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5)

509

KEM Ver 2.0을 이용한 MPEG-7 기반의 

교육정보 이미지 검색시스템 설계

곽길신, 주경수*

*순천향 학교 공과 학 컴퓨터학부

e-mail:phnewma@hotmail.com, gsoojoo@sch.ac.kr

A Design of A Education Information 

Image Retrieval System using KEM Ver 

2.0 based on MPEG-7

Kwak Kil-Sin, Joo Kyung-Soo*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336-745, Korea

요       약

   인터넷과 웹과 같은 정보사회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정보의 교류 수요의 속한 증가에 따라 교

육정보 자료에 한 메타데이터의 표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개별 으로 개발되고 

있는 교육정보 자료를 통합 으로 공유, 재사용하기 하여 KEM(Korea Education Metadata) Ver 2.0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하 다. 한 해외에서는 최근 증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한 

표 을 하여 MPEG-7 표 이 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정보 자료 에서 교육정보 이미지에 한 검색시스템을 설계하 다. 

본 검색시스템의 설계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된 KEM Ver 2.0을 수용하기 하여 교육정보 이미

지의 메타데이터 표 을 KEM Ver 2.0에서 제안된 메타 데이터 표 을 MEPG-7으로 확장한 XML 스키

마를 사용하 다. KEM Ver 2.0 기반의 high-level 메타데이터와 MEPG-7 기반의 low-level 메타데이터

를 이용함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교육정보 이미지의 상호교환 뿐 아니라 체계 이고 빠른 검색과 추

출이 가능할 것이다.

1. 서론
  최근 인터넷과 웹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정보사회의 교

육환경 변화에 응하여 교육정보의 교류 수요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교육정보의 

메타데이터 표 을 정할 필요성이 두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KEM(Korea Educational 

Metadata) Ver 2.0 을 개발하 다.

  이미지와 동 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교육정보

에서  비 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용량 비정형

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과거의 텍

스트 주의 데이터에 비해 효율 인 리가 어렵다. 

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검색 기법에 따라 메타데이터 표

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번 제작된 멀티미디어 메타 

표 이 다른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계속 재

생산해야 하는 비효울 인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국제

표 화 단체인 MPEG(Moving Picture Experts)에서 

MPEG-7을 제정하 다. 

  본 논문에서는 KEM Ver 2.0을 MPEG-7으로 확장한 

교육정보 이미지 검색시스템을 설계하여 메타데이터 사용

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로 다른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자 

 이기종 시스템간의 메타데이터의 상호호환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재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련 연구로 기술하고 련 기술로 KEM Ver 

2.0과 MPEG-7을 기술한다. 3장에서 시스템 설계를 논하

고 4장에서 결론짓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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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기술

2.1 련 연구

2.1.1 이미지 검색시스템

  MARS는 Illinois 학에서 만든 시스템으로 사용자 피

드백 기능을 강화한 시스템이다. 사용자의 피드백은 각 

특징에 한 가 치 값을 조 하는데 사용되며, 이러한 

가 치 조 을 통하여 각기 다른 방식의 유사도 측정이 

이용된다[5].

  Blobworld 시스템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학에

서 만든 시스템으로서 사용자는 blob이라고 불리는 역

을 선택하고, 선택된 blob의 색상, 질감, 치나 형태 등의 

추가 정보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상 구별에 필요한 성분만을 추출하여 압축하고 

다시 원래의 상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외에

도 최근 들어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시스템의 개발이  

세계 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

  MIT에서 개발한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의 표  시스

템인 PhotoBook은 모양  질감 등 여러 종류의 특징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한다[3]. 

  IBM에서 개발한 이미지 검색시스템으로 가장 리 알

려진 제품으로 키워드에 의한 검색  질감, 모양, 칼라 

등의 특징 조합을 이용한 검색을 지원한다. 한, 데이터

베이스에 장된 이미지에 하여 사람이 의미 정보를 부

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제한 이나마 의미 정보에 

의한 검색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 인 특징과 의미 정

보를 표 하는 논리 인 특징이 체계 으로 통합되어 있

지 않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질의 인터페이스가 체계 으

로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용

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특징 데이터를 완  자동으로 

추출하지 못하고 부분 으로 사람의 수작업을 이용해야 

한다는 단 이 있다[6].

