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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미지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미지 중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방법들

이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질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이미지 특징(feature)을 추출한 후 이미지 특

징에 대한 유사도 평가를 통한 이미지 검색 및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검색된 이미지들과 유사하다고 판단

된 이미지와 그러한 이미지들의 의미적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질의 이미지

에서 색상, 질감, 모양 등의 특징을 추출하여 유사도 평가를 통해 검색된 이미지를 제공하고,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방식을 통해 이미지를 검색하고, 온톨로지를 이용해 이미지의 의미적 정보를 추출하여 사용

자에게 이미지와 관련된 의미적 정보를 제공한다.  

 

1. 서  론 

 

이미지 검색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인터넷의 발전과 하드웨어 등의 

발전으로 인해 웹 상에서 대용량의 이미지 데이터 등이 

공유되거나 많은 문서에 이미지 데이터가 포함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검색 

요구가 점점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미지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와는 달리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라도 다른 형태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정형화된 

구조를 가지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만족스러운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만족스러운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검색된 이미지 데이터만으로 그 

이미지의 의미적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가 제안한 시스템의 목표는 주석(annotation)이나 

메타데이터가 달려있지 않은 불명확한 이미지나 혹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이미지가 질의되었을 

때, 제안된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할 뿐만 아니라, 온톨로지를 이용해 

검색된 이미지와 관련된 의미적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존의 이미지 검색 기법 중 하나인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1][2][4] 방식을 개선한 이미지 검색  

 

방식과 온톨로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이미지와 관련된 

의미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언급한 연구의 관련 연구에 대하여 설명한 후, 

3장에서는 시스템 구조와 수행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질의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검색 이미지와 관련된 의미적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6장과 7장에서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결론을 내린다. 

 

2. 관련 연구 

   

이미지 검색을 위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최근에 이미지 검색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미지의 특징 정보를 이용하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방식[1][2][4]과 이미지의 

의미적 정보를 고려하여 검색하기 위해 온톨로지 기반 

이미지 검색 방식[3][5][6]이 있다.  

C. Nastar[4]가 제안한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은 이미지 데이터를 단지 키워드를 이용해 

분류하던 기존의 이미지 검색 방식은 정보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콘텐츠에 의해 이미지를 색인 후 이미지 

간의 유사도 측정을 통해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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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미지는 각도나 거리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의 

특징만으로 이미지를 검색할 때 의미적으로 전혀 다른 

이미지가 검색되는 등의 “Semantic Gap”[10] 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점 중 하나인 “Semantic Ga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의 의미적 정보까지 고려한 

온톨로지 기반 이미지 검색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Shuqiang Jiang[5]은 온톨로지를 통해 이미지의 

다양한 측면을 의미적으로 기술(description)하며, 

이미지 검색을 위한 명확한 특징들(발광성, 색조, 색의 

따뜻한 느낌, 균형미)을 정의하고, 이러한 의미정보와 

이미지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이 시스템은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법을 제공하지만 이미지의 의미적 

정보까지 함께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이 외에도 온톨로지와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방식을 

결합하여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식[7][8]이 

제안되었지만 이미지의 관련된 의미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방식을 통해 이미지를 

검색하고 온톨로지를 결합하여 검색된 이미지와 관련된 

의미적 정보를 추출하여 결과로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3.  시스템 구조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이미지 질의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각 이미지의 

특징과 유사도 평가를 통해 관련성이 높은 상위 

이미지를 검색하고, 온톨로지를 통해 검색된 이미지에 

대한 의미적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조 

 

시스템의 각각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전처리 관리자 

이미지 검색을 위한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는 

관리자로 이미지 집합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분석하여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한다. 각 이미지의 시각적, 의미적 

정보를 고려하여 관련된 이미지들을 분류한 후, 각 

카테고리의 대표 특징(centroid feature)를 선택한다. 

 

• 질의 관리자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미지 질의를 입력 받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이미지 질의를 

입력 받은 후 질의 이미지를 정형화된(formal) 형태로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 분석 관리자 

질의 관리자에서 구성된 정형화된 형태의 질의 

이미지에서 색상, 질감, 모양 등의 16개의 이미지 

특징을 추출한다.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시스템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구성요소로 각 이미지의 특징 정보와 

실제 이미지의 물리적 저장 경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 온톨로지 관리자 

각 이미지의 의미적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온톨로지 

접근 및 추론 등 온톨로지와 연관된 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요소이다. 

