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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를 이용한 이미지 내 객체사이의 의미 정보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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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페이지에는 방 한 양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있으며 정확한 검색을 하여 낮은 수 의 시각 정보에서  

의미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부분 한 장의 이미지

에 하나의 정보를 추출하므로 이미지 내에 여러 객체가 조합되어 있는 경우 의미 정보를 추출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내의 여러 객체와 배경 등을 추출하기 하여 우선 각각의 수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SVM을 이용하여 미리 정의해 놓은 배경과 객체로 나 다. 이 게 나  객체와 배경은 온톨로지로 구축

하고, 치와 연  계의 의미 정보를 추론엔진을 이용하여 추론한다. 이는 이미지 내의 여러 객체들 사이에 

의미 정보 추론이 가능하고,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고수 의 의미 정보를 추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There is a large amount of multimedia data on the web page, and a method of extracting semantic information from 

low level visual information for accurate retrieval is being studied. However, most of these techniques extract one of 

information from a single image, so it is difficult to extract semantic information when multiple objects are combined in 

the image.

In this paper, each low-level feature is extracted to extract various objects and backgrounds in an image, and these 

are divided into predefined backgrounds and objects using SVM. The objects and backgrounds divided in this way are 

constructed with ontology, infer the semantic information of location and association using inference engine. It’s possible 

to extract the semantic information. We propose this method process the complex and high-level semantic information 

i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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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웹상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

으며, 요즘은 텍스트 문서 보다는 이미지나 동 상과 

같은 멀티미디어의 비 이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하

여 방 한 양의 이미지에 한  검색 방법이 연구되

고 있다.

이미지 검색방법에는 키워드 기반 방식과 내용 기

반 방식 그리고 역기반 방식 등이 있다[1-5]. 키워

드  기반  방식은 사람이 직  이미지에 한 주석을 

붙이는 방식으로 주석 처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

요하다는 단 이 있다. 한 같은 이미지라도 주석을 

붙이는 사람에 따라 키워드가 달라질 수 있는 극히 

주 이라는 문제 이 있다. 내용 기반의 이미지 검

색 방법은 크기가 큰 이미지나 한 이미지 안에 복잡

한 색상들이 많으면 정확한 이미지의 표 이 어렵다. 

역기반 이미지 검색은 이미지의 다양한 형태와 특

성들의 의미를 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검색

할 경우 개념 으로 명령과 다른 이미지가 검색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내용 기반 방식

에 온톨로지를 목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6-8].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유사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의 경우 객체가 검색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한

다는 가정 하에 배경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객체

가 없는 이미지도 있으며, 객체가 있어도 이미지 검색

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 

객체를 추출하여 검색할 때 포함 계만을 표 하므로 

사람이 생각하는 의미 으로 비슷한 이미지를 검색하

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역기반 검색 방법을 이용하여 이미지 내에서 수

 특징들을 추출하여 각각의 객체와 배경을 분리한

다. 그리고 온톨로지를 구축하여, 각 객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론 엔진을 이용하여 의미 계를 추론한

다. 제안하는 방법은 이미지 검색 시 복잡한 이미지 

처리와 사용자가 생각하는 의미 으로 유사한 이미지

를 보다 효율 으로 검색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수

의 특징 추출을 한 련연구와 이미지 검색 방법

의 련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

의 방법에 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하여 기술한다.

Ⅱ. 련 연구

이미지 검색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기반 지식에 

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본다. 

2.1 수 의 특징 추출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의미 으로 유

사한 이미지를 검색하기 하여 온톨로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하여 기존의 연구를 살펴본다.

2.1.1 수 의 이미지 특징 추출

컬러는 이미지에서 수 의 특성  보편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9]. 한, 시스템 구 이 간단하고 

이미지의 회 이나 작은 이동과 같은 변화요소에 비

교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이미지의 컬러 특징 정

보를 사용하여 검색 시스템을 구성할 때 가장 먼  

고려해야 할 은 합한 컬러 모델(Color Model)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존 제안된 내용 기반 검색 시스템

에서는 RGB, HSV  CIE-Luv 등의 다양한 컬러 모

델을 사용하 다[10-14]. J. R. Smith에서는 다양한 

컬러 모델을 분석한 결과 이미지 검색에 있어서 HSV 

컬러 모델이 가장 합한 모델임을 얻어냈다[11]. 

이 밖에도 히스토그램으로 이미지를 비교하는 컬러 

Correlogam 방법과 히스토그램 빈 사이의 거리를 고

려하여 모든 히스토그램 빈의 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제안한 방법도 있다[15-16]. 

