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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직접 분석하여 메타데이터를 부여하던 기존 연구들은 멀티미디어 파일에 

부여된 키워드에 해당하는 온톨로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직접 검색을 실

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의미가 부여된 키워드에 의하여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율이 떨어지는 문제점

을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SASM은 키워드에 부여된 다의성과 동의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WordNet을 이용하여 확장한 후, 확장된 키워드들을 이용하여 온톨로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이미지에 대한 직접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키워드에 대한 동의성과 다의성을 이용한 확장된 키워드들

을 이용함으로써 검색 결과의 재현율과 정확성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1. 서  론

재 시맨틱 웹을 구축하기 해서는 인터넷 상에 존

재하는 모든 정보들에 하여 메타데이터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여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추론 과정을 거치

거나 정제 과정을 거친 후 온톨로지가 구축되고, 구축된 

온톨로지들을 이용하여 시맨틱 웹[1]을 구축할 수 있다. 

최근 포털 사이트나 UCC(User Created Contents) 문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태그 정보도 역시 시맨틱 웹을 구

하기 한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태그는 최

의 문서 작성 작성자가 해당 정보에 하여 기 인 설

명인 메타데이터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해당 정보에 한 

가장 정확한 메타데이터의 부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보를 생성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연 된 단어를 입력하

기 때문에 사용자의 극 인 참여만 보증된다면 매우 

렴하고도 효과 으로 해당 정보에 한 메타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기 구축된 정보들

이나 새롭게 생성된 정보 에서 사용자가 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한 책이 필요하다. 물

론 텍스트 기반의 웹 문서의 경우 기존의 기술을 이용하

여 만족할 만한 메타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으나 멀티미

디어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에 한 메타데이터를 구축

하기 해서는 해당 멀티미디어 정보를 최 로 작성한 

작성자에 의하거나 문 인 메타데이터 부여자에 의하

여 해당 자료에 한 메타 데이터를 할당하는 경우 이외

에는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멀티미디어 정보의 내용을 직  분석한 후  메타데이터

를 부여하거나, 수동으로 메타데이터를 효과 으로 부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해 왔

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직  분석하여 메타

데이터를 부여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기 구축된 온톨로지

가 정보가 없거나 잘못된 의미의 메타데이터를 내포함으

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한 SASM(se

matnic Annotation System for Multimedia file) 제안하

다.

2. 련연구

2.1 Semantic Web

웹의 창시자인 W3C의 Tim Berners-Lee가 1999년 

제안하여 표 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맨틱 웹 기술은 인

간 지식의 처리를 기계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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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을 통해 확장,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로 인

정받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시맨틱 웹 기술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업 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년 안에 이러한 노력은 지식 

기반 사회의 거의 모든 산업에 큰 향을 끼칠 것이라고 

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정보 차원에서 IT8

39의 차세  소 트 인 라로 시맨틱 웹의 연구 개발 육

성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보 환

경이 개됨에 따라 휴 폰 서비스 등에 시맨틱 웹 기술

을 응용하려는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시맨틱 웹 기술은 온톨로지 엔지니어링, 시맨틱 어노

테이션, 시맨틱 정보 장 리 시스템, 의미 정보 질의 

 추론 시스템, 응용 솔루션  서비스 시스템 등 다섯 

가지로 나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 구 한 SASM의 경

우 시맨틱 어노테이션과 시맨틱 정보 장 리 시스템

과 연 이 있다.

2.2. MPEG-7

 MPEG-7은 동 상 문가 그룹인 MPEG(moving pi

cture experts group)에서 개발한 ISO/IEC(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nternational electro-t

echnical commission) 표 으로 공식 명칭은 "멀티미디

어 컨텐트 기술을 한 인터페이스(multimedia content 

description interface)"이다. 이 의 MPEG 표 들이 

장 매체에 동 상  오디오 정보를 장하기 한 MPE

G-1, 디지털 텔 비  방송을 MPEG-2, 인터넷  이

동통신에서 사용하기 한 멀티미디어 응용인 MPEG-4

와 같이 동화상 는 오디오 정보를 압축하거나 송하

기 한 것이 목 이었다면 이에 비해 MPEG-7은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서술하기 한 표 으로 제안되었다. 1

996년 10월 멀티미디어 내의 상 데이터 컨텐츠를 서

술하기 한 표 을 만들기 해 MPEG-7 그룹이 결성

되었고, 이후 평가와 실험 모델을 거쳐 2001년 9월에 표

을 제안하 다. 기존 기술과 달리 MPEG-7은 컨텐츠 

자체를 표 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에 한 정보, 즉, 

메타데이터를 표 한다는 에서 기존의 표 들과 다르

며, 기존의 MPEG 표 들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었다면, MPEG-7은 필

요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검색을 가능하게 해 다[2]. 

