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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의 목 은 랜드마크 이미지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한 메타데이터 표  설계 방안을 제시하기 

함이다. 이를 해, 이미지 검색시스템의 종류와 각각의 색인 방식에 한 최신 기술 황을 포 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고, AI 머신러닝을 용한 랜드마크 인식에 필수 인 학습용 공개 데이터셋과 이미지 객체 

인식에 한 기계학습 도구를 조사하 다. 이를 통해, 랜드마크 이미지 AI 학습용 데이터에 최 화된 메타데이터 

요소를 선정하고 각각의 요소에 한 입력 데이터를 정의하 다. 결론  제언에서는 랜드마크 인식을 활용한 

추천시스템을 포함한 응용서비스 개발 방안을 논의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sign and propose metadata standard for building AI training 

dataset of landmark imag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we first examined and analyzed 

the state of art of the types of image retrieval systems and their indexing methods, comprehensively. 

We then investigated open training dataset and machine learning tools for image object recognition. 

Sequentially, we selected metadata elements optimized for the AI training dataset of landmark 

images and defined the input data for each element. We then concluded the study with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 services using the results of the study.

키워드: 랜드마크, 이미지 검색, 객체인식, 인공지능 머신러닝, 메타데이터 표 , 이미지 추천시스템

Landmark, Image Retrieval, Object Recognition, AI Machine Learning, Metadata 

Standard, Image Recommender System

* 강남 학교 산업데이터사이언스학부 부교수(kjinmook@kangnam.ac.kr)

논문 수일자: 2020년 5월 22일   최 심사일자: 2020년 5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5월 2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419-434, 2020.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2.419



42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4권 제2호 2020

1. 서 론

캠 리지 사 은 이미지(image)를 “a picture 

in your mind or an idea of how someone or 

something is”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당

신 마음속의 사진 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한 생각”이라고 직역할 수 있으며, 네이버 국

어사 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

낌(심상, 상, 인상)”으로 표 하고 있다. 즉, 

이미지는 으로 보고 마음속에 그려진 사람이

나 사물에 한 인상인 것이다. 그 기에, 이미

지는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된 텍스트 정보에 

비해 매우 직 이고 함축된 내용을 시각 으

로 달 할 수 있다.

이미지 검색의 종류는 무엇을 색인하는지에 

따라 즉, 색인의 상에 따라 의미기반(concept/ 

context/semantic-based) 이미지 검색, 내용

기반(content-based) 이미지 검색, 이용자기반

(user-based) 이미지 검색(추천)시스템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을 용한 기계학

습 모델의 발 은 이미지의 내용을 구성하는 

이미지 특성(색, 모양 등)을 활용한 이미지 검

색분야의 목할 만한 발 을 이끌어 왔다. 

한, 비정형 데이터인 이미지 데이터의 가치를 

증 시키고 있으며 그 활용 역을 다양하게 확

시키고 있다. 이미지 데이터의 보다 효율 인 

생성, 처리, 검색,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자

의 선호도를 이용한 이미지 추천시스템(Karlsen 

2018; 이학재 외 2019), 이미지 어노테이션을 

통한 기계학습 기반의 객체 인식(Kim 2019; 

Srivastava and Srivastava 2020) 등 새로운 

역에서의 이미지 활용 방안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람, 동물, 사물 등 이

미지에 나타난 객체 인식에 한 연구는 , 

마 , 의료, 환경, 군사, 보안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응용되고 있다. 일례로, 랜드마크 이미지 

인식 기술은 객들에게 특정 건물이나 장소

에 한 정보의 제공은 물론 주변 지, 맛집 

추천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를 한 마  목 으로 활용될 수 

있다(이윤아, 낭종호 2018).

이미지의 보다 효율 인 분석  활용을 통

한 서비스 개발을 해서는 기계학습 모델의 

훈련을 한 학습데이터 구축이 필수 이다. 

