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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공유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권리관리정보(RMI,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저작권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유저작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는 공

유저작물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RMI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관리하고 최신의 정보로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동일한 

권리를 가진 이미지는 다양한 이미지 포맷과 사이즈 변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갱신처리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특징점 기술을 활용하여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중복데이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한다.

키워드: 공유저작물(Public Domain Works),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RMI)), 

웹 크롤링(Web Craw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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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기관들은 이용자들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공유저작물과 저작권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저작물을 위한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다.

Table. 1. 공유저작물의 이용현황

이러한 공유/공공저작물은 이용허락범위만 지킨다면 비교적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용허락범위를 넘었을 경우엔 

저작권 침해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공유/공공 저작물 

사이트에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조건 등을 표시한 마크를 만들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려고 하나 각 사이트 별로 상이한 표시로 인하여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어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통합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통합관리에 있어서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 이미지는 

다양한 이미지 포맷과 사이즈 변경에 따라 다양하게 유통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데이터 중복처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문에서는 지능정보 기반의 이미지 공유저작물 검색시스

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관리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갱신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 특징점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중복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II. 이미지 특징점을 활용한 권리관리정보 갱신

2.1 지능정보 기반의 이미지 공유저작물 검색엔진 

지능정보 기반의 이미지 공유저작물 검색엔진 시스템은 그림 1과 

같다. 우선 이미지의 태그를 생성하기 위해 크롤링 모듈에서 이미지와 

메타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딥러닝 모듈을 통해 이미지에 

맞는 태그를 찾아주기 위한 학습을 진행한다. 그 후 실질적으로 이용자

들에게 보이게 될 데이터들은 메타데이터 생성 모듈을 거쳐 딥러닝 

모듈에서 진행된 학습에 따라 이미지와 맞는 태그와 색상 정보 등의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은 검색 엔진을 통해 이미지의 태그 및 색상, 객체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검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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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지능형 이미지 공유저작물 검색시스템 구성도

2.2 RMI 통합 및 갱신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RMI 통합 및 갱신에 대한 전체 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다. 먼저 각각의 공유저작물 사이트에서 공유저작물 데이터

를 웹 크롤러 기술을 이용하여 추출을 진행한다.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

에서 각 공유저작물에 대한 권리정보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 이때 

유료 저작물이거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사용이 제한된 

저작물들은 제외하여 데이터를 선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선별된 

데이터는 신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며 통합 이미지 RMI 데이터베

이스와 매칭하여 통합과 갱신을 수행한다.

Fig. 2. 이미지 공유저작물 RMI 통합 및 갱신 알고리즘

2.3 데이터 중복처리 방안

갱신 및 통합 작업을 하기 위해선 양 데이터베이스 간에 매칭을 

시킬 수 있는 식별자가 필요하며 이때 식별자는 이미지의 해시값을 

추출하여 매칭 시키는 게 정확하다. 하지만 각 공유저작물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별로 상이한 사이즈로 제공하며 해시의 특성상 사이즈

만 조금 달라져도 다른 데이터가 되므로 식별자로 선정하기에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선 이미지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식별자로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지의 가로, 세로 각각의 RGB 값을 구하여 

서로 조합한 코드를 식별자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특징점을 이용하여 

두 데이터베이스를 매칭 시키며 매칭 된 데이터들은 그림 3의 알고리즘

에 따라 통합 및 갱신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 이미지 RMI 

데이터베이스 A의 데이터와 새로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인 B의 

데이터와 서로 매칭되는 데이터가 없다면 새롭게 등록된 데이터로 

판단하고 A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추가한다. 만약 서로 매칭 

되는 데이터가 있으며 권리정보나 메타정보가 서로 다르다면 A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B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정보로 갱신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B의 데이터베이스에서 A의 데이터베이스와 

매칭 된 데이터가 여러 건이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엔 알고리즘에 

따라 저작물의 수정 날짜 및 등록 날짜를 최우선적으로 최신 데이터 

판별 기준으로 삼고 날짜마저 동일하다면 조회 수가 높았던 데이터를 

선택하여 갱신 작업을 수행한다.

Fig. 3. 중복처리에 대한 갱신 알고리즘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미지 특징점을 활용한 권리관리 정보 

갱신 기법은 이미지 특징점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정보 기반의 이미지 

공유저작물들에 대한 권리관리 정보에 대한 중복 데이터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최신의 RMI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공유저작물 검색엔진에서 RMI 갱신시 서로 상이한 형태로 

유통되는 동일한 권리를 가진 이미지들에 대한 중복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일괄된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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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이미지의 특징점 기술을 이용한 매칭 방법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여 매칭 정확도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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