 

• 검색 관리자 

입력된 질의 이미지와 카테고리 대표 특징들 간의 

유사도 측정 후, 유사도 값에 의해 이미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상위 2개의 

카테고리만 선택한다. 

 

• 데이터 관리자 

질의 이미지와 유사하다고 판단된 이미지 정보를 

사용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이미지의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자에게 결과 이미지와 

관련된 의미적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정형화된 

형태로 정보를 구성한다. 

 

3.1 수행 시나리오 

 

제안한 시스템의 실행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사용자가 동영상 재생기(Multimedia Player)를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특정 장면의 정지 영상에 대해 

질의를 하면, 질의 관리자가 입력 받은 질의를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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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내 이미지들과 동일한 크기와 형식을 가지는 정형

화된 형태로 구성한 후, 분석 관리자를 통해 질의 이미

지에서 색상, 질감, 모양 등 16가지 특징을 추출한다.  

시스템에서 전처리 관리자를 통해 사전에 구축한 각 

카테고리의 대표 특징을 통하여, 검색 관리자에서 질의 

이미지와 각 대표 특징간 유사도 측정을 한 후, 우선순

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이미지들을 추출한다. 온톨

로지 관리자에서 검색된 이미지들의 의미적 정보를 온

톨로지 기술을 적용하여 추출한 후, 데이터 관리자에 의

해 검색된 이미지와 관련 정보를 정형화된 형태로 구성

한 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

로 반환한다. 

  질의 이미지와 유사 이미지를 검색하고 온톨로지를 

이용해 검색된 이미지와 관련된 의미적 정보를 제공하

는 방법은 4절과 5절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4. 유사 이미지 검색  

 

주석이 달리지 않은 질의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검색을 위해 우리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기법을 

사용한다.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한 후, 의미적으로 

동일한 이미지 카테고리 내 이미지들의 분석을 통해 

대표 특징을 선택하여 질의 이미지와 각 대표 

특징들간의 유사도 평가를 통해 이미지 검색을 한다.  

 

4.1 이미지 특징 추출 

 

이미지간 유사도 평가를 위해 이미지의 색상, 질감, 

모양 등의 특징을 추출한다. 우리가 제안한 시스템은 

DISCOVIR(Distributed Content-based Visual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on Peer-to-Peer(P2P) 

Network)[9]에서 제안한 특징 추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아래 [표 1]과 같은 이미지의 특징들을 

추출한다.  

 

 

 

AverageRGB ColorCoherence 

ColorMoment GlobalColorHistogram 

LocalColorHistogram AutoCorrelation 

Cooccurence Edgefrequency 

primitiveLength EdgeDirectionhistogram

Eccentricity GeometricMoment 

InvariantMoment LegendreMoment 

PseudoZernikeMoment ZernikeMoment 

표 1. 이미지 특징 리스트 

 

4.2 대표 특징 선택 

  

기존방식에서처럼 모든 이미지들과의 유사도 측정을 

통한 이미지 검색은 많은 검색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는 

검색 속도 향상을 위해 유사한 이미지들을 그룹으로 

묶어 분류하고, 각 카테고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들의 특징을 대표 특징으로 선택한다. 하지만 

이미지는 찍는 각도나 위치, 방향 등에 의해 같은 

의미를 가지는 이미지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놀이공원의 놀이기구의 경우 사람의 탑승 

여부, 놀이기구의 정지 상태/가동 상태, 촬영 위치 등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의 의미적 해석에 따라 의미적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몇 개의 가상의 시각적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여 이미지를 의미적이고 

시각적으로 분류 후, 각 시각적 카테고리마다 대표 

특징을 선택한다.  

우리는 각 시각적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대표 특징의 

선택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A. 같은 카테고리 내 유사성  

 

대표 특징은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이미지 특징들로 

각 카테고리 내에 속하는 다른 이미지 특징들과 가장 

유사성이 높은 특징을 대표 특징으로 설정한다. 