그러나, 비정형 데이터인 이미지 분석을 한 

AI 학습용 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

다. 본 연구는 랜드마크 이미지의 AI 학습용 데

이터 구축을 한 메타데이터 표 의 설계 방

안을 제안하기 해 수행되었다. 우선, 선행연

구 조사, 사례 조사를 포함한 연구의 이론  배

경 제시를 통해 이미지 검색시스템의 종류와 

색인 방식을 분석하고 랜드마크 인식에 한 

황  사례를 고찰하 다. 이를 통해, AI를 

용한 랜드마크 인식을 한 기계학습에 필요

한 메타데이터 표 의 설계 방안을 도출하고 

이미지 추천시스템 등 응용서비스 개발 방안을 

제시하 다. 결론  제언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활용 방안을 논의하 다.

2. 이론  배경

2.1 이미지 검색시스템의 종류  색인 방식

이미지 자료에 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  

검색시스템의 필요성이 증 되면서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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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지의 시각  달을 가능  하는 요소 

즉, 색상, 질감, 객체 모양, 치, 크기 등 이미지 

특성을 검색에 활용하는 방안의 연구에 주목해 

왔다(Lew et al. 2006; Datta et al. 2008). 텍

스트 자료의 내용은 문헌에 나타난 단어로 유

추할 수 있기에 텍스트 검색시스템은 주로 단

어를 색인하여 검색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왔다. 

도서의 서명, 자명, 출 사명, 주제명과 같은 

서지정보, 즉 도서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메

타데이터를 부여하여 색인하는 도서  목록시

스템은 내용기반 텍스트 검색시스템의 표

인 이다. 주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텍스트

의 내용과는 달리, 이미지의 내용은 단어가 아

닌 이미지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텍스트 검

색에 사용되는 통  방식인 특정 이미지의 

맥락정보 즉, 단어를 부여하여 색인하는 의미

기반 이미지 색인 방식과 함께, 이미지 특성을 

이용한 내용기반 이미지 색인은 오늘날 이미지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주된 방식  하

나이다

의미기반 이미지 검색은 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추상 이고 형이상학 인 개념 기반의 색

인  검색 방식으로(권은 , 나연묵 2004; 김

성희, 이근  2004; 정은경 2014), 특정 이미지

를 둘러싼 맥락정보 즉, 날짜, 시간, 장소, 주제, 

캡션 등 메타데이터를 생성  부여하여 검색

에 활용한다. 이미지와 련된 개념 즉, 단어를 

사용하여 색인하고 검색한다는 에서 텍스트 

검색시스템과 유사하지만. 이미지 검색에 필요

한 메타데이터의 유형은 자료 형태, 정보 요구

의 차이로 인해 텍스트 검색과는 차이가 있다. 

컨 , 텍스트의 표  유형인 도서는 서명, 

자명, 출 사명, 주제어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지만, 랜드마크 이미지는 장소, 건물명, 

장소명 등이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은 색, 질감, 이미지 내 

객체의 모양, 크기, 치 등 이미지의 내용을 구

성하는 이미지 자체의 특성을 추출하여 색인하

고 검색하는 방식이다(모 일, 이철규 2009; 최

민석 2017). 기의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시스

템으로는 WebSeek과 Blobworld 등을 들 수 있

다. WebSeek은 콜롬비아 학의 연구 이 컬

러히스토그램을 이미지 검색 방식  하나로 

용하여 개발한 기의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이다(Smith and Chang 1997). <그림 1>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용자들은 일차 으로 

제시된 주제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이미지 라

우징이 가능하 고, 컬러 히스토그램을 이용하

여 이미지의 색상 특성을 활용한 유사 이미지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BlobWorld는 버클리 학의 연구 이 객체

의 색상, 질감, 치, 모양, 크기를 이용하여 검

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이다(Carson et al. 1999).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blob’은 이미지 내 객체가 존

재하는 치(region)를 의미하며, 오늘날 객체 

인식을 한 이미지 처리 방식인 바운딩 박

스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미지를 ‘blob’

으로 분할하고 해당 ‘blob’의 색상  질감 정보

를 함께 색인하 다.