Texture 특성은 이미지를 보았을 때 느끼는 거친 

정도, 패턴의 균일한 정도 등에 한 이미지 특성이라 

말할 수 있다[17]. 통계 인 방법으로 이미지 픽셀의 

명도 성분에 한 히스토그램에서 모멘트를 추출하여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이

벨 co-occurrence행렬을 이용한 통계 인 근 방법

으로 질감 특징을 추출하는 연구가 있다[18].  다른 

가버 필터(gabor filter)를 이용한 방법도 있다. 가버 

필터는 유용한 주 수 역 분해(spectral 

decomposition) 방법 이다[19]. 이것은 추출된 객체에

서 특정 스 일(scale)과 방향(orientation)에 따른 국



온톨로지를 이용한 이미지 내 객체사이의 의미 정보 추론

581

소 주 수 역의 에 지를 추출할 수 있게 한다. 따

라서 객체의 스 일과 방향에 따른 특징을 벡터로써 

표 하여 질감 정보를 분석하는데 리 사용되고 있

다.  다른 방법으로는 웨이블릿 질감분석(Wavelet 

Texture Analysis, WTA)이 있다. 웨이블릿 변환이 

가보 변환보다 선호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산화되

었을 때, 웨이블릿 변환이 좋은 translation 과 스 일

의 국소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20]. 존하는 

방법  가장 우수한 방법이고 많은 경우에 다른 질

감분석 방법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 왔다[21].

2.1.2 분할

역기반 이미지 검색을 한 역은 동일한 질감

-컬러 성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픽셀은 어느 한 

역에 속해야 한다. 한 역간은 첩되지 않으므

로 역간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된다. 이미지 크기에 

한 유사성 문제와 인덱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수 있다. 그러나 유사 역으로 나 는 추가 인 작업

이 필요하다. 이처럼 이미지 특성에 따라 이미지를 나

는 방법을 이미지 분할이라 하며 효과 인 성능의 

분할은 역기반 이미지 검색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22-25].

2.1.3 온톨로지를 이용한 이미지 검색 시스템

이미지 검색의 부분은 수  특징을 추출하여 

유사도 측정으로 비슷한 이미지를 검색한다. 이러한 

특징만으로는 사용자가 의도하는 이미지를 검색하기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는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이미지

의 의미를 악하여 검색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A. Popescu는 단어를 계층화 하여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다[26]. 계층의 leaf Term만이 이미지를 갖게 

되고 노드들 사이에는 type-subtype의 계를 이용함

으로써 간 으로 모든 계층이 개념 으로 련성을 

갖게 된다. 이는 low-level과 의미  유사성을 연 시

켜 이미지 검색에 정확성을 높 다. 

S. Jiang은 이미지의 명확한 특징들 즉, 색상, 균형

미, 발 성, 색의 따뜻한 느낌을 정의하고 온톨로지를 

이용해 이미지의 다양한 측면을 의미 으로 기술하여 

의미정보와 이미지간의 계를 표 하 다[27]. 
V. Mezaris의 연구에서는 간 계층 기술값

(intermediate-level descriptor value)들과 객체 온톨로

지를 이용하여 이미지 시각 정보와 객체 사이에 맵핑을 

한다[28]. 객체 온톨로지의 하  개념은 시각 정보 즉, 

색상, 모양, 질감 등을 가지며, 이러한 정보들은 시각 정

보의 벡터 정보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간 계층의 

의미 값으로 변환한다. 이 온톨로지는 이미지 안의 객체

를 최상  개념으로 가진다. 이 시스템은 온토롤지의 최

상  개념으로서 객체를 가지고 단순히 객체와 그 객체

의 시각 정보들 간의 포함 계만 표 할 수 있기 때문

에 객체들 간의 연  계는 표 할 수 없다.

2.2 SVM 알고리즘

SVM(: Support Vector machines)은 이원 분류를 

한 머신 러닝 기법이다[29]. SVM은 1960년 Vapnik

에 의해 제안된 Structural Risk Minimization(SRM)

을 통한 체계 이고 이론 인 방법으로 통계  학습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목 은 주어진 많은 데이터들

을 가능한 멀리 두개의 집단으로 분리시키는 최 의 

평면을 찾는 것이다. 평면에서 가장 가까운 학습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최 화시킬 수 있는 최 의 

평면을 찾는다. 이 거리(maximum margin)가 클수록 

분류기의 복잡도가 낮아지고 분류 성능이 좋아진다. 

각각의 미리 정의된 객체와 배경을 트 이닝 시켜 

DB에 장한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이미지를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할하며 나 어진 

역으로 이미지 정보의 수를 인 후, SVM알고리즘으

로 역 기반 DB와 유사성을 비교하여 각각의 배경과 

객체로 매핑 한다. 추론 엔진과 구축한 온톨로지를 이

용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를 수  특징 추출 특징을 

이용하여  segment를 나 고, 이를 SVM 알고리즘으

로 이미지내의 배경과 객체를 추출한다. 