카테고리 내 다른 이미지 특징들과 높은 유사성을 

그림 2. 수행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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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는 것은 다른 이미지들의 특징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성향을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카테고리 내 유사성을 구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cimgimgimgimgsimaxmccfs jiji ∈∀=  

선택특징 대표cfs(c) =  

},...,,{ 21 nimgimgimgc =  

},...,,{ 1621 featurefeaturefeatureimgi =  

벡터차원의nfeature =  

)2(
)21(

),(
1

16

2

21 ∑∑
=

=

−
=

i

i j i

ijij
ij D

imgimg
wimgimgsim

가중치특징의 wij =  

수차원의전체Di =  

 

대표 특징을 구하기 위해 벡터로 표현된 각 카테고리

에 속하는 이미지들의 특징 값을 수식 (2)에 적용하고, 

유사도 비교를 통해 각 특징 값간 유사도를 측정한 후, 

수식 (1)을 사용해서 같은 카테고리 내에 속하는 이미지

들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 이미지를 대표 특징으로 선택

한다. 

 

B. 다른 카테고리와의 유사성 

 

대표 특징은 각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이미지 

특징으로 각 카테고리 내 유사성이 높음과 동시에 다른 

카테고리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다른 카테고리와의 

유사성이 낮은 이미지 특징을 대표 특징으로 선정한다. 

다른 카테고리와의 유사성을 구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3(,)),((),( 2121 cimgcimgimgimgsiminmcccfs jiji ∈∈∀=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같은 카테고리 내 유사성

을 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차이는 수식 (3)과 같이 두 

개의 다른 카테고리에서 수식 (2)를 이용해 유사도 측정

한 후, 두 카테고리 내의 이미지 중 유사도가 가장 작은 

이미지를 대표 특징으로 고려한다. 

 

 

 

 

C. 시각적 유사성  

 

카테고리 내 이미지들은 임의로 수집된 이미지들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형태나 특징을 가진 

이미지들 위주로 수집되거나 이미지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가능한 형태의 이미지가 아닌 일부에 국한된 

이미지가 수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수집된 데이터의 과적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 특징 선택 시 사람의 시각적 평가도 고려하여 

결정한다.  

우리는 위의 3가지 유사도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각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대표 특징을 선택한다. 

 

4.3 유사도 측정 

 

이미지 검색을 위해 질의 이미지가 입력되면, 

시스템은 질의와 각 카테고리의 대표 특징과의 유사도 

측정을 통해 유사 이미지를 검색한다. 이미지 검색은 

질의 이미지와 각 카테고리 대표 특징과의 유사도 

측정을 통해 행해지므로, 기존의 이미지 검색 

시스템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다. 유사도 측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
=

=

−−
=

1

16
1

)(*)(
),(

11
i

i j i

ijijijij
ij D

centinputcentinput
wcentinputsim  

},...,,{ 1621 featurefeaturefeaturecent =  

},...,,{ 1621 featurefeaturefeatureinput =  

벡터차원의nfeature =  

가중치특징의 wij =  

수차원의전체Di =  

 

  질의 이미지와 각 대표 특징은 벡터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sim함수를 이용해 벡터형태로 표현된 이미지 특징 

값의 비교를 함으로써 질의 이미지와 대표 특징간 

유사도 평가를 한다. 

 

5. 온톨로지 

 

 제안한 시스템은 이미지 검색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되는 비슷한 색상과 모양을 가진 이미지와 명확하지 

않은 형태의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적합한 이미지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과 검색된 이미지의 의미적 

정보의 부족을 해결하고자 온톨로지 기술을 사용한다. 

온톨로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시스템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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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의미적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 내 

유사한 형태와 특징을 가진 이미지의 정확한 식별 및 

이미지의 의미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 

 

5.1 온톨로지 구축 

 

우리는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놀이동산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온톨로지의 구조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놀이동산에 대한 클래스와 인스턴스, 

속성(property)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그림 3. 온톨로지 구조 

 

온톨로지를 이용해 각 이미지와 이미지의 의미적 

정보를 정의하고, 이미지간의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이미지 검색 시 이미지와 관련된 의미적 정보뿐만 

아니라 검색된 이미지와 연관된 이미지의 검색도 

가능하다. 