한편, 우리에게 익숙한 카카오, 구 , 야후 등 

부분의 검색포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

시스템은 의미기반 검색과 내용기반 검색 방식

을 혼합한 하이 리드(hybrid) 형태가 일반

이다. 의미기반 이미지 검색은 이미지를 둘러



42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4권 제2호 2020

<그림 1>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 WebSeek

출처: WebSeek 홈페이지

<그림 2>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 Blobworld

출처: 버클리 EEC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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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맥락정보를 단어를 사용하여 색인하기 때문

에 텍스트 검색에 익숙한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검색의 정확도가 상 으로 높다는 

장 이 있으나,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부여하

는 작업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이 상 으로 크

다는 단 이 있다. 내용기반 검색은 의미기반 검

색의 단 을 보완하여 이미지의 내용 특성들인 

색상, 모양, 질감 등을 분리하고 분리된 요소들

을 자동 추출하여 검색해 다(김성희, 이근  

2004). 이미지 특성을 색인하기 때문에 단어를 

사용하여 검색하는 방식에 익숙한 이용자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으며 검색의 정확성이 상

으로 낮을 수 있으나, 패턴인식을 한 이미지 

특성을 추출한 자동색인이 가능하기에 색인 작

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리커 (flickr), 인스타그램 등 웹에서 이미

지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UCC 이

미지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 공유사이트

인 리커는 2005년 야후에 인수되면서 재 야

후 이미지 검색 결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제목, 키워드, 장소, 날짜, 크리에이터 등을 

이용한 의미기반 이미지 검색과 색상  질감을 

이용한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을 지원한다. 페이

스북의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은 사진  동 상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 랫폼으

로서 해시태그 기반의 의미기반 검색이 가능하

나 주로 개인별 심사  계(팔로워)를 통한 

개인별 추천을 지원한다. 리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상에서 이용자들이 생산하는 수많은 

이미지를 모두 색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미지를 생산하는 당사자인 이용자가 직  해시

태그 등을 부여함으로써 의미기반 검색을 가능

 하고, 이미지 자체를 질의어로 입력하여 이미

지 특성을 사용하여 유사한 이미지를 찾는 내용

기반 검색을 하는 하이 리드 방식이 보다 실

이고 실용 인 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미지 검색 방식인 이

용자기반 이미지 검색은 특정 이미지에 한 

이용자 선호도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검색 는 

추천하는 방식이다(정경용 2008; Karlsen et 

al. 2018; Melo 2018). 웹의 등장과 더불어 

통 으로 주로 정보의 이용자 역할을 했던 이용

자들이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이자 동시에 해

시태크 등을 통해 정보를 색인하는 정보의 색인

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결과 으로 오늘날 

이용자들은 SNS 활동 등을 통해 수 많은 UCC 

콘텐츠를 생산하고 색인하고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에서는 심사 는 선호도가 

유사한 이용자들을 군집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상호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이 유용하다(김진묵 

2018). 네이버 그라폴리오 서비스에서 ‘발견’, 

‘주목받는’ 등의 카테고리는 조회 수, 공감 수, 

댓  수, 팔로워 수 등을 고려하여 아트 작품을 

추천하는데 이는, 이용자 선호도를 활용하여 

아트 작품 즉, 이미지를 추천하는 하나의 이

다. 업필터링 기반의 개인별 맞춤형 이미지 

추천시스템의 구축을 해서는 이용자들의 선

호도 악  이용자 로 일 구축을 한 노

력과 비용이 추가 으로 필요하다는 단 이 있

으나, 인공지능 기술을 용한 개인의 심사 

 정보요구를 악하여 이를 개인화된 마

에 활용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 이 있다. 

