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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HERMES (tHE Retrieval framework for visual MEdia Service)는 웹 상에 존재하는 그림, 영상 등 시각미
디어 검색을 위한 시스템이다. 복수의 서비스 제공자와 하나의 서비스 중계자가 있는 분산 환경에
서, 사용자의 질의가 왔을 때 서비스 중계자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자를 효율적으로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는 분산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자들간의 랭킹은 매
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을 랭킹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기
존의 서비스 제공자 랭킹과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더욱 우수함을 보인다. 

 

1. 서론 

이미지 검색 기술 연구에서 복수의 서비스 
제공자와 하나의 서비스 중계자가 존재하는 
분산환경에 대한 연구 중, 서비스 중계자는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랭킹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복수의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는 분산

환경에서 온톨로지만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서비스 
제공자들간의 랭킹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
를 구현한다. 

 
2. 온톨로지를 이용한 랭킹에 관한 기존연구 

2.1 ASN.1을 이용한 시각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추론 

모든 서비스는 고유의 Service ID 를 가지고 있고, 
이 ID 를 이용하여 Service 의 상위개념(부모)과 하위
개념(자식)에 관한 관계를 알 수 있다. ASN.1 이란 
ISO 에서 만든 표준[1]으로, 분산 환경에서 표현되는 
데이터들을 정의하기 위한 일반적인 추상문법으로써, 
변수 선언과 관련된 데이터 유형을 정의하고 있다. 
이 번호 붙이기 방법은 자식 노드 수를 무한히 늘려
도 간단한 표현할 수 있다.[2] 이 방법은 유효한 서비

스 제공자의 목록을 얻는 것에는 효과적이지만 결과
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랭킹이 포함되어 있지 않
아서 상위의 서비스 제공자를 가려 낼 수가 없다. 
2.2 시각 미디어 서비스 온톨로지 

시각 미디어 서비스 온톨로지는 서비스중개자에 
위치하여 자신이 제공 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에 대
한 전체적인 분류(taxonomy)를 가지고 있는 온톨로지
이다. 본 논문에서는 HERMES[3]에서 개발된 시각 
미디어 서비스 온톨로지를 사용하고 있다. 
3. 온톨로지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자 랭킹 

 본 논문에서 제안한 랭킹 추론방법은 HERMES에
서 사용된 “ASN.1을 이용한 시각미디어 서비스 제공
자 추론”에 기반하고 있다. 제안한 랭킹 추론 방법은 
2 가지로서 “하위노드 계산법”과 “자식노드 계산법”
이다. 다음의 계산법에서 사용된 “PlugIn”은 질의된 
도메인이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의 하위 노드일 경우
이며 “Subsume”은 반대로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이 
질의된 도메인의 하위 노드인 경우를 말한다. 
3.1 하위노드 계산법 

Q를 질의된 도메인, S를 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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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라고 하면 계산법은 <표 1>과 같다. 

<표 1> 하위노드 계산법 

Plug In: (All sub node in S + 1) / (All sub node in Q + 1) 
Subsume: (All sub node in Q + 1) / (All sub node in S + 1) 

(그림 1)은 위의 계산법을 서비스 온톨로지상에 
표현한 것이다. 

 
(그림 1) 하위노드 계산법 

예를 들어 질의된 도메인이 Modern(하위 노드 수: 
3)이고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이 Painting(하위 노드 
수: 22)라면 두 도메인의 관계는 Subsume이고, 계산식
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 Modern과 Painting의 Subsume 계산 

관계: Subsume 
계산식: (All sub node in Q + 1) / (All sub node in S + 1) = 
       (3+1) / (22+1) = 0.173 

즉 현재의 온톨로지 상에서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
인 Painting 이 질의된 도메인 Modern 의 관계는 
Subsume 이고 계산 결과는 0.173 이 된다. 이렇게 계
산된 결과들을 매치메이커에게 전달하여 최적의 제
공자를 찾는데 사용하게 된다. 
본 계산법은 그 특성상 온톨로지의 구조변화에 민

감하다. 즉, 온톨로지간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온톨
로지가 변경되면 계산결과가 달라지며 그에 따른 랭
킹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 
 
3.2 자식노드 계산법 

 이 방법은 질의된 도메인이나 서비스 제공자 도
메인의 자식 수에 의해 결정되며, 깊이 차이만큼의 
재귀연산이 일어난다. Q를 질의된 도메인, S를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 Mn을 Q와 S를 연결하는 n번째 도메
인이라고 하면 계산법은 <표 3>과 같다. 

