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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멀티미디어 정보의 검색은 주로 텍스트로 표현된 주요 키워드를 통한 질의로 이루어진
다. 예를 들어 벡스코 제 1전시장 1층에서 같은 건물 3층의 회의실로 가는 이동 경로를 나
타내는 비디오를 찾는 질의를 할 때 키워드를 통한 질의는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힘들다.
하지만 이 건물 내에서 촬영된 카메라의 궤적과 각도와 같은 데이터를 이용하면 실내 공간
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비디오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Geo-태그라 하며
Geo-태깅된 멀티미디어를 Geo-Contents라고 한다. 이러한 Geo-Contents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실내 Geo-Contents 저작 도구가 필요하며, 이것을 통하여 Geo-Contents 제작
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 Geo-Contents 저작 도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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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개한다.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루브르 박물관에서

2. 실내 Geo-Contents 저작 도구

비너스상의 측면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을
검색한다고 하면, 텍스트에 의존한 질의는
단순히 '루브르', '비너스', '측면' 등으로 한
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형화된 키워
드로는 원하는 데이터의 검색이 어렵다.
그러나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및 화각과 같은 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있으면 원하는 사진을 쉽게 검색 할 수 있
다.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및 화각 데이터를 Geo-태그라고 한다. 그
리고 Geo-태깅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Geo-Contents[2][3]라고 한다.
Geo-Contents 데이터를 저작 도구 없이
만들게 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뿐
만 아니라, Geo-태그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없다. 만약, 실내 Geo-Conten

저작 도구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기 위하
여 기존에 있는 GermaniumWeb[1]을 사
용하여 구현을 하였다. GermaniumWeb은
G Element에 의해 개발된 웹 기반 실내
3D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이다. 이 플
랫폼은 웹에서 3D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
는 API를 개발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API는 개발자들이 Javascript를 사용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3D 빌딩내부를 쉽게 표
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실내 Geo-Conte
nts는 이미지, 비디오로 제한한다. 이미지
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촬영한 순간의 카메
라의 위치이며 이것은 점으로 표현되며 또
한 카메라의 방향 정보를 가진다. 그리고

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촬영한 동안

Geo-태그를 편집한다. 이미지를 그림 우

카메라가 이동한 궤적으로 다각선으로 표

측과 같이 업로드 하여 Geo-Contents를

현되며 또한 각 순간마다의 카메라의 방향

저장한다.

정보를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요구사항을 다음 표 1과 같이 정의 하였
다.
표 1. 저작 도구의 기능 요구사항
기능
Geo-이미지
태깅

Geo-비디오
태깅

멀티미디어
재생

설명
이미지와 맵핑되는 Description 데
이터. 카메라 위치정보와 방향 및
부가 설명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
비디오에 맵핑되는 Description 데
이터. 카메라의 궤적 정보와 각 시
간마다의 방향편집, 부가 설명을 편
집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
Geo-이미지 태깅 및 Geo-비디오
태깅 할 때 원본 데이터와 비교하며
생성을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생성
가능. 그러므로 업로드할 멀티미디
어를 보면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

Geo-Contents
Geo-Contents를 DB에 저장.
저장

그림 2. 구현 결과

3. 결론
본 논문에서 Geo-태깅, 멀티미디어 재
생 기능, 실내 Geo-Contents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웹 기반 실내 Geo-Contents 저
작 도구에 대해 소개하였다. Geo-태깅 편
집 기능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재생 기능
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Geo-Contents제작
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Geo-태
그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 할 수 있었다.
비디오의 경우 각 이동 중에 카메라의 방
향이 변할 수 있지만 현재는 Geo-비디오
태깅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
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Geo-비디오 태깅
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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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들 Geo-Contents 저작 도구의 시스
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클라이언트에서
는 GermaniumWeb 플러그인과 연동하여
유저에게

실내

3D

웹

뷰어

및

실내

Geo-Contents 편집을 가능하게 한다. 클
라이언트에서 제작된 실내 Geo-Contents
는 웹서버에 전송되며, 전송된 데이터는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
실내 Geo-Contents 저작 도구 구현결과
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의 좌측에 화면은
GermaniumWeb 플러그인으로 실내 3D 모
델을 보면서 좌측 하단에 있는 Geo-이미
지 태깅 및 Geo-비디오 태깅 버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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