2.2 랜드마크 이미지 인식 

랜드마크는 “어떤 지역을 표하거나 구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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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지”로서 “ 지에서 그 지역을 식별하는 

목표물로서 당한 사물”이다(네이버 국어사  

2020). 우리나라 국토해양부는 랜드마크를 도

시의 이미지를 표하는 특징을 가진 시설물 외

에도 역사 이며 개념 인 의미를 가지는 추상

인 공간이라 하 다. 이러한 이유로 랜드마크

는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며 인지도에 따

라  자원으로서 자리매김 하기도 한다(변

재상 외 2006).

자원으로서 랜드마크는 지역을 표하

는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그 곳을 방문하는 

객에게 지역의 특징을 인식시키기에 지방자

치단체들은 상징 인 랜드마크 개발에 심을 

갖고 있다(임채숙 2016). 이처럼 랜드마크를 

활용한 도시 는 지역 이미지 형성   마

에 한 심이 증 하면서 인공지능을 활

용한 랜드마크 인식  정보의 제공, 주변 

지 추천, 맛집 추천 등 온라인 채 을 통한 응용

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박연진 

외 2015; 이윤아, 낭종호 2018).

랜드마크 인식  응용서비스 개발을 해서

는 AI 학습용 랜드마크 이미지 데이터 구축이 

필수 이다. 그러나, 비정형 데이터인 국내 랜

드마크 이미지 분석을 한 AI 기계학습 훈련

용 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실이다. 구 은 AI 

기반의 랜드마크 인식을 한 로젝트의 일환

으로 2019년 ‘랜드마크 V2’를 통해 500만개의 

이미지를 공개하 다. 캐 (kaggle)에 공개된 

‘Google-Landmarks Dataset’은 랜드마크 인식

과 검색 평가를 한 두 개의 이미지 데이터셋으

로 구분된다. 한, 이미지 분할(segmentation) 

 어노테이션(annotation)을 한 ‘Google 

Landmark Boxes dataset’은 86,000개의 바운딩 

박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랜드마크 

인식, 랜드마크 이미지 검색 등을 한 연구  서

비스 개발에 응용할 수 있다(Noh et al. 2017).

구 은 ML Kit의 랜드마크 인식 API를 사

용하여 이미지 속 유명 랜드마크를 인식하는 클

라우드 비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미지를 API에 달하면 이미지에서 인식된 랜

드마크뿐만 아니라 각 랜드마크의 지리좌표, 랜

드마크가 등장한 이미지 역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자동 

생성하고, 공유한 콘텐츠를 기 으로 사용자의 

개별화된 경험을 만들 수 있다(Firebase 홈페이

지 2020). <그림 3>은 구  ML Kit를 이용하여 

랜드마크를 인식하고 메타데이터를 자동 추출

한 시이다.

네이버는 클라우드 랫폼에서 이미지 내 사

람, 자동차 등 객체의 타입과 치를 탐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객체인식을 한 유료 API 서

비스를 운 하고 있으며(네이버 클라우드 랫

폼 홈페이지 2020), 네이버 클로바(CLOVA)를 

통해서 컴퓨터 비 을 이해하는 기계학습 알고

리즘을 개발하여 이미지 질의를 처리하고 질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네이버 클라우드 랫폼 홈페이

지 2020).

다음카카오는 kakao Vision API를 통해 이

미지를 분석하고 콘텐츠 형태와 의미를 이해하

여 보다 하고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돕는다. 이미지 내부의 콘텐츠를 분석해서 

얼굴 검출, 상품 검출, 멀티 태그 생성, 성인 이

미지 별, 문자 역 감지  문자 인식 등을 

별하고 콘테츠 심의 썸네일을 생성한다(카

카오 비  API 홈페이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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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  ML-Kit 랜드마크 인식

출처: 구  Firebase 홈페이지

3. 연구의 틀

‘2장 이론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미지 검색시스템의 종류는 무엇을 색인하는지

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즉, 색인의 상에 따

라 의미기반 이미지 검색시스템, 내용기반 이

미지 검색시스템, 이용자기반 이미지 추천 시

스템으로 구분된다.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학습

을 통한 이미지 분석 기법의 발달과 함께 객체 

인식 등 이미지 특성을 이용한 내용기반 이미

지 검색시스템은 목할 만한 발 을 이루었다. 

