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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3가지 유형의 Geo-Contents를 위한 통합 데이
터 모델을 제안하였다. Geo-Contents란 멀티미디어의 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 시공간적
인 참조 정보인 Georeference를 포함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이러한 Geo-Contents를 통
해 멀티미디어가 지닌 시공간적인 문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 지며 이는 멀티미디어의
검색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 동영상의 촬영 위치, 시간, 방향 등의 정보로 시공간영역을
재구성하면 시공간적으로 의미를 지닌 검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Geo-Contents가 구
축되어 있을 경우 코엑스의 지하철 입구에서 주요 회의장까지의 경로를 촬영한 동영상을
검색할 수 있다.

1. 서론

술할 수 있는 시공간적인 참조 정보를

멀티미디어 정보의 검색은 주로 텍스트를

Georeference라하고, Georeference를 포

통한 키워드 질의로 이뤄진다. 그런데 만약

함하는 멀티미디어에 대해 Geo-Contents

밤에 코엑스의 정면의 전경을 담는 사진을

라 한다. Georeference는 앞서 살펴본 시

찾으려고 한다면, 단순 텍스트 검색으로는

공간 문맥 질의 처리에 유용한 정보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하지만 Geo-Contents에 대한 명확한 정

멀티미디어의 내용과 시공간적인 정보가

의나 데이터 모델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서로 연관이 있을 경우, 단순히 텍스트만으

연구 TWinner[1]에서는 Geo-Contents 모

로는 멀티미디어에 담긴 시공간의 문맥

델을 실외의 지명이나 건물명을 콘텐츠에

(context)을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태그 하는 정도로 규정하였다. RADAR[2]

러한 텍스트로 위의 예와 같은 복잡한 질의

에서는 지명 외에도 좌표로 기하학적 위치

를 처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를 나타내는 Geo-Contents 모델을 제안하

이 때, 만일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 위치와

였다. 위의 두 모델들은 멀티미디어가 표현

방향, 시간, 렌즈의 화각 등의 정보를 알 수

하는 시공간을 정확히 저장하기에는 한계

있다면, 시공간적인 카메라의 영역을 계산

가 있다.

할 수 있고, 이 시각화 영역을 활용하면 역

본 논문에서는 Geo-Contents를 위한 데

으로 멀티미디어의 내용을 유추하는 것이

이터 모델을 제안한다. Geo-Contents가

가능하다. 이러한 멀티미디어의 내용을 기

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는 광범위할 수 있는

데,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멀티미디어는

는 Content와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로 한정한다. 이 후

있다.

Georeference로 이루어져

논문에서 Geo-Contents의 요구사항에 대

Content는 멀티미디어 파일자체와 함께

한 분석 및 모델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

각 멀티미디어 고유의 속성을 가진 클래스

다.

로 메타데이터인 MD_Media클래스를 가진

2. Geo-Contents 요구 사항 분석

다. GR_Object는 Geo-Content 의 시공간
적 특성을 표현하기위한 클래스이다.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하는 Geo-Contents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높
은 정확도를 가진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

<<abstract>>
GC_Object

둘째, 멀티미디어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

+id

공간 영역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content

한다. 그리고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의 매

georeference

체가 가진 공통적인 특성과 다른 특성을 고
<<abstract>>
Content

려해야 한다.
이미지는 정지 상태에서 특정한 공간을 보

<<abstract>>
GR_Object

+data: BinaryArray
+sourceLocation: URL
+fileName: String
+fileExtension: String

여준다. 이미지가 담고 있는 시각화 영역은
사각뿔로 모델링 할 수 있다. 그 영역을 정
확히 알기 위해서는 시점의 위치, 바라보는

metadata

방향, 종횡비, 시야각 등이 필요하다.
비디오는 정지영상의 연속으로 표현되므

<<abstract>>
MD_Media

로 촬영되는 동안의 카메라 이동 궤적과 방

+dateTimeOriginal: DateTime

향과 화각을 통해 나타나는 공간영역을 표
현해야 한다.

그림 1. 최상위 클래스 사이의 관계

오디오의 경우 다른 매체들에 비해 물리적
특성상 담고 있는 공간 영역을 명확하게 정

2) GC, GR, Content 계층구조

의하기 어렵다. 마이크의 이동 경로와 입체

<<abstract>>
GC_Object

음향 마이크인 경우 전방 방향을 저장하는

+id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3. Geo-Contents 데이터 모델
본

연구에서

GML을

Geo-Content는

기반으로

모델링

GC_Image

GC_Audio

OGC의

하였다.

크게

GC_Object, GR_Object, Content 3부분으
로 구성되며 Content 는 MD_Media 클래스

GC_Video

를 포함한다.

그림 2. Geo-Content 계층구조

1) Geo-Content 최상위 클래스
약어는

Geo-Content에는 이미지, 오디오, 비디

GC(Geo-Content), GR(Geo-Reference),
MD(Metadata) 이다. 그림 1은 최상위 클래

오가 있다. 비디오는 오디오와 공통된 성

스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Geo-Content

다.

이하

다이어그램에서

사용되는

질이 많아서 오디오를 상속받아서 구현한

GR_Object 와 Content도
그림 2의
GC_Object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GR_Object 는 GR_Image 와 GR_Audio를
자식으로 가지고, GR_Video는 GR_Audio
를 상속받는다. Content는 Image 와
Audio를 자식으로 가지고, Video는 Audio

률을 의미하는 dateRate, 오디오의 채널수
를 의미하는 channel 속성을 가진다.
4) Image 모델
GC_Image
georference

content

를 상속받는다.