2.2 련 기술

2.2.1 MPEG-7

  MPEG-7 표 은 “Multimedia Content Description 

Interface”라고 불리며,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넓은 역을 

서술하도록 설계되었다. MPEG-7은 그림과 그래픽 혹은 

3D 모델과 오디오와 음성과 비디오 등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합에 한 것도 서술할 수 있으며, 다른 

MPEG 표 들에 하여 독립 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 MPEG-7은 MPEG-4 내에 정의된 데이터들을 다시 표

하는데 합하다[9].

  MPEG-7은 오직 XML 스키마 내에서 표 된다. 

MPEG-7의 요 엘리먼트는 표 자(Descriptor:D), 표

구조(Description Scheme:DS), XML 내의 표 정의언어

(Description Definition Language:DDL)이다. 표 자들은 

단일 특성을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색상들과 소리 

그리고 화나 사람들과 같은 객체의 특성들에 한 의미

와 구성을 정의한다. 표 구조 컴포 트들은 구조와 의미 

그리고 컴포 트 간의 계를 기술한다. DDL은 표 자와 

표 구조의 확장과 생성을 허락하며 객체 지향 인 로

그래 의 상속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존의 복잡한 타입과 

단순한 타입을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한 DDL 스

키마는 제약조건을 기술한다[9].

2.2.2 KEM Ver 2.0

  KEM(Korea Educational Metadata) Ver 2.0 메타데이

터의 개발 목 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교육정보의 메타데

이터의 표 을 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교육정보 서비스 제

공자  이기종 시스템간의 메타데이터의 상호호환을 가

능하게 하는데 있다. KEM Ver 2.0 메타데이터로 일 성 

있게 정의된 교육정보는 자료의 상호교환뿐 아니라 체계

이고 빠른 검색과 추출을 보장해 다[7].

  KEM Ver 2.0은 IEEE에서 2002년 7월에 발표한 LOM 

Ver 1.0(Final Draft Standard)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KEM Ver 2.0은 국제 표 인 IEEE LOM의 사상을 기본

으로 기존의 KEM 1.0  문헌정보분야의 표 격인 DC 

메타데이터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즉, 단편

인 학습자료뿐 아니라, e-러닝 학습객체를 포함하여 더

불어 문헌자료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80개의 메타

데이터 요소로 구성되었다. 한, XML로 바인딩 하기 

하여 XML DTD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XML Schema를 

사용함으로써 DTD가 가지는 확장성  Name Space 지

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 다[7].

  KEM Ver 2.0 메타데이터 정보모델(meta-data 

information model)은 KEM에 합한 메타데이터를 기록

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데이터요소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일반사항 범주, 생명주기 범주, 메타메타데이터 범주, 기

술 범부, 교육 범주, 작권 범주, 계 범주, 주석 범주, 

분류 범주 와 같은 9가지의 범주로 분류된다. KEM Ver 

2.0 메타데이터 정보모젤의 테이블은 메타데이터요소와 

계층구조로 조직화되는 방법을 나열하며 각 요소는 분류, 

요소명, 설명, 순서, 필수, 다 성, 데이터유형과 같은 정보

유형들로 정의한다.  

3. KEM Ver 2.0을 이용한 교육정보 이미지 검색시스

템 설계

3.1 KEM Ver 2.0을 이용한 MPEG-7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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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KEM Ver 2.0 기반의 개념  모델링

그림 1. KEM Ver 2.0 기반의 개념  

모델과 표 정의 언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묘사하는 MPEG-7을 사용하기 

해서는 개념  모델과 구  모드를 고려해야 한다. 개념

 모델은 MPEG-7의 요구사항을 끌어내고, 구  모드는 

미디어 컨텐츠에 한 기술을 끌어낸다. 한 구  모드

에서는 MPEG-7 표 정의언어에 따른 표 자와 표 구조

의 형식을 이끌어 낸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개념  모델 

그림 1과 같다. KEM Ver 2.0 기반의 개념  모델은 

MPEG-7의 요구사항을 추출하고 미디어 컨텐츠에 한 

기술을 추출한다. 그리고 MPEG-7 표 정의언어에 따른 

표 자와 표 구조의 형식을 생성하며 이에 따라 

MPEG-7 문서를 생성한다.

3.1.2 MPEG-7과 KEM Ver 2,0 기반의 XML 스키마 

도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정한 KEM Ver 2.0의 규격에 따

라 9가지의 정보모델과 각 범주에 속해 있는 요소를 

MPEG-7 기반으로 XML 스키마를 도출한다. 그림 2는 도

출된 XML 스키마의 이다.

