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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by using MPEC-4 systems, it 

is easy to create MPEC-4 file and to design 

multimedia which it understands. Also, by 

using a MPEG-Pro it is proposed that the user 

understood the data transfer and expression 

etc. easily and it added the focus processing 

function it will be able to design and to be 

possible individual learning which is easy 

with the CD and web program.

   The effectiveness of this new multimedia 

courseware using MPEG-4 have been proven by 

experiments in practical teaching-learning 

method of courseware 

Ⅰ. 서론

   초고속 통신망의 급속한 보급으로 컴퓨터 관련 기술

들이 보다 빠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

여 사용자의 요구 사항도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 졌

다. 정적인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된 정보 보다는 기

존 서비스 방식을 탈피하여 웹상에서 사용하려는 새로

운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게 됨과 더불어 MPEG을 기반으

로 한 멀티미디어 교육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

다. 멀티미디어 응용 서비스에는 영상회의, 원격 교육, 

원격 감시 등의 분야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육방법의 응용 분야로 이용하는 학교나 학생 개개인

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받

아들인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1-4]

   MPEG-4는 멀티미디어 통신을 전제로 만들고 있는 영

상압축기술로 낮은 전송률을 이용하여 동화상을 보내고

자 개발된 데이터 압축 및 복원기술에 대한 새로운 표

준을 말하며 저속 전송으로 동화상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MPEG-4를 사용하여 표현방식이나 내용에 사용자 

대상 구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존의 컨텐츠 저작도

구들을 핵심처리를 강화하여 교육용 멀티미디어 코스웨

어를 설계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업적용 방법을 제안하

였다.

   본 논문은 2장에서 기존의 멀티미디어 저작도구들의 

표현방식이나 내용 등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MPEG-4 시

스템을 이용한 저작도구인 MPEG-Pro에 대한 설명과 

MPEG-4를 사용하여 설계한 교육용 멀티미디어 코스웨어

와 보다 효과적임을 실험학습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고 

4장에서는 MPEG-4를 사용하여 교육용 멀티미디어 코스

웨어의 수업적용으로 교수학습자간의 적극적인 학습 참

여도 향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5장에서

는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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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현재 HTML을 만들어 주는 나모 웹 에디터든지 IBM사

의 Hotmedia와 같은 저작도구들은 WYSWYG방식을 사용

해서 기본적인 지식 없이 HTML페이지 제작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같은 페이지 제작은 아니지만 멀티미디어

나 교육용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매크로 미디어사의 

Flash, 스칼라정보통신의 ToolBook과 같은 사용자가 

기존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정보를 이용해서 다양

한 컨텐츠 제작을 가능하게 해준다.

  2.2 IBM사의 Hotmedia

 멀티트랙 애니매이션, 파노라마, 회전 줌 등 HTML, 자

바 스크립트 등과 연동되는 특별한 기능들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을 강화하고자 하는 창의성 있

는 전문가를 위한 도구로 미디어 개체에 링크를 설정할 

수 있고 하나의 파일에 가능한 모든 것들을 조합할 수 

있고 결과물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어떤 웹 페이지에도 

쉽게 첨가될 수 있다. 또한 Hotmedia는 데이터와 코드

를 최소화하여 다운로드를 빠르게 하는데 효과적인 도

구이기도 하다.

   2.3 매크로 미디어사의 flash

  

   웹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flash를 이

용하여 사운드 효과, 화려한 애니메이션, 혁신적인 애

니메이션을 모두 구현할 수 있다. 강력한 그래픽 지원

으로 웹의 세계를 풍부하게 하는 효과와 벡터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송속도를 향상 시킨다. 이미지 확대, 축소 

시 손상이 없이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마우스 

조작에 반응하는 버튼 제작, 다른 웹 사이트로의 이동, 

글자의 입력이나 항목의 선택 등 사용자의 움직임을 서

버로 전송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빠르

게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도구이다.[2]

Ⅲ. MPEG-4 시스템을 이용한 저작도구
   3.1 MPEG-Pro

    컨텐츠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MPEG-4에서 기술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유사 형식으

로 각 미디어들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MPEG-4 시스템

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MPEG-Pro는 본 연구의 목적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직

접 구현하기 어려운 MPEG-4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작

하는 일을 직관적이고 복잡함을 제거하기 위해 제작되

었다.[3]

[그림 1. MPEG-Pro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3.2 MPEG-Pro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MPEG-Pro에서는 인터페

이스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

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미디어를 배치하면 각각의 미디

어들을 표현해주는 스크린과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배

치된 요소들의 속성을 표현하는 창과 트리를 나타내는 

창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창에 나타내는 부분은 사

용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밑 부분에 시간의 흐름

을 나타내는 시간 상태표시기가 있어서 시간 스케줄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재생, 멈춤 버튼과 슬

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원하는 시간에 작업을 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 있다.[5]

   3.3 MPEG-Pro의 구조

   그림 2와 같이 핵심부분과 확장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핵심부분은 다른 많은 부분들의 핵심과 확장

을 함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통신하게 되어 있는 구조

이다. 주로 미디어들을 기술하는 방법과 형성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고 개발자들은 이 부분만을 알고 있으

면 나머지는 자신들이 원하는 데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MP4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핵심부분에서 모두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용이 개발자의 입장에

서는 자유로워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핵심 / 확장 구조]

 Media Handler는 미디어 스트림의 비 동기화된 복호화

를 제공하고 MP4 Manager로부터 샘플을 받고 표현하기 

위해서 복호화 버퍼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다. 