GR_Image

Image

3) Metadata 계층 구조
imageMD

<<abstract>>
MD_Media
+dateTimeOriginal: DateTime

camGeoInfo

+width: Integer
+height: Integer

MD_Image
+width: Integer
+height: Integer

CamView

MD_Image

<<abstract>>
MD_TimeSeries

+camPoition: gml::PointType
+camOrientation: CamOrientationType
+fov: Double
+/aspect: Double
+timeOffset: Time

그림 4. Image 모델

+length: Time

이미지의

Geo-Content를

표현하는

GC_Image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미지 파일 자체의 정보와 메타데이터를 가
MD_Video
MD_Audio
+dataRate: Integer
+channel: CodeList

+width: Integer
+height: Integer
+dataRate: Integer
+totalBitrate: Integer
+frameRate: float

지고 있는 Image 클래스를 포함한다. 그리
고

Georeference

의

정보를

가지는

GR_Image 클래스를 포함한다. GR_Image
클래스는 한 개의 camView로 이루어져 있
다.

그림 3. Metadata 계층구조

camView는
MD_Media는 멀티미디어의 메타데이터를

이미지와

비디오의

Georeference를 표현하기 위한 부속 클래

표현하는 최상위 추상 클래스이다. 멀티미

스이다.

디어가 제작이 시작된 순간의 시간을 의미

을 위한 추상 클래스이다. Content의 시간

camPosition 과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을
의미하는 camOrientation 속성이 있다. 속
성 fov는 Field of view 의 약자로 카메라의
화각을 의미한다. derived 속성인 aspect는
MD_Image의 width, height 속성에서 계산

길이를 표현하는 length 속성을 가진다.

되는

MD_Video는 비디오의 가로, 세로 픽셀
수를 표현하는 width, height 속성을 가진

timeOffset은 비디오를 표현하기 위한 속성

다. 영상만의 초당 비트 전송률을 의미하

큼 떨어진 Georeference 인지 표현하기 위

는 dataRate 속성과 영상과 오디오 전체

한 것이다.

하는 dateTimeOriginal 속성을 갖고 있다.

MD_TimeSeries는 시간적 길이 속성이
있는 오디오와 비디오의 메타데이터 표현

의 비트 전송률인 totalBitrate 속성을 가진
다.

그리고

초당

프레임수를

의미하는

frameRate가 있다.

MD_Audio에는 오디오의 초당 비트 전송

카메라의

세로비를

위치를

의미한다.

표현하는

마지막

으로 동영상 시작시간으로부터 몇 시간만

가지고, GR_Video를 Georeference를 가진

5) Audio 및 Video 모델

다. 비디오 파일 자체의 정보를 가지는
MD_Audio

MicCoverage

+dataRate: Integer
+channel: CodeList

+micPoition: gml::PointType
+micOrientation: gml::Direction
+timeOffset: Time

가지고,

오디오가

MD_Audio도

0..1

<<sequence>>

audioMD

Audio

Video 클래스는 MD_Video를 메타데이터를

micGeoInfo

0,2..*
GC_Audio

content

georeference

GR_Audio
+trajectory: gml::Curve

같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해야한다.

그리고

Georeference 정보를 가진 GR_Video 클래
스는 카메라의 공간정보인 camView를 2개
이상

가진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MicCoverage를 가질 수도 있다.
subset
Video

subset
GC_Video

content

GR_Video
georeference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sequence>>
videoMD

camGeoinfo

2..*

4. 결론
Geo-Contents를 위한 통합 데이터 모델을
제안하였다. Geo-Contents는 멀티미디어

MD_Video

CamView

+width: Integer
+height: Integer
+dataRate: Integer
+totalBitrate: Integer
+frameRate: float

+camPoition: gml::PointType
+camOrientation: CamOrientationType
+fov: Double
+/aspect: Double
+timeOffset: Time

의 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 시공간적인 참조
정보인 Georeference를 포함한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기존과 달리 시간과
공간 질의를 사용하여 심도 깊은 검색이 가

그림 5. Audio 와 Video 모델

오디오의

Geo-Content를

표현하는

능하다. 예를 들어 특정한 시간대나, 위치

GC_Audio의 구성은 그림 5의 상단에 나타

에서 생성된 멀티미디어를 검색할 수 있고,

나 있다. 먼저 오디오 파일 자체의 정보와

특정 대상을 원하는 각도에서 바라본 멀티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Audio 클래스를

미디어도 검색 할 수 있다.

포함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메타데이터

본 모델은 위상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기하

정보인 MD_Audio의 카디널리티가 0또는 1

학적인 요소만으로 모델링을 한 한계가 있

인 것이다 . 그리고 Georeference 의 정보

다. 향후 위상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향상된

를 가지는 GR_Audio 클래스를 포함한다.

모델을 만드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GR_Audio 클래스는 0 개 또는 2개 이상의
MicCoverage로 이루어져 있다. 이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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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디오의 Georeference를 표현하기 위
한

부속

클래스이다.

마이크의

위치인

micPosition 과 마이크가 향하는 방향인
micOrientation의 속성을 가진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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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Offset 속성이 있다.
MD_Audio와 MicCoverage가 없을 수도
있는 이유는 GC_Video가 GC_Audio를 상
속받기 때문이다. 비디오에 오디오가 없는
경우나, 오디오의 Georeference 가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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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GC_Video는 Video 클래스를 Conten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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