한, 업필터링 기반의 이미지 추천시스템은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이용자들 간의 활발

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웹에서 특히, 소셜 미

디어 서비스 분야에서 그 역을 지속 으로 

넓 왔다.

랜드마크 인식 련 기술은 이미지 기반 추

천시스템의 개발   마 , 객체 인식 기

술의 용을 통한 자율주행장치 개발, 스마트 

시티 구축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한 량의 

AI 학습용 랜드마크 이미지는 매우 부족한 

실이며 충분한 수의 국내 랜드마크 이미지 데

이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해, 2장 이론

 배경에서 고찰한 이미지 검색시스템의 종류

와 각각의 색인 방식에 한 분석 결과를 아래

와 같이 ‘연구의 틀’로 사용하여 메타데이터 표

 설계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 다.

연구의 틀

첫째, 의미기반 이미지 검색 지원을 한 메

타데이터 표  설계 방안

둘째,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지원을 한 메

타데이터 표  설계 방안

셋째, 이용자기반 이미지 추천 지원을 한 

메타데이터 표  설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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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타데이터 표  설계 방안

4.1 의미기반 이미지 검색 지원을 한 메타데

이터 표  설계

더블린 코어(Dublin Core)는 디지털 콘텐츠 

색인을 한 표 인 범용 메타데이터 표 으

로서 웹 자원의 발견에 필수 이면서도 비 문

가도 이해할 수 있는 수 의 메타데이터 표

이다. 간결성, 호환성, 확장성의 원칙을 갖고 설

계된 더블린 코어 15개 기본요소는 자원의 내용

에 한 요소(title, description, type, subject, 

source, relation, coverage), 자원의 지 재

산권에 한 요소(creator, publisher, rights, 

contributor), 자원의 구 형 속성을 기술하는 인

스턴트화에 한 요소(date, format, identifier, 

language)로 구분될 수 있다(국립 앙도서  

한국서지표  더블린 코어 홈페이지 2020). 

‘3장 연구의 틀’에서 제시한 첫 번째 연구의 

틀 ‘의미기반 검색 지원을 한 메타데이터 표

 설계 방안’으로 더블린 코어(DC)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더블린 코어 홈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범용 메타데이터 표

인 DC는 모든 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어

떤 유형의 자원에도 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독립 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1>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더블린 코어 15개 기본 

요소  4개의 요소 즉, title(표제), identifier

(식별자), type(유형), date(날짜)를 의미기반 

이미지 검색을 지원하기 한 메타데이터 요소

로 제안한다.

AI 기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용한 랜드

마크 객체 인식  분류를 하여 필요한 최소 

요소는 title과 identifier이다. 캐 에 공개된 구

 랜드마크 학습용 데이터셋은 id, URL, 랜드

마크 id를 포함한 3개의 데이터 속성을 제공하

고 있다. id는 일 id, URL은 개별 이미지의 

웹 주소, 랜드마크 id는 기계학습을 통한 랜드

마크 인식 결과를 확인하기 함이며, 이를 이

용하여 랜드마크 인식을 한 기계학습 모델의 

훈련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하고 세분화된 랜드

마크 분류를 해서 type(유형)을 필수 요소로 

추가하여 지정하 다. 분석 상 랜드마크가 

어떤 유형(건축물, 조형물, 장소 등)인지 보다 

세부 으로 분류하는 것이 향후 응용서비스 개

발  활용을 해 보다 유용하기 때문이다. 랜

드마크는 시간(낮, 밤), 계 에 따른 변화가 있

요소 필수 여부 설명* 입력 데이터

Title(표제) 필수 자원에 부여된 제목 랜드마크 명

Identifier(식별자) 필수
자원을 식별하기 한 식별기호로 공인된 식별체계(URI, URL, 
ISBN 등)를 따르는 문자/숫자 열을 사용할 것을 권장