3. SASM의 설계  구

3.1 멀티미디어 일에 메타데이터의 어노테이션

멀티미디어 일에 메타데이터를 부여하기 한 멀티

미디어 일을 직  분석하거나, 멀티미디어 일에 메

타데이터를 부여해주는 연구들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

어져 왔다. [3,4,5,6,7,8,9,10,11,12,13,14]. 기존의 다양

한 연구들 에는 수동 메타데이터 어노테이션 방식[3], 

반자동 메타데이터 어노테이션 방식[4,5,6,7,8,9], 자동 

메타데이터 어노테이션 방식[10,11,12,13,14]들로 구분

될 수 있다. 자동 혹은 반자동 메타데이터 어노테이션 

방식의 경우 멀티미디어 일 자체의 수  기술자(low 

level descriptor)들을 산출하여 이미지에 하여 추론을 

진행한 후, 다시 문가가 정제(refinement)할 있도록 

제공하는 반자동 메타데이터 어노테이션 방식의 변형된 

형태의 연구[6,7,8,9]도 있다. 멀티미디어 일 자체를 

직  분석하는 경우에도 기본 으로 이미지와 련된 키

워드, 문장 등이 할당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일들을 분

석하는 경우와 직  이미지 자체 내의 윤곽선(edge), 색

감, 질감, 공간 계 등을 분석하여 작업하는 등의 두 가

지로 나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해당 이미지에 한 정

확한 검색 결과에 의한 정확한 메타데이터 어노테이션 

작업을 수행하기 해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에 비해 검

색 결과의 질의 아직도 미미한 수 에 이르기 때문에, 

부분의 연구들은 자의 결과를 발 시키는데 을 

두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의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 은 멀티미디어 일에 

키워드가 부여되어 있더라도 해당 키워드에 한 온톨로

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멀티미디어 

일에 한 직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WordNet을 이용하여 해당 멀티미디어 

일에 부여된 키워드에 해당하는 온톨로지 일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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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더라도 키워드에 부여된 다의성과 동의성의 특징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일에 한 직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SASM을 설계, 구 하 다.  

3.2 SASM의 구조

(1) SASM의 기본 개념 

본 논문에서 설계, 구 한 SASM(Semantic Annotatio

n System for Multimedia File)은 특정 키워드가 부여되

어 있는 특정 도메인 심의 이미지 그룹들이나 개인이 

디지털 카메라나 모바일 폰의 디지털 카메라로 은 이

미지, 캠코더 등에 의한 촬 된 동 상들을 자동으로 분

석하여 각 이미지들에게 메타데이터를 어노테이션한 후, 

문가나 개인 사용자가 다시 해당 분류에 하여 수동

으로 메타데이터를 정제 혹은 어노테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SASM은 기존의 메타데이터 어노테이션 

시스템들이 해당 이미지에 부여된 특정 키워드에 한정하

여 구축된 온톨로지에 기반한 학습 데이터의 결과를 가

지고 이미지에 한 자동 분석하는 방법을 확장  개선

하여, WordNet에서 제공하는 다의성과 동의성을 가지는 

단어들의 연 성을 활용하여 도메인 혹은 해당 키워드와 

연 된 온톨로지나 학습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

당 멀티미디어 일에 한 자동 분석 작업의 학습 범

를 확장한다. 이와 같이 확장된 학습 데이터의 활용으로 

해당 이미지들에 한 검색 결과에 한 재 율(recall)

과 정확율(precision)을 향상시켰다. 한 자동 메타데이

터 어노테이션 방식에 의하여 어노테이션된 메타데이터

와 사용자가 직  어노테이션한 메타 데이터를 JENA 추

론 엔진에 RDF 형식으로 장함으로서, 추후 사용자가 

이미지를 검색하는 경우 사용자가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제공한다.

(2) 멀티미디어 일 수집 에이 트

본 논문에서 설계, 구 한 SASM은 구 , 네이버 등에

서 제공하고 있는 키워드 심의 이미지 도메인 장소

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검색 엔진 에이 트, 일

반 사용자가 카메라 폰을 이용하여 은 사진을 온라인 

[그림 1] SASUBI의 체 구조

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모바일 에이 트,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용기기를 이용해서 은 

사진이나 상 등을 사용자가 직  업로드 하는 것을 수

집할 수 있는 웹 에이 트들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다

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 에이 트들은 각종 멀티미

디어 기기에서 자료를 획득할 경우에는 '제목'과 같이 해

당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하여 사용자가 부여한 키워드

가 있어야 한다. 물론 사용자가 무의미하게 입력한 '제목

'일지라도 꼭  해당 멀티미디어 일에 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키워드가 필요한 이유

는 [그림 1]의 자동 시맨틱 어노테이터(auto semantic a

nnotator agent)가 멀티미디어 일에 한 직  분석을 

실시할 때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를 WordNet을 이용하여 

동의성과 다의성을 이용하여 활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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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일 수집 에이 트(multimedia data gatheri

ng agent)가 수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키워드가 포함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비분류 장소(non-classified 

repository)로 바로 해당 멀티미디어 일을 장한다.

