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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미지 데이터를 의미 으로 검색하기 한 가장 요한 요소는 이미지의 정보를 표 하고 있는 주

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의 주석은 리자가 사용자 입장에서 검색이 가능한 이미지를 표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별하여 데이터화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미지내 의미를 모두 표 하기 해 주석에 

수는 증가되고, 증가된 주석은 각각에 이미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량을 고려하지않고 동일한 크기

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실제 으로 검색하 을 때 의미량에 상 없이 질의어와 주석이 일치한 

모든 이미지를 검색하므로 사용자가 검색 결과에서 의미량이 큰 이미지를 다시 재검색하거나 주석입

력자와 사용자와 어휘 표 에 차이 때문에 검색에 재검색해야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미량을 이용하여 효율 인 이미지 검색을 하기 해 각 키워드 간에 의미

인 계를 어휘 온톨로지인 WordNet을 이용하여 유사도 측정을 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체 

이미지 의미량에서 해당 키워드가 갖는 의미량을 측정한다. 의미량은 이미지 검색시 질의어가 이미지

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비교하여 가장 높은 의미량을 갖는 이미지를 우선 검색하고 의미량이 가

장 큰 키워드를 표키워드로 추출하여 WordNet상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계층에 단어들로 주석을 

확장한다.

1. 서론

   최근 인터넷의 격한 발 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데이

터의 수요가 증가 하 다. 특히 블로그와 같은 Web 2.0의 

발 으로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

이터 검색에 요성이 두 되고 있다. 특히 이미지 데이

터의 경우는 기존의 문서형식의 데이터, 비이도 데이터 등

에 비해 재사용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한 효율 인 검

색 방법이 필요하다.

 이미지 데이터의 검색과 련하여 크게 2가지의 연구방

향으로 나  수 있다. 첫째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칼라, 

형태, 질감 등 이미지내 고유 데이터를 이용한 내용기반 

방법이고, 둘째는 리자가 이미지를 보고 직  기술해 놓

은 키워드 는 이미지 차원 정보 분석을 통해 생성한 

키워드를 이용하는 주석기반 방법이 있다. 자의 경우는 

이미지 내 데이터만을 분석하여 검색하므로 사람이 느끼

는 의미 근에 많은 한계 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입력

되어진 주석을 기반으로 단순 키워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질의어와 이미지내 주석과 불일치할 경우 이미지 검색이 

불가능하다. 한 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표 한 

키워드에 의미정보량 즉 이미지를 표 할 때 키워드가 차

지하는 비 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검색을 수행하므로 키

워드와 일치하는 모든 이미지를 검색하게 되고, 사용자는 

다시 재검색을 수행해야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게 된다.

 두 가지 검색 방법 에서 본 논문에서는 주석기반 이

미지 검색[1]에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어휘 온톨로지

인 워드넷을 이용하여 각 키워드에 유사도를 측정하고, 측

정한 유사도를 기반으로 각 키워드에 의미량을 분석하여 

의미 인 검색을 하고자 한다. 한 검색시 발생하는 어휘 

표 력에 따른 문제 을 의미량이 가장 큰 표키워드를 

기반으로 키워드를 확장한다. 즉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각 

키워드에 의미 계를 분석하여 주석기반 검색에서 발생하

는 문제 을 해결해 보고자 한다.

2. 제안한 이미지 검색 시스템

   이 논문에서는 주석기반에 이미지의 의미량을 이용한 

방법  주석확장 방법을 제안한다. 이미지에 주석을 이용

하여, 각 키워드에 계를 측정하여 이미지내 의미량이 가

장 큰 표키워드를 추출을 통한 주석확장  의미량 기

반 검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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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성도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이다. 키워드

간 유사도 측정모듈에서 WordNet과 이미지의 주석을 이

용하여 유사도 측정을 한다. 이 게 측정한 유사도 값을 

이용하여 표키워드를 선정하고, 선정한 표키워드를 이

용하여 WordNet에서 뜻이 같은 계층에 단어를 추가로 어

휘 확장한다. 그리고 검색시 기존 주석에 비매칭될 경우 

확장된 주석을 이용하여 재검색을 실시한다. 한 기존에 

주석에 각 의미량을 기 으로 검색을 실시하여 의미량이 

가장 높은 이미지부터 검색을 수행한다.