<표 3> 자식 노드 계산법 

Plug in 
 1st: 1 / (number of child of Q) 
 2nd: 1/ (number of child of Q) X 1/(number of child of 
M1) 
 Nth: 1/ (number of child of Q) X 1/(number of child of 
M1) X 
‥‥X 1/ (number of child of Mn-1) X 1/ (number of child 
of Mn) 
Subsume 
1st: 1 / (number of child of S) 

 2nd: 1/ (number of child of S) X 1/(number of child of 
M1) 
 Nth: 1/ (number of child of S) X 1/(number of child of 
M1) 
X‥‥X 1/ (number of child of Mn-1) X 1/ (number of 
child of Mn) 
위의 계산법을 온톨로지상에 표현하면 (그림 2)과 

같다. 
 

 
(그림 2) 자식노드 계산법 

예를 들어 질의된 도메인이 Modern(자식 수: 3)이
고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이 Painting(자식 수: 5)라면 
두 도메인의 관계는 Subsume이고, 계산식은 <표 4>
와 같이 계산된다. 

<표 4> Modern과 Painting의 Subsume 계산 

관계: Subsume 
계산식: 1 / (number of child of S) = 1 / (5+1) = 0.166 

 
4. 구현 및 성능 평가 

4.1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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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과 C# RDF 파서인 DRIVE[4]를 사용하였으며 시
각 미디어 온톨로지는 HERMES 의 서비스 온톨로지
를 사용하였다.[5] 또한 HERMES 에의 적용을 위하여 
라이브러리 형태로 개발 되었다. 그림 3 은 개발된 
라이브러리를 실행시킨 예제 프로그램이다. 

 

 
(그림 3) 실행화면 

4.2 성능평가 

HERMES의 시각 미디어 온톨로지에 두 방법을 적
용시켜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하위 노드 계산법 적용 결과 

 
<표 6> 자식 노드 계산법 적용 결과 

 
위의 결과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위 노드가 없

는 도메인인 Medical<0.1.1>이다. 하위 노드 계산법의 
경우 Medical 도메인의 수치가 가장 낮은 반면 자식 
노드 계산법의 결과는 형제 노드인 Art<0.1.0>과 동
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질의된 도메인
이 Image<0.1>이라면 1 안의 서비스 제공자 순위는 
Visual Media<0>, … , Art<0.1.0> , … , Painting<0.1.0.2> , 
… ,  Modern<0.1.0.2.3> , … , Medical<0.1.1> , …이 될 
것이고 2안의 서비스 제공자 순위는 Visual Media<0>, 
… , Art<0.1.0> , … , Medical<0.1.1> , … , 
Painting<0.1.0.2> , … , Modern<0.1.0.2.3> , … 등 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ASN.1 을 이용한 기존의 검색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기존 ASN.1을 이용한 검색과의 비교 

 하위노드 
계산법 

자식노드 
계산법 

ASN.1 

시간(ms) 
(10회 평균) 

140.625 296.875 0 

질의 
도메인 
Image 서비스 

제공자 랭크 

1. Art<0.1.0> 
2. VisualMedia<0> 
3. Photo<0.1.2> 
4. Painting<0.1.0.2> 
………. 

1. Art<0.1.0> 
2. Medical<0.1.1> 
3. Photo<0.1.2> 
4. VisualMedia<0> 
………. 

 

시간(ms) 
(10회 평균) 

93.75 31.25 0 

질의 
도메인 
Present 서비스 

제공자 랭크 

1. Painting<0.1.0.2> 
2. Cubism<0.1.0.2.4.1> 
3. Expressinism<0.1.0.2.4.2> 
4. Dadaism<0.1.0.2.4.3> 
………. 

1. Futurism<0.1.0.2.4.0> 
2. Cubism<0.1.0.2.4.1> 
3. Expressinism<0.1.0.2.4.2> 
4. Dadaism<0.1.0.2.4.3> 
………. 

 

 
<표 7> 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ASN.1 만을 사용

한 방법에 비하여 실행시간의 손실이 있지만 랭킹된 
서비스 제공자 리스트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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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 제안한 두 가지 방법은 각각의 특징이 
있으므로 온톨로지의 특성에 맞추어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계산법을 선택하여 랭킹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비교적 손쉽게 
랭킹된 서비스 제공자 리스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상
위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만 질의를 전달하는 시스템
의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개발된 라이브러리는 
HERMES에서 사용된 Visual Media Ontology에 특화되
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의 온톨로지에 
적용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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