일 ID. URL. 
랜드마크 id

Type(유형) 필수
자원의 내용이 가지는 성격 는 장르로, 내용의 일반 인 범주, 
기능, 장르 등을 표

랜드마크 유형

Date(날짜) 필수
자원의 존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벤트에 련된 날짜, 자원의 
제작일 는 자원이 재 형태로 이용가능하게 된 시  

수집(촬 ) 날짜

*출처: 국립 앙도서  한국서지표  더블린코어 홈페이지

<표 1> 의미기반 랜드마크 이미지 검색  색인을 한 DC 메타데이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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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으며 기계학습 모젤의 훈련을 통해서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Date(날짜) 

요소를 추가하여 필수요소로 지정한 이유이다.

<표 2>는 type의 입력 데이터인 ‘랜드마크 

유형’을 여행 문 서비스인 트립 어드바이

(TripAdvisor)의 랜드마크 카테고리를 재구성

하여 하나의 시로서 제시한 것이다. 랜드마

크 AI 학습용 데이터셋에 최 화된 랜드마크 

유형에 한 기존의 표  분류는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랜드마크 인식 

기술의 응용을 한 가장 활발한 용 분야  

하나인 여행/  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

분류 분류 소분류

건축물  장소

건축물 마천루, 건물, 공공기  건물, 교량,  등

쇼핑  상업 시설 백화 , 아웃렛, 복합몰 등

역사 인 장소 성곽, 궁, 고  유 , 쟁터 유  등 

신성한 & 종교 인 장소 교회, 성당, 사찰 등

교육 인 장소 유치원, 학교, 학 등 

스포츠 시설 아 나, 경기장, 운동장, 경주장 등

군사 기지  시설 군사 기지, 군사 시설 등

교통 시설 공항, 기차역, 터미 , 환승센터 등 

항만 시설 부두, 항구 등

인근 지역 주변 지, 맛집 등

거리 도심 거리, 통 시장, 문화  테마거리 등

농장  목장 농장, 목장, 과수원 등

묘지 묘지, 공원 묘지, 등

보드워크 보드워크 등 

조형물

기념비  동상 기념비, 동상 등

망  & 타워 망 , 타워 등

등 등  등

분수 분수  등

자연  공원

가든  계곡 정원, 가든, 계곡, 개울 등

공원 국립공원, 자연공원, 휴양림 등

동굴 동굴 등

물길 물길 등

산 산, 산림 등

섬 섬 등

자연 & 야생동물 서식지 자연, 야생동물 서식지

지층 지층 등

폭포 인공폭포, 천연폭포 등

해변 해변 등

화산 화산 등

산책로 경  좋은 산책로, 유서 깊은 산책로 등

트 일 & 드리이  코스 하이킹/바이킹 트 일, 드라이  코스 등

<표 2> 랜드마크 유형 분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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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어드바이 의 카테고리를 재구성하여 랜

드마크 유형 분류를 한 하나의 시로서 제

안하 다. <표 2>에 제시한 분류, 분류, 

소분류 카테고리는 분류, 랜드마크,  등 

분야의 문가들 간의 업을 통한 보다 체계

인 설계가 필요하다. 지역  활성화를 

한 주변 지, 맛집, 교통, 숙박 등 련 

정보 제공을 해서는   여행에 특화된 

온톨리지를 개발하여 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2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지원을 한 메타데

이터 표  설계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과 색인을 지원하기 

하여 패턴인식 기술을 용한 이미지 간의 유사

도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두 개의 이미지 특성 

즉, 색상(color)과 모양(shape)을 추출하여 색인

하는 방식을 <표 3>과 같이 제안한다. 이미지 특

성  질감(texture)과 객체 치(composition)

는 패턴인식 기술의 제약, 비교  낮은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상에서 제외하 다. 색상의 입

력데이터인 RGB 모델을 체하여 사람의 시각 

능력과 유사한 색상 모델인 OPP, YIQ, YUV, 

GCrCb, Munsell, CIE, HSV 등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기도 한다(모 일, 이철규 2009). 모양의 

입력 데이터인 윤곽선은 이미지 내의 객체 인식

을 해 필요하며 바운딩 경계(bounding box)

를 의미한다.

