에피소드 샷 텍스트 각각에 대하여 중요도를 각각 다르게 할당하는 단계, 상기 할당된 

텍스트 중요도를 기준으로 하나 이상의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 선택된 텍스트를 하나의 이미지에 합성하여 텍스트 합

성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앵커 샷 텍스트인 경우를 에피소드 샷 텍스트인 경우 보다 더 높은 중요도를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에피소드 샷 텍스트에 대해서는 텍스트 영역의 크기와 디스플레이 지속시간 및 텍스트 영역

에서의 텍스트 요소의 평균 크기를 고려하여 중요도를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

성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중요도는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적용함으로

써, 텍스트 중요도를 차별하여 구하고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에피소드 샷 텍스트의 중요도는 텍스트 영역의 크기와 지속시간, 텍스트 요소의 평균 크기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영역의 크기는 텍스트 영역을 감싸는 최소 사각형(MBR)의 크기로 판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영역에서의 텍스트 요소의 평균 크기는 추출된 텍스트 영역 내에서 엣지의 가로, 세로 

히스토그램의 밀도와 크기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영역의 디스플레이 지속시간은 이전에 검출된 텍스트 영역과 현재 검출된 텍스트 영

역의 유사성을 판단하여 같은 텍스트라고 판단된 경우 해당 텍스트에 대한 디스플레이 지속시간을 늘리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영역의 크기, 지속시간, 텍스트 영역에서의 텍스트 요소 평균 크기에 비례하여 가중치

를 높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을 위하여 선택되는 텍스트의 개수와 크기는 텍스트 합성 키프레

임을 디스플레이하는 디바이스나 브라우저의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

프레임 생성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나 브라우저의 크기가 크고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을 표시할 부분의 크기가 크면 상

기 합성을 위해 선택되는 텍스트의 크기나 개수를 늘리고, 디바이스나 브라우저의 크기가 작고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을 표시할 부분의 크기가 작으면 상기 합성을 위해 선택되는 텍스트의 크기나 개수를 줄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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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텍스트 키프레임이 하나의 뉴스 기사 구간을 대표하는 키프레임으로서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텍스트 키프레임이 뉴스를 앵커 샷 단위로 하나의 기사로 구분하여 그 뉴스 기사 구간

을 대표하는 키프레임으로서 생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

청구항 14.
키프레임을 기반으로 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요약, 검색, 브라우징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뉴스 비디오에서 검출된 텍스트가 앵커 샷 텍스트인지, 에피소드 샷 텍스트인지를 판별하는 단계, 상기 텍스트 판별 

결과 앵커 샷 텍스트인 경우를 에피소드 샷 텍스트인 경우 보다 더 높은 중요도 가중치를 할당하여 각각의 텍스트 중

요도를 구하는 단계, 상기 구해진 텍스트 중요도가 일정 임계치 이상인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 선택된 텍스트를 하나의

이미지에 합성하여 하나의 뉴스 기사 구간을 대표하는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으로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에피소드 샷 텍스트는 에피소드 샷 텍스트의 크기와 디스플레이 지속시간, 에피소드 샷 텍스

트 내에서의 텍스트 요소의 평균 크기에 비례하여 중요도를 높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에피소드 샷 텍스트의 중요도는 그 텍스트의 크기와 디스플레이 지속시간, 텍스트 요소의 평

균 크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가중치를 할당하여 해당 에피소드 샷 텍스트에 대한 중요도를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비디오 텍스트 합성 키프레임 생성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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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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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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