3. 워드넷 기반의 유사도 측정

   3.1 WordNet 

  1990년   린스톤 학에서 단어 간의 개념  계

를 표 한 어휘 온톨로지다. WordNet[2][3]은 인간의 어휘

체계를 표 하기 해 개발된 것으로 어휘들 간에 동의, 

반의, 하의, 분의, 함의 계로 표 된다. (그림2)는 

WordNet의 구조이다. WordNet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의 집합인 Synset과 Synset 사이의 의미 인 계

를 표 한 링크로 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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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ordNet의 구조 

3.2 유사도 측정방법

  WordNet을 통해 개념들간 계를 분석[4][5]하고, 두 개

념들간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도 측정시 

특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1) 에지기반 측정방법

  개념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부모노드에서 자식

노드로 미치는 링크의 총수, 계층구조에서 노드의 깊이, 

링크타입 그리고 에지링크의 길이를 이용하여 의미  유

사성을 평가할 수 있다.

2) 노드기반 측정방법

  계층  구조의 각 개념  높은 정보량[6]을 갖는 개념

은 특정주제에 세부 이지 않는다는 방법을 이용하여 유

사성을 평가할 수 있다. 

3) 의미기반 측정방법

  서로 다른 품사 개념들간 의미 인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명사와 동사간의 비교  동사와 부사간의 비교

를 통하여 의미 겹침 측정을 통하여 유사성을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노드기반의 측정방법  Rensnik[7]가 제

안한 단어들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노드의 확률을 기반으로 정보량을 측정하 다. 아래 

수식을 이용하여 노드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P(c)는 개념C와 마주칠 확률이고, N은 개념의 총

수이다. freq(c)는 개념 C에 포함된 모든 하  개념들의 

합이다.

개념 c의 정보량은 -logP(c)로 확률이 증가하면 정보량은 

감소한다. 즉 추상 인 상  개념은 보다 낮은 정보량을 

가지게 된다.

                        [2]

수식[3]은 두 개념들 사이의 노드 기반 유사성 측정을 나

타낸 것이다.

 


∊ 
      [3]

S(c1, c2)는 c1과 c2 개념을 포함하는 상  개념을 이용한

다. 두 개념이 공유하고 있는 상  개념이 많을수록 두 개

념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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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Similarity

A(Arches) 2.47 3.73 3.73 3.73 2.39 2.47 18.52

B(Archways) 2.47 2.47 2.47 2.47 0 2.47 12.35

C(buildings) 3.73 2.47 8.62 5.11 5.83 2.47 28.23

D(construction) 3.73 2.47 8.62 3.73 5.83 2.47 26.85

E(house) 3.73 2.47 5.11 3.73 4.94 2.47 22.45

F(industry) 2.39 0 5.83 5.83 4.94 0 18.99

G(photograph) 2.47 2.47 2.47 2.47 2.47 0 12.35

<표 1> 키워드간 유사도 

arches, archways, buildings, construction, house, 

industry, photograph

(그림 4) 이미지내 주석

(그림 5) 워드넷내 buildings의 동의어

(그림 3)은 Truck과 Bicycle 각각이 Car와 얼마나 유사한

지 보여주는 그림이다. Bicycle에 비해 공유하는 개념이 

더 많으므로 truck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표키워드 선정  의미량 측정

   주석은 이미지에 의미 인 정보를 표 하기 한 방법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석으로 사용되는 키워드

들은 모두 이미지를 의미 으로 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석자의 에 따라 의미의 요도가 다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표키워드를 추출하여 이미지에 주석확장에 

이용하 다. 즉, 3장에서 설명한 워드넷을 이용하여 주석

기반 이미지의 키워드에 의미  계를 분석하고 표 키

워드를 추출한다. 이미지는 (그림 4)와 같이 키워드 형태

로 주석처리 되어있다.