  
그림 2. MPEG-7과 상정보 메타데이터 기반의 

XML 스키마

3.2 low-level 메타데이터 추출

3.2.1 칼라(Color) 히스토그램

  교육정보 이미지 내용을 표 하기 해 사용되어진 특

징들에는 이미지에 한 명세, 객체의 모양, 질감 등을 이

용하는 방법, Wavelet 변환 함수를 이용하여 추출한 

Wavelet 계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컬러 히스토그램

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표 하기 해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컬러 히

스토그램이다. 

  이미지 공간정보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MPEG-7 컬러 

표 자는 표 1에서 나타내듯이 5 가지가 있다[9].

표 2. 이미지 공간정보로부터 추출하는 표 자

표 자 이름 내 용

컬러 윤곽
8x8 크기의 이미지에서 Y, Cb, Cr의 
CDT 변환 후 계수 값으로 특징을 추
출한다. 

컬러 구조 
히스토그램

공간 역에서 8x8 도우 픽셀 단
로 이동시키면서 도우 내부의 컬러
빈의 존재 여부를 히스토그램으로 축
하여 컬러 빈의 공간 인 분포를 
추출한다.

주요 컬러

GLA(Generalized Lloyd Algorithm)를 
이용하여 컬러 빈들을 클러스터링 한
다. 클러스터링은 공간 분포의 분산이 
임계값 이하로 될 때 까지 반복된다. 

계층  컬러 
히스토그램

HSV 컬러 공간에서 컬러 히스토그램
을 구하고, 하 변환(Harr Transform)
을 이용하여 r계층  특징을 획득한
다. 

GoP(Group Of 
Picture)

여러 임에 해 계층  컬러 히
스토그램의 표 값을 나타내기 때문
에, 계층  컬러 히스토그램과 동일한 
추출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 교육정보 이미지로부터 low-level 메타데

이터를 추출하기 해 컬러 구조 히스토그램 표 자를 사

용하 다. 컬러 구조 히스토그램 표 자는 그 검색 성능

이 다른 기술자에 비하여 상 으로 뛰어나고 구  한 

간단하여 컬러 이미지 검색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컬러 

구조 히스토그램 표 자를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low-level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컬러 히스토그램 추출 방법

3.2.2 에지(Edge) 히스토그램

  질감(texture)은 상에서 물체의 표면이나 구조를 나타

내는 특성을 말하며 컬러(color), 모양(shape) 등과 더불어 

상을 분석하는데 요한 요소로서 사용된다[8]. 

MPEG-7에서 제공하는 질감 기술자는 세 가지이다. 첫째

는 텍스처 라우징 표 자(TDB: Texture Browsing 

Descriptor)로 상의 규칙성, 방향성 등을 반 하고 상

을 라우징하는데 목 이 있다. 두 번째는 에지 히스토

그램 표 자(EHD: Edge Histogram Descriptor),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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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호모제니우스 텍스터 표 자(HTD: Homogeneous 

Texture Descriptor)가 있다.[1].

  본 논문에서 교육정보 이미지로부터 low-level 메타데

이터를 추출하기 해 컬러 구조 히스토그램 표 자와 에

지 히스토그램 표 자를 사용하 다. 에지 히스토그램 표

자는 질감의 통계  근방법으로 에지의 공간  분포

를 나타낸다. 에지 히스토그램 표 자는 주어진 상의 

질감이 동질 이 아닌 때에라도 상의 검색에 효과 인 

질감 특징이다. 추출은 그림 5와 같다. 주어진 상을 4x4 

부분 상으로 나  후 이 부분 상들에 하여 지역  에

지 히스토그램을 계산하게 된다[1]. 

그림 4. 에지 히스토그램 추출 과정

3.3 KEM Ver 2.0을 이용한 교육정보 이미지 검색시

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설계한 검색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서버 구

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용자는 KEM Ver 2.0 기반의 

데이터를 장하기 해서 해당 교육정보 이미지를 선택

한다. 그리고 정보모델과 요소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장한다. 이에 따라 선택된 교육정보 이미지는 교육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그림 5는 이러한 시스템 구조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KEM Ver 2.0 기반의 교육정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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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수-학습자료에는 다수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재 사용되고 있는 이

미지 검색시스템들에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의 표 화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 KEM Ver 2.0을 MPEG-7으로 확장  

용하여, 교육정보 이미지 검색시스템을 설계하 다. 이

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교육정보 이미지의 상호교환

뿐 아니라 체계 이고 빠른 검색과 추출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 한다. 향후 과제로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음성과 

동 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한 교육정보 데이

터에도 KEM Ver 2.0을 용한 종합 인 검색시스템으로

의 설계 확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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