이미지 특성 설명 입력 데이터

색상(color) 컬러 히스토그램 RGB

모양(shape) 객체(물체)의 윤곽선 윤곽선

<표 3> 내용기반 랜드마크 이미지 검색  

색인을 한 이미지 특성

분류 분류 소분류

시/문화 공간

도서 도서 , 어린이 도서  등

박물 역사, 문, 군사, 자연사, 과학, 아트뮤지움 등

미술 미술 , 아트갤러리 등

측소 측소, 천체투  등

수족   동물원 수족 , 아쿠아리움, 동물원 등

즐길거리

스키 & 스노보드 스키장, 썰매장 등

온천 온천, 간헐천 등

테마 크 놀이공원, 테마 크, 워터 크 등

게임 & 엔터테인먼트 게임방, PC방, 엔터테이먼트 센터 등

극장  공연장 화 극장, 국립극장, 공연장 등 

스포츠 컴 스 스포츠 센터, 체육 , 사격장, 볼링장 등

놀이터 놀이터 등

기타 놀이 & 게임 기타 놀이, 게임 등

숙박시설

호텔 특 호텔, 일 호텔, 일반호텔 등

리조트  연수원 리조트, 연수원 등

기타 숙박 시설 기타 숙박 시설 등

*출처: TripAdvisor 홈페이지 랜드마크 카테고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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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용자기반 이미지 추천 지원을 한 메타

데이터 표  설계

<표 1>에서 의미기반 랜드마크 이미지 검색

을 해서 title(표제), identifier(식별자), type 

(유형), date(날짜)를 포함한 4개의 DC 기본

요소를 제안하 다. 이용자기반 이미지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는 인식 상 랜드마

크에 한 상세 설명과 련 정보를 추천하기 

한 련 키워드를 이용한 색인이 필수 이다. 

이를 반 하여, <표 4>는 <표 1>에서 필수 요소

로 지정한 4개의 DC 기본요소에 더하여 2개의 

기본요소 즉, subject(주제)와 description(설명)

을 추가하여 지정하 다. Subject와 description

은 랜드마크 인식을 한 AI 학습용 데이터로

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추천시스템 등 응용시스템 개발

을 해서는 필요한 요소이다. 일례로, 구  

즈와 같은 모바일 기반 응용서비스 개발 즉, 특

정 랜드마크에 한 상세 정보 제공, 유사한 랜

드마크의 검색, 주변 지 는 맛집 추천 등

과 같은 응용서비스 개발을 해서는 추가 으

로 필요한 요소이다.

4장에서는 ‘2장 이론  배경’에서 논의한 이

미지 검색시스템의 종류, 색인 방식, 랜드마크 

객체인식 도구  기술에 한 조사  분석 결

과를 ‘3장 연구의 틀’을 용하여 AI 학습용 랜

드마크 이미지 데이터 구축 목 에 부합하는 

메타데이터 표  설계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

다. 랜드마크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한 이

미지 색인을 해서 의미기반 검색과 내용기반 

검색을 동시에 지원하는 하이 리드(hybrid) 

색인 방식을 채택하 다. 이를 통해, 의미기반 

검색과 내용기반 검색의 단 을 상호 보완하고 

각각의 장 을 최 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으로, 추천시스템 등 응용서비스 개발을 

하여 랜드마크 이미지의 이용자 기반 검색  

색인을 한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 기본 요소 

 두 개의 요소(subject, description)를 제안

하 다. 