하지만 각각의 키워드가 이미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

 비 은 모두 다르다. arches, archways, buildings 등 

모든 단어들은 주석으로 표 될 수 있지만 이미지 의미를 

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하나라고 가정한다. 주석으로 사

용되는 키워드간 유사도를 측정하여 키워드가 이미지상에

서 차지하는 비 을 측정하 다. 

수식[4]를 이용하여 각각의 키워드간 유사도를 측정한다. 

여기서 K는 각 키워드간 유사도 값을 이용한 표 키워

드이고, S함수는 두 개의 개념간 유사도를 측정하는 함수

이다.

  
  




  



       [4]

유사도가 동등한 경우, 최고값과 최 값을 제외하고 유사

도 합으로 결정한다.

이미지내 의미량은 체 의미량에서 해당 키워드가 차지

하고 의미량을 계산하여 실제 으로 이미지내 차지하고 

있는 의미량을 분석할 수 있다. 의미량 계산 수식은 아래

[5]와 같다.

 


  




  



∼  


  





   [5]

(i≠j)

수식[5]를 통해 각 단어의 이미지내 의미량을 측정할수 있

다. 측정한 의미량을 기 으로 검색시 의미량 기 으로 검

색하고, 표 키워드로 선정된 단어는 이미지의 주석 확장

에 이용하 다.

5. 주석확장

   단순한 텍스트 기반에 검색을 수행시 주석입력자와 사

용자에 어휘표  능력에 따라 질의어 검색결과가 틀려지

게 된다. 이때 사용자는 같은 의미에 질의어 입력을 통한 

재검색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단순 텍스트 매칭을 통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이미지내 주석 에서 가장 의미

량이 큰 표키워드를 선정하고 워드넷을 이용하여 표

키워드와 의미 으로 동일한 단어추출을 통한 주석 확장

을 한다.

  (그림 5)에서와 같이 워드넷을 이용하여 Buildings와 같

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edifice, construction 등 주석의 추

가확장을 통해 기존주석과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 확장된 

주석을 이용하여 의미량이 높은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다.

한 주석입력자와 사용자의 어휘표 의 이질성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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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수 있다. 

6. 실험

   실험을 하여 마이크로소 트상의 ‘Design Galler 

Live(http://dgl.microsoft.com)[8]를 이용하 다. 마이크로

소 트사의 이미지들은 키워드의 유무에 따라 단순비교를 

통해 검색을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미지에 의미량을 이용하면 

검색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6) 단순 주석기반 이미지 검색

단순 텍스트 매칭을 통한 검색결과이다. buildings이란 질

의어로 검색을 했을때 의미량을 고려하지 않고 검색되어 

차후에 사용자가 재검색을 수행해야한다.  

(그림 7) 의미량을 이용한 이미지 검색

(그림 7)은 주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량을 기반으로 검색한 

결과이다. (그림 6)에 비해 buildings의 의미량 기반으로 

검색을 수행하므로서 보다 buildings에 더 련있는 이미

지를 우선 검색하므로서 효율 인 검색을 수행 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이미지내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복 사용하

므로서 각 키워드의 의미량을 감소시키는 문제 이 있었

다.

7. 결론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단순한 텍스트 매칭에 의한 

검색방법에서 벗어나 각 단어에 의미량을 고려한 검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워드넷상에 존재하지 않은 주석에 처

리 문제 과 주석확장 시 발생하는 확장키워드와 기존 

표키워드와의 정확한 일치 여부에 한 확인 연구가 필요

하다. 한 동일한 의미의 단어 사용으로 인한 의미량 감

소에 문제 을 해결하 해 주석에 그룹핑 과정을 통해 

가 치를 주는 방안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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