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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촬영한 이미지 또는 이미 모바일 디바이스에 저장된 이미지를 사용자가 검색을 위한 

질의어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기존의 모바일 검색엔진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 이미지 어노테이션에 기반

한 태깅 키워드를 검색 이미지와 매칭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구현하며, 이 과정에서 이미지의 분석과 분류를 위한 

SVM(Support Vector Machine)과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이미지 어노테이션 

태깅에 대한 키워드 매칭을 위해 빅데이터에서의 MapReduce를 응용하였다.

키워드: 이미지 기반 검색(Image-based Search), 모바일 기반 검색(Mobile-based Search), 모바일 어노테이션
(Mobile Annotation)

I. Introduction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보고서에 따르

면 연령층이 낮은 사용자일수록 모바일 기기에서의 카메라 기능을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가 공통적이다. 모바일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편하게 촬영하여 스마트 기기의 통신기능과 함께 활용하는 

생활이 보편화되었다는 의미이다. 모바일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른 기능에는 정보검색이 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정보검색은 

대부분 키워드 중심의 검색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PC환경 대비 

모바일 텍스트 입력 인터페이스는 제한적이며, 검색 대상에 대한 

정확한 검색어를 모를 경우 검색이 불가능하거나, 검색을 위한 부가적

인 추가 검색을 연속하여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장점을 이용하여 이미지 기반 검색 질의어의 

추천 및 매칭 하고 기존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II. Implementation and Experiments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미지 기반 모바일 검색 방법은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색 대상을 촬영하고 SIFT 알고리

즘을 통해 분석 및 분류하며 이미지 어노테이션을 이용하여 검색 

키워드를 매칭시킨다. 매칭된 검색 키워드는 기존 모바일 검색엔진에 

텍스트 형태로 입력되어 검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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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IFT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이미지의 특징점을 찾기 위해 아래와 같은 Gaussian scale space 
공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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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계학에서의 정규분포로 볼 수 있다.
이미지에 대한 검색어 매칭 및 어노테이션에 대한 온톨로지 사전 

구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소셜 이미지 텔링에 대한 마이닝 보조적

으로 사용된다.

그림 3. 이미지 마이닝

상기와 같은 이미지의 분류와 마이닝을 통한 어노테이션은 빅데이

터에서의 MapReduce 과정을 통해 검색어로 매칭된다. 이미지 분석을 

통해 분류된 카테고리 정보는 HDFS의 네임 노드 및 Mapper로 

사용되며, 이미지 어노테이션의 태그 정보는 HDFS의 데이터 노드 

및 Reducer로 사용한다.

그림 4. 검색 키워드 매칭을 위한 MapReduce

그림5와 표1은 모바일 검색 이미지에 대한 분석 및 분류 정확도와 

실험에서 매칭된 검색 키워드의 결과값을 나타낸다.

그림 5. 실험 이미지

카테고리 실험 이미지 수 정확도

abacus 21 70.00%

scooter 22 73.33%

guitar 19 63.33%

합계 62 68.89%

표 1. 검색 키워드 매칭 실험결과

III. Conclusions

이미지를 이용한 비주얼 정보검색은 구글을 비롯한 네이버, 다음 

등의 유명 검색 포털에서 일부 범위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나, 주류나 

음료의 라벨 및 영화, 음악, 책 등의 표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표준화된 대상 또는 정형화된 형식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그 

자체로 검색 질의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미지 기반 검색방법은 검색 대상 이미지를 

해당하는 키워드로 변환하여 기존 텍스트 기반 검색엔진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험에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카테고리를 상세화한다면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제약없이 비주얼 검색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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