 

5.2 관련 정보 추론 

 

 놀이동산 온톨로지에서 이미지의 의미적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몇 가지 규칙(rule)을 정의한다. 예를 

들어, 놀이동산 온톨로지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Drop류의 놀이기구인 자이로드롭 놀이기구의 이미지 

정보를 GyrodropB2 인스턴스로 포함할 때 정의된 

규칙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이미지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 GyrodropB02이 위치하는 놀이동산명 

- GyrodropB02이 위치하는 놀이동산의 전화번호 

- GyrodropB02이 위치하는 놀이동산의 주소 

- GyrodropB02이 위치하는 놀이동산의 개장,  

폐장시간 

- GyrodropB02와 유사한 놀이기구 

- GyrodropB02의 설명 

 

 구축된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와 관련된 의미적 정보를 

온톨로지를 이용해 추론한다.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검색 

결과로 이미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데이터의 

의미적 정보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이미지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같은 카테고리 내에 속하는 

의미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다른 이미지들과 

의미적으로 유사한 관계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이미지들도 검색 결과로 함께 제공함으로써 좀 더 

풍부한 검색결과를 제공한다. 

 

6. 평가 

 

우리는 제안한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스템을 실험 평가한다.  

주석이 달리지 않은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평가하며, 사용자가 [그림 4]와 같은 동영상 

재생기로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특정 놀이기구 등의 

이미지가 재생될 때, 검색(Retrieval) 버튼을 클릭하여 

그 이미지를 이용해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실험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험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웹 상에 존재하는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는 그 이미지와 함께 연관된 글이나, 

그림의 이름, 제목과 같은 이미지의 의미적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나, 동영상에서 재생되는 영상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놀이기구를 중심으로 

촬영된 것이 아닌 인물을 중심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이미지 데이터가 많이 존재한다. 우리가 

제안한 시스템이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이미지 

데이터를 메타데이터의 사용 없이 효율적으로 

검색하는지의 평가를 하기 위해 이러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평가한다. 

 

 

그림 4. 동영상 재생기 

 

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해 총 3개의 놀이공원과 4가지 

놀이기구류(Biking류, Drop류, Roller Coaster류, 

Whirligig류)마다 10개 이상의 이미지(약200개)를 

가지고 실험하였다. 

2008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5, No.1(C)



각 놀이기구에 대한 색상, 질감, 모양 등의 정보에 

해당하는 16개의 이미지 특징을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각 카테고리의 대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3가지 유사도 측정 방식을 사용한다.  

우리는 동영상에서 재생 중인 영상 15개를 질의로 

하여 정확도를 계산하였다. 이때 우리가 제안한 

시스템은 상위 2개의 이미지와 검색된 이미지의 의미적 

정보를 검색 결과로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텍스트 

검색에서 사용되는 정확도 계산법 대신 아래와 같은 

정확도 계산식을 이용한다. 

100)2/(
×=

total
img_numresionP  

수질의의 전체total =  

위),(수이미지의위치한 에상위img_num 21=  

 

전체 질의에서 상위 1, 2위에 위치한 이미지 수를 

통해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2위에 위치한 

이미지 중 정확한 이미지 수는 총 15개 질의에 대해 

상위 1,2위에 위치한 30개의 이미지 중 26개가 

정확하게 검색되었고, 위의 정확도 계산식에 적용하면 

약 86.6%의 정확도를 보인다. 

 

 
그림 5. 검색 결과 

 

[그림 5]는 질의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이미지 질의에 대한 상위 1,2위에 속하는 검색 결과가 

왼쪽 상단에 보여진다. 중간에 있는 이미지는 상위 

1,2위의 검색 결과와 같은 카테고리, 즉 의미적 관계를 

가지는 이미지들을 함께 검색 결과로 제공한다. 왼쪽 

하단에 있는 이미지들은 결과 이미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온톨로지를 통하여 의미적으로 유사한 

관계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이미지들을 보여준다.         

오른편에서는 각 이미지에 대한 설명, 위치, 개장/폐장 

시간, 전화번호 등 의미적 정보를 제공한다. 

 

7. 결론 

 

 우리는 이미지의 의미적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메타데이터나 주석이 없는 이미지를 질의하고, 검색 

결과로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미지들간의 관계 및 

이미지의 의미적 정보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많은 양의 불분명한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놀이동산 도메인에서 실험을 통해 시스템이 

만족할만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온톨로지의 확장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또한 유사도 측정 방법의 정제를 

통해 자동으로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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