(3) 자동 시맨틱 어노테이터 에이 트

자동 시맨틱 어노테이터 에이 트(auto semantic anno

tator agent)는 멀티미디어 일 수집 에이 트(multime

dia data gathering agent)가 수집한 각종 멀티미디어 자

료에 한 직  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메타 데이터를 어

노테이션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수집된 멀티미디

어 데이터에는 특정 키워드가 이미 부여되어 있어야 한

다.

SASM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한 직  분석을 실

시할 때, 기존 연구에서는 해당 키워드에 한 온톨로지

와 그와 연 된 학습 데이터만을 이용하지만, SASM은 

해당 키워드에 한 온톨로지나 그와 연 된 학습 데이

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WordNet에서 해당 키워드에 

한 동의어 혹은 다의어 단어를 구한 후, 기 부여된 키워

드와 동의어  다의어에 한 온톨로지 혹은 학습 데이

터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한 직  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직  분석한 결과에 한 재 율과 정

확율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멀티미디어 일에 

한 분석이 끝난 후, 메타데이터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비분류 장소(non-classified repository)에, 메타

데이터를 도출한 경우에는 분류 장소(classified reposi

tory)에 해당 키워드들과 함께 장한다.

(3) 반자동 시맨틱 어노테이터

반자동 시맨틱 어노테이터(semi-auto semantic annot

ator)는 자동 시맨틱 어노테이터(auto semantic annotat

or agent)가 어노테이션한 멀티미디어 일에 한 메타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부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본 논

문에서는 정제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는 해당 자료에 

한 정확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사용자라고 

가정한다. 자동 시맨틱 어노테이터 에이 트(auto seman

tic annotator agent)가 분석한 결과는 해당 데이터에 

한 최종 인 정제 과정을 거친 후 메타데이터부여/분류 

장소(annotated&classified repository)에 장될 수 

있다. 자동 시맨틱 어노테이터(auto semantic annotator 

agent)에서 수행한 결과가 옳은 경우에는 별도의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수행한 결과가 옳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제의 과정을 거치므로 최종 인 메타

데이터부여/분류 장소(annotated&classified repositor

y)에 장하기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4. 성능분석

본 논문에서 멀티미디어 자료에 한 직  분석을 실

시하기 하여 UC Berkley Digital Library의 CalPhotos

의 Animal을 사용하 으며, 기계　학습 도구로는 SVM(S

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 다. 멀티미디어 자료

에 한 직  분석 방법으로는 윤곽선 검출, 상 이진

화에 따른 패턴 추출, Dominant Color 등을 사용하 다. 

멀티미디어 자료에 한 직  분석을 이용하여 CalPhoto

s의 일부 데이터를 추출하여 학습을 실시하 으며, 학습

을 실시할 때는 WordNet에서 제공하는 다의성과 동의성

을 이용하여 확장될 수 있는 키워드까지 포함하여 학습

을 실시하 다. 기존 시스템은 단순하게 주어진 키워드

에 의해서만 학습을 실시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

템은 주어진 키워드 이외에도 다의성과 동의성을 이용하

여 멀티미디어 일에 한 직  분석을 실시하 다. 

[표 1]과 [표 2]는 기존 시스템과 키워드의 다의성과 동

의성을 이용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으로서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방식이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구      분
기존 시스템 SASUBI

개 소시지 개 소시지

인  식  율 43% 1% 54% 61%

거  부  율 57% 99% 46% 39%

 [표 2] 다의성을 가지는 키워드가 부여된 

이미지들에 한 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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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 시스템 SASUBI

인식율 45% 51%

거부율 55% 49%

정확성 56% 70%

[표 3] 동의성을 가지는 키워드가 부여된 

이미지들에 한 직  분석 결과

5. 결론

시맨틱 웹을 성공 으로 구 하기 해서는 그에 따른 

킬러 어 리 이션의 개발이 가장 시 하다. 킬러 어

리 이션의 개발하기 해서는 시맨틱 웹이 구 되기 

한 기반 환경을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맨틱 웹을 

구 하기 하여 기존의 생산된 정보에 효과 으로 

한 메타데이터를 부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 구 한 SASM은 기존의 직  분석에 

의한 메타데이터 부여하는 방식이 해당 키워드에 한 

온톨로지가 기 구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분석을 거부하

거나, 키워드에 부여된 잘못된 의미의 해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 율과 정확성 하 문제를 일정 부분 개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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