Ⅲ. 시스템 구조

본 장에서는 객체에 한 의미 정보추론을 이용한 

이미지 검색 시스템의 체 인 구조와 이미지에서 

추출하는 객체의 정의에 해서 기술한다. 한 수

의 분할 방법, 그리고 온톨로지와 추론을 이용한 이

미지 검색 시스템에 하여 설명한다. [그림 1]은 제

안하는 시스템의 체 인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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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조 
Fig. 1 Structure of system

각각의 미리 정의된 객체와 배경을 트 이닝 시켜 

DB에 장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이미지를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 분할하여 DB와 유사성을 

비교하여 객체로 매핑 한다. 그리고 추론 엔진과 구축

한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3.1 이미지 내의 객체와 배경의 정의

이미지 안에서 객체와 배경을 정의하여 각각 추출

하 다. 배경의 정의는 고정 되어 있거나 스포츠 람

석의 객석처럼 의자가 고정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객체는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임이 있는 것

을 객체라고 정의하 다. 실험으로 스포츠에서 Golf, 

BaseBall, BasketBall, VolleyBall을 선정하 다. 각각

의 스포츠에서 [표 1]과 같이 객체와 배경을 나 었다.

3.2 온톨로지 구축  추론

이미지 검색 시스템에서 가장 합한 모델로 알려

진 HSV 컬러 값을 이용하여 분할과 수  특징을 

추출한다. 분할은 K-means 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Image의 RGB값을 H, S, V로 변환한다. 다음 식(1)은 

HSV를 구하는 식이다.

          (1)

변환한 값을 K-means을 이용하여 분할한다. 

K-means을 이용할 때에는 K의 값이 요하다. 이미

지에 따라 K의 값이 다르게 용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미지에 따라 최 의 K값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방법은 값 분포 역을 각각 

이등분하여, 2×2×2의 8개 클래스로 분할한다. 처음 이

미지의 크기를 얻어 HSV 좌표 상에 있는 픽셀의 

치를 악한다. 그리고 이들 8개의 클래스에 속하는 

픽셀들의 존재 유무를 단하고, 존재하는 클래스의 

수를 K값으로 결정한다. 픽셀수가 8개 이하일 경우 

잡음으로 간주하고, 해당 픽셀들의 최근  이웃의 클

래스에 할당한다. 

Golf BaseBall BasketBall VolleyBall

Object

GolfBag

GolfBall

GolfCar

GolfClub

GolfFlag

BaseBat

Baseball
Baskball Vollball

Back

ground

People

Bunker

Green

Hazard

Tree

BaseField

BaseFour

Base

BaseSeats

BaskBasket VollNet

표 1. 컬러 모델 분석
Table 1. Analysis of Color-Model

다음으로는 K개 클래스들에 속하는 픽셀들의 심, 

반경을 구하여 서로 겹치는지 확인한 후, 겹치는 것에 

속하는 것을 한 개의 클래스로 간주하여 새로운 K를 

구하는 과정을 거친다. 아래 식(2)은 심 값 공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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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에 해당하는 픽셀 값들의 평균값을 클러스터링을 

한 기 심 값으로 결정한다.

의 과정을 거쳐 분할된Region들에 하여 질감 

즉  wavelet 질감 변환을 이용한다. wavelet 의 크기

를 결정하는 스 일과 시간 축 이동에 계되는 

translation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질감을 가진 이미지

의 스 일 공간의 스 일 축을 이산화하면 다른 질감

들은 각기 고유한 특징들을 갖게 된다. 이미지를 반복

으로 2차원 wavelet 변환하여 다해상도

(Multi-resolution) 피라미드를 구성한다. 변환은 입력

신호를 특정기 함수의 집합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수

행한다. 기 함수의 집합은 하나의 기본 웨이블렛 기

함수(mother wavelet basis function)에 한 

translation 방향으로 확   축소 그리고 평행이동을 

통해 얻어진다.  [그림 2]는 웨이블릿 변환과정이다

각각의 역별로 질감과 HSV컬러를 얻어내고, 

SVM을 이용하여 에서 정의한 객체와 배경에 매칭 

하여 식별해 낸다. 이 게 분류된 컨셉은 유사한 시각

정보를 가지는 다른 컨셉으로 잘못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이미지 안에 존재

하는 객체와 배경의 가 치화 된 시각 특징정보와 데

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것을 가 치화 하여 시

각정보의 거리차를 계산하여 보정 과정을 거친다. 각 

각의 객체와 배경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유

사도를 가진 하나의 객체나 배경의 결과를 추출한다.  

유사도 값  상  3개의 값만 추출하여 이들의 표

편차를 구한다. 표 편차 값이 특정 임계치를 넘지 않

으면 수정 모듈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추출해 낸다. 