Templates Manager는 미디어의 시작위치를 설정하는 

등 초기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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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ng Manager부분에서는 확장부분에 통신을 하면

서 확장에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해준다.

Ⅳ. MPEG-4를 사용한 저작도구의 설계

   4.1 저작 도구 시스템의 개요

 

   MPEG-4를 기술하고 있는 표현들은 VRML과 마찬가지

로 마크업 언어이므로 텍스트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에

서 작성하 수 있다. 최근 요구되는 사항은 사용자와 상

호 반응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하에서 효율적으로 표현

이 가능한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MPEG-4 저작도루를 제작함으로

써 일반 사용자가 간단하게 멀티미디어 정보를 재생하

고 여러 사람이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4.2 저작도구 시스템 구성도

   그림 3은 여러 가지의 멀티미디어 객체들을 사용하

여 동영상, 이미지 등을 사용자에게 표현해 주고 사용

자는 멀티미디어 객체들을 배치하여 Scene/Mux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그리고 저작도구 내에서 이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MPEG-4 저작물을 생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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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객체 객체 객체 객체

각자의 객체인 동영상, 
이미지 등을 사용자에
게 표현하고 배치시킴

MPEG-4 저작물 생성 후
MPEG-4 재생기에서 재생

장면기술과 객체
기술의 저작물을
만드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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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4 재생기에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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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과정

[그림 3. MPEG-4 시스템 구성도]

 MPEG-4 제작 시 저작도구 개발자와 저작도구 사용자간

에 상호 의견 교류를 통해서 사용자는 개발자에게 자신

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알려주게 되고 개발자는 사용자

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템플릿을 제작/제

공하게 된다. 사용자는 템플릿을 선택하여 미디어들을 

배치시키고 마지막으로  MPEG-4 저작물을 생성 한 후 

MPEG-4 재생 기에서 재생을 하게 된다.

   4.3 MPEG-4를 사용한 교육용 멀티미디어 코스

웨어의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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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코스웨어의 설계 구성도]

   그림 4는 MPEG-4 저작도구 멀티미디어를 설계한 것

에 MPEG-Pro를 이용하여 교육용 멀티미디어 코스웨어의 

설계 구성도로 동영상 재생, 오디오 재생, 이미지 뷰 

클래스, 스크린 역할 클래스의 네 부분을 이용하게 된

다. 각각의 클래스에서 생성된 멀티미디어는 그림 5처

럼 처음 학습화면에서 단계별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반

복적인 피드백 학습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

로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강화시키고 적극적인 학습

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5. MPEG-4 플레이어에서의 재생모습]

   4.4 MPEG-4를 사용한 교육용 멀티미디어 코스

웨어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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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험 결과]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한 전

통적이 수업과 위에서 설계한 MPEG-4를 사용한 교육용 

멀티미디어 코스웨어 적용의 코스웨어 활용 수업으로 

각각 A, B반 (각34명)을 기준으로 교과 단원을 실험해 



2005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제28권 제2호

1224

본 결과 코스웨어를 활용한 수업이 전통적인 수업방식 

보다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으로 단원 성적

이 향상되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방식에 학습자는 집중력이 저하

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미 

각 학교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학습자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코스웨어를 설계하여 미비하게 교과단원을 지나치는 경

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

정에서도 온라인방식을 활성화 시켜 예습․복습이 사전

과 사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코스웨어 활용 수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수업이 되지 않아야 하고 적절한 학습 유도와 적절한 

상황 설정, 적용이 이루어 져야 교수-학습자간의 보다 

효과적인 수업방법이 된다.

Ⅴ. 결과 및 향후 연구과제

    MPEG-4시스템을 이용한 MPEG-Pro를 사용한 교육용 

멀티미디어 코스웨어는 사용이 쉽기 때문에 반복․지속

적인 학습으로 학습자 동기화를 향상 시키고 자기 주도

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시켜 적

극적인 학습의 참여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코스웨어

의 수업 적용으로 교수-학습자 학습 방법이나 학업 성

취도도 동시에 향상된다.

   개발된 교육용 멀티미디어 코스웨어는 다양한 학습 

유형에 적용하기 쉽고, MPEG-4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템

플릿을 선택하여 쉬운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이 가능

하다.

   향후에는 복호기에 자동 입력 추가 기능과 MPEG-7 

스트림 처리가 가능하도록 복호 기능을 추가하여 학습

내용의 보다 정확한 피드백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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