5. 결론  제언 

랜드마크 이미지 AI 학습용 데이터는 객체 

인식과 검색을 한 기계학습 모델의 훈련과 

평가를 통한 정확도 향상에 필수 이다. 랜드

마크 객체인식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

는 구 은 ‘Google-Landmarks Dataset’을 공

개하여 이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구  

즈를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그 기술을 용

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객체인

식 기술은 컴퓨터 비  등 이미지 인식 련 인

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높고, 자율

요소 필수 여부 설명* 입력 데이터

subject(주제) 필수 자원의 내용  주제(topic) 키워드

Description(설명) 필수 자원의 내용에 한 설명 설명

*출처: 국립 앙도서  한국서지표  더블린코어 홈페이지

<표 4> 이용자기반 랜드마크 이미지 검색  색인을 한 DC 메타데이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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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스마트시티, 이미지 기반 추천서비스 등 

산업/서비스 분야에서도 그 실용성이 증 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인공지

능을 용한 컴퓨터 비  연구를 통해 이미지 

객체인식 기술 개발  발 에 노력을 경주하

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도시/지역의 랜드

마크 이미지 인식을 한 AI 학습용 데이터는 

아직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분야 연

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본 인 제한 요소로 

작용해왔다. 다행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0년을 기 으로 한

국정보화진흥원 주  하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랜드마크 

이미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이 사업의 10

개 지정공모 과제  하나로서 2020년 말 사업 

마무리와 함께 국내 주요 50개 도시/지역의 랜

드마크 이미지 500만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

축된 학습용 데이터는 랜드마크 이미지 검색 

 객체 인식 분야의 국내 연구  응용 서비스 

개발을 한 단계 업그 이드 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본 연구는 랜드마크 이미지 AI 학습용 데이

터 구축의 두 가지 주요 목  즉, 객체인식과 이

미지 검색을 한 기계학습 모델의 훈련과 평가

를 한 메타데이터 표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자 수행되었다. 이를 해 첫째, 이미지 검색시

스템의 종류  각각의 색인 방식을 조사․분석

하고, 둘째, ‘Google-Landmarks Dataset’와 같

은 기존의 학습용 공개 데이터셋과 객체인식을 

한 기계학습 도구 황을 조사하 다. 이를 

통해, 랜드마크 이미지의 AI 학습용 데이터에 

최 화된 메타데이터 요소를 도출하고 의미기

반 이미지 검색과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을 동

시에 지원할 수 있는 하이 리드 색인 방식을 

채택한 메타데이터 표  설계 방안을 제시하

다. 한, 랜드마크 이미지 기반 추천서비스 등 

응용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이용자기반 이미지 

검색 지원을 한 색인 방안을 추가로 제안하

다. 구체 으로, 의미기반 이미지 검색 지원

을 한 메타데이터 요소로서 DC 15개 기본 요

소  4개, 즉 title, identifier, type, date을 제

안하 고,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지원을 해

서는 color(색상)과 shape(모양)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이용자기반 이미지 검색 지원

을 해서는 DC 기본요소  하나인 subject와 

description을 추가로 지정하 다.

개인 맞춤형 추천시스템 구축을 해서는 추

천을 한 콘텐츠와 더불어 이용자 정보요구 

 선호도 악을 한 이용자 로 일 구축

이 필수 이다(김진묵 2018). 이용자 로 일 

구축을 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만, 웹 는 

모바일 환경에서 효율 인  마 을 해

서는 필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객체

인식 기술은 이미지 기반의 추천시스템 이외에

도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의 분야로 그 응용 

역을 확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랜드마

크 이미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최 화된 

메타데이터 표 을 제안하 다. 이를 활용해 

AI 기반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 향상  응용서

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랜드마크 인식  응용서비스 개발을 한 

연구는 아직 기 단계이다. 이미지 자료는 제

목, 주제, 설명 등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미기반 이미지 검색을 지원하기 한 

자동 요약, 범주화를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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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미지 특성을 이용한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분야의 연구는 색상, 모양은 물론 질감, 

치, 크기 등의 특성을 이용한 검색 기법에 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용자기반의 이

미지 추천시스템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  

마  등 응용서비스 개발을 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랜드마크 이미지의 AI 학

습용 데이터 구축  활용을 통해 이 분야 연구

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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