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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 의 의미 기반 이미지 어노테이션  검색 시스템 Moment(Mobile Semantic 

Image Annotation and Retrieval System)에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추론 기능을 사

용한 어노테이션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하여 제안된 시스템은 Apache Jena Inference API를 통해 

구 되 으며 각 이미지들이 가진 어노테이션의 개수가 증가되었다. 자동으로 추론된 결과 한 

SPARQL 질의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기존 어노테이션 결과에 한 의미 검색을 더욱 효과 으로 

할 수 있게 한다.

(그림 2) System Architecture

(그림 1) 기존 시스템과 본 시스템의 비교

1. 서론

사진에 한 메타데이터는 이 까지 단순 태그로서 Exi

f[1]포맷으로 같이 공유되어 왔다. 단지 태그의 나열이었

을 뿐 그 사이에선 특별한 계 는 의미가 없었다. 이에 

Moment[2] (Mobile Semantic Image Annotation and Ret

rieval System)는 이미지에 한 메타데이터를 온톨로지 

기반 RDF[3] 포맷의 트리 로 정의하 고, 정의된 이미지

들에 한 검색은 SPARQL[4] 질의를 통해 비교  구조

화된 의미  검색의 형태를 가졌다. 하지만 메타데이터를 

RDF 트리 로 정의하는 단계에 그쳤을 뿐 RDFSchema

[5] 의 특징인 12개의 함의규칙(RDFS Entailment[6])은 

이용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함의규칙 11번(Transitive Closure)을 집

으로 응용, 어노테이션이 진행된 이미지의 RDF 그래

에 추론 결과를 더하여 어노테이션 된 트리 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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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어노테이션 상 촬  이미지

2. RDFS Entailment[6]

  RDFS함의 규칙은 RDFS에서 도입된, 기존의 RDF 

그래 가 가져야할 제약 조건이다. 4가지 부 명제

(Conjunction Lemma, Subgraph Lemma, Herbrand 

Lemma, Strong Herbrand Lemma)를 만족시키는 RDF 그

래 들에 해 일련의 규칙을 용하여 규칙을 만족할 경

우 해당 규칙에 해당하는 RDF 트리 을 추가시킴으로써  

해당되는 그래 의 의미를 더해주는 효과를 갖는다. 를 

들면, 그림 1에서 "Effel tower"는 "paris"에 치하고 

"paris"는 "France"에 치하므로 "Effel Tower"는 

France"에 치한다는 추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추론 기반의 이미지 검색 시스템 구

본 논문에선 RDF 추론을 하기 하여 Apache Jena 

Framework를 사용하 고, 특히 Inference API를 참조하

여 만들었다. Inference API는 Jena에서 제공하는 RDF 추

론을 한 함수가 담겨있으며 기존 시스템의 SPO 

Transform 과정 다음에 RDF들을 상으로 추론 과정을 

진행하게 하 고 그 결과는 재 장시켜 추론 결과를 기

존 트리 에 합산하 다. 그림 2는 추론 기능이 추가된 이

미지 어노테이션 시스템의 체 구조를 보여 다.

실제 코드로의 구 은 RDF Dataset에 해당하는 Model

클래스와 추론 규칙을 담은 Reasoner 클래스를 InfModel 

클래스에 달하면, 클래스를 생성하며 기존 결과와 추론

결과를 InfoModel 클래스에 갖게 된다. 해당 InfoModel에 

Spaql 질의를 통해 추론 결과까지 포함된 Model 데이터

를 받아볼 수 있다.

4. 실험  결과

구  환경으로는 Apache Tomcat을 통해 JSP로 RDF 

Triple을 장하 으며 안드로이드 앱인 Moment의 추론

기능은 JENA Reasoner API를 참조하여 추가하 다. 실

험으로는 어노테이션 상인 그림 3의 RDF Triple에 

하여 기존의 추론이 진행되지 않은 Triple과 추론이 진행

된 RDF Triple을 비교하 다. 

비교 결과, 표 1과 같이 추론 에는 없던 Triple들이 

추 기존 결과에 더해짐에 따라 이미지를 표 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 요소가 추가되었다. 한 다양한 Rule을 통해  

이보다 다양한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더욱 풍부한 어노테이션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5. 결론

기존의 RDF만으로 이미지에 한 서술을 하 던 이  

시스템과 다르게 이미지에 한 어노테이션을 추론기를 

통하여 추론 결과까지 RDF 그래 에 합산시켜주어 어노

테이션의 양 인 면을 높 다. 의미 으로 질의하는 

SPARQL 질의 검색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추후에 다양한 추론 규칙을 만든다면 자동 으로 어

노테이션을 얻어낼 수 있는 폭이 넓어짐도 기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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