  
 

그림 2. 웨이블릿 변환과정 
Fig. 2 Wavelet transform

3.3 온톨로지 구축  추론

온톨로지는 특정 도메인 내의 지식을 개념화하고 

이를 명세 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OWL(Ontology 

Web Language)은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에 상-하  계  동등 계, 제약 조건 

등의 풍부한 표 이 가능하며 논리나 추론을 한 정

보를 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OWL을 이용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하 다. 

의 표 2에서 정의한 스포츠에 한 객체를 [그림 

3]과 같이 구축하 다.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효

과 으로 추론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5개의 클래스

로 나 었다. 스포츠에 한 골 , 야구, 농구, 배구의 

4개 클래스와 치를 추론하기 한 location클래스이

다. location클래스는 이미지 내에서  치와 다

른 객체와의 상  치를 기술하 다. 이 클래스는 

다른 모든 스포츠 클래스들의 property로 명시되도록 

하 다. 구축한 온톨로지를 바탕으로 객체의 다양한 

의미 추론을 하여 JESS(Java Expert System Shell)

추론 엔진을 이용하 다[17]. Jess는 규칙기반의 추론 

시스템으로서 로그램 자체의 크기가 작고 가벼우며, 

규칙(rule)과 사실(fact)의 매칭에는 RET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빠른 추론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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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온톨로지 구축 
Fig. 3 Construct of ontology 

 

  

Ⅳ. 실험  평가 

성능 평가를 하기 하여 구 에서 4가지의 스포츠

를 검색하 다. 각 스포츠별 500개정도, 총 2,035개 이

미지를 갖고 실험하 다.  

역 분할에서 제안한 최 의 K의 값을 구하는 방

법에 한 실험은 다음과 같이 평가 하 다. 분할된 

역의 유사성 정도는 식(3)과 같다.

                        (3)

식(3)에서 I는 입력 상, r은 분할된 역의 수, Ai

는 분할된 역 i의 픽셀 수, ei는 분할된 역과 원 

상의 역사이의 픽셀값의 유클리디안 거리값이다. 

분할된 역의 픽셀값은 분할된 역에 해당하는 픽

셀의 평균값으로 치된다. 같은 색상을 가진 픽셀로 

올바르게 상이 분할되면 유사도 F값은 작아지게 된

다. 그리고 분할율의 성능 평가는 무작 로 100개의 

샘  이미지를 뽑아 수동으로 상을 분할한 결과와 

제안한 방법에 의해 분할한 픽셀의 차이를 계산하

다.  이미지에 따라 다르게 용되는 K값으로 분할한 

결과 K값이 정해져 있는 것에 비해 평균 약 8%이상 

향상되었다. [그림4]는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 평가 결과
Fig. 4  Evaluation results

이미지 검색 시 입력데이터는 이미지와 키워드 2개

를  수 있도록 하 다. 이미지 or 키워드 or 이미지

와 키워드 모두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5]는 검색결과 화면이다

그림 5. 의미 추론 이미지 검색 시스템
Fig. 5  Image Retrieval system of semantic 

i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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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검색 시 복잡하고 다양한 고수

의 의미정보를 추론하여 검색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미지를 HSV컬러와 최 화된 K-값을 얻어낸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region 분할하 다. 그리고 분할된 

역의 수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을 SVM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미리 정의한 배경과 객체를 매핑 하여 

추출하 다. 스포츠에 한 배경과 객체를 온톨로지를 구

축하고, 추론엔진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하는 시스템

을 만들었다.

region 분할시 K-means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미지에 

따라 합한 K값을 용한 결과 K값이 정해져 있는 것과 

비교하 을 때 약8%이상 정확률을 보 다. 이미지 검색 

시 골 에서는 먼 거리의 이미지일 경우 골 채가 가늘기 

때문에 객체는 거의 사람만 추출된다. 이러한 경우 배경 

없이는 컴퓨터에서 골 장임을 알기 힘들다. 이미지내의 

배경과 객체를 분리하여 모두 사용한 결과 기존의 객체만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보다 좋은 검색 결과를 보 다. 

온톨로지 구축에 있어서 좀 더 확 하여 스포츠 이외에 

자연풍경(해변, 산 등)등 다른 것도 구축한다면 추론 엔진 

룰을 추가하여 ‘해변가에서 농구 게임’등 더 복잡한 이미

지 검색도 가능하며, 객체는 없고 배경만 있는 경우에도 

검색이 가능 할 것이다. 는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감각

과 감정을 나타내기 하여 색조，따스함， 조 같은 

perceptual 의미론을 사용하는데 이를 목시켜 ‘행복한 

이미지’ 는 ‘슬  이미지’와 같은 검색으로도 검색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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