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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연 태그와 이미지 내용정보를 이용한
웹 이미지 분류

☆

Web Image Classification using Semantically Related Tags and
Imag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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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용량 온라인 이미지 공유 사이트를 용 도메인으로 하여 이미지 검색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태그의 의미
 연 성과 이미지 자체의 내용 정보를 결합하는 이미지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이미지 검색  분류 알고리즘이 리커와 

같은 용량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실제 웹상의 태깅된 이미지를 상으로 한 용이 가능해야 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bag of visual word'기반의 이미지 내용으로 웹 이미지를 분류하기 한 것으로서, 의미  연 태그를 이
용해 일차 검색된 이미지들을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여 카테고리 모델을 훈련하고, PLSA를 용하여 평가 이미지들을 분류하
는 것이다. 제안된 방법으로 리커의 웹 이미지들을 상으로 실험한 결과, 태그 정보를 이용한 기존의 방법에 비해 우수한 
검색 정확도  재 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mage classification which combines semantic relations of tags with contents of images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image retrieval on application domains as huge image sharing sites. To make good use of image 

retrieval or classification algorithms on huge image sharing sites as Flickr, they are applicable to real tagged Web images. To 

classify the Web images by 'bag of visual word' based image content, our algorithm includes training the category model by 

utilizing the preliminary retrieved images with semantically related tags as training data and classifying the test images based 

on PLSA. In the experimental results on the Flickr Web images, the proposed method produced the better precision and recall 

rates than those from the existing method using tag information.

☞ KeyWords : 웹 이미지 분류, 의미  연 태그, 내용기반 분류, 리커, Web image classification, semantically related tags, 

content based classification, Flickr, bag of visual word, PLSA  

1. 서 론

최근 몇 년 사이에 온라인 사진 이미지 공유 사

이트가 등장하여 이용자수가 격히 증가함에 따

라 태그와 같은 주석이 달린 이미지 데이터의 양

이 폭발 으로 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환경 변화

는 이미지 검색 련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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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부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와 도 이 되고 있다. 특히 야후의 리커(Flickr), 

구 의 피카사(Picasa)와 같은 온라인 사진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는 폭소노미로 불리는 업  태

깅에 기반하여 다양한 태그를 주석으로 가진 이

미지들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폭소노미로 장

된 이미지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태

그 한 매우 개인 이며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

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이미지의 내용과 많

이 동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태그 

기반의 이미지 검색 는 분류 결과는 사용자의 

요구수 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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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기 해 태그 정보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

여 이미지 검색에 이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

도가 등장하고 있다[1, 2, 3, 4]. 

하지만 태그 정보만으로는 검색된 이미지의 내

용상의 동질성을 높이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존

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태깅된 방 한 웹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검색결과에 한 사용자 만족도

의 향상을 해 태그정보와 함께 이미지 고유의 

내용정보를 이용한 검색 방법을 제안한다. 이미지 

고유의 색상, 질감, 모양 등과 같은 수  특징들

을 이용하여 이미지검색에 용하고자 하는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content based image retrieval)은 

근 가능한 디지털 이미지의 속한 팽창과 더

불어 지난 10여 년간 속한 발 을 이루어왔다. 

특히 웹 이미지의 검색 는 분류를 해서는 효

과 인 객체 분류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최근 ‘bag 

of visual eord'기법이 이 분야에서 효과 인 것으

로 발표되고 있다[5]. 그러나 객체 분류 알고리즘

의 성능을 개선하기 한 부분의 시도는 미리 

수집되고 정제된 데이터 집합, 를 들면 'Caltech 

101[6]', 'UIUC car dataset[7]' 등을 사용하여 그 효

과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리커와 같은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실제 웹상의 이미지를 상

으로 한 객체 분류 알고리즘의 개발  용이 필

요하며, 특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웹 

이미지의 태그 정보와 함께 내용 정보를 이용함

으로써 더욱 효과 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용량의 웹 이미지 공유 사이트인 

리커 상의 실제 웹 이미지들을 상으로 하여 

그 태그정보와 내용정보를 동시에 이용한 이미지 

분류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입

증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이어지는 제2 에

서 련 연구를 소개하고, 제3 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류 알고리즘을 소개하며, 제4 에서 

실험  평가를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의 효과를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제5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2.1. 태그기반의 이미지 검색

단순한 태그기반의 검색은 태그들이 동일한 이

미지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연 되

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없으므로 많은 한계를 드

러낸다. 를 들어 검색어 ‘mammal’로는 ‘lion’, 

‘cow’, ‘cat’과 같은 태그를 포함한 자료를 검색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태그들의 

동시 출 에서 서로 연 된 태그들(inter-related 

tags)을 찾아내어 검색 는 분류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1, 8]. 더불어 태그의 의미 

정보를 활용하기 해 시맨틱 웹을 이용하여 태

그들의 의미  연 성(semantic relation)을 찾아내

어 온톨로지 매칭으로 검색 는 분류하고자 하

는 시도들도 있었다[2, 9]. 첫 번째 방법인 연 된 

태그들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은 재 

리커에서 클러스터 보기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

으나 동일 클러스터로 분류된 태그들 간에 어떠

한 공통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서로 다른 클

러스터로 분류된 이미지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방법인 온톨로

지를 목하여 태그 의미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는 태그들의 특성상 특정 

온톨로지 상에 나타나는 의미  연 성들을 찾아

내기 힘들어 실험 결과 분류에 포함되는 범 가 

매우 제한 인 것으로 알려졌다[2]. 

연구[4]에서는 의미정보를 얻기 해 엄격한 온

톨로지를 용하는 신 간편한 온라인 어휘사

을 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를 

개하 다. 이 연구에서는 린스턴 학에서 개발

한 온라인 어휘사 인 ‘워드넷[10]’을 사용하여 

검색어  이미지 태그들의 의미정보를 획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웹 이미지 검색 결과를 보

여주는데, 리커 검색 결과에 비해 정확도의 향

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드넷 상의 동의

어  상 어 집합을 이용하여 태그들 간의 연

성을 계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우선 태그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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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검색에 용하는 것인데, 동시 출 만으로 

획득되는 연 성 정보 신 워드넷 온라인 어휘사

의 용을 통해 의미  연 성 정보를 획득하

여 검색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워드넷 자

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제한 인 의미정보만 사용

할 수 있을 뿐이고, 따라서 첫 한, 두 페이지에서 

월등히 높았던 정확도가 검색 페이지가 증가할수

록 빠르게 어드는 것이 단 이라 할 수 있다. 

2.2. Bag of Visual Word 기반의 이미지 분류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은 색상, 질감 등과 같은 

수 의 이미지 특징들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

하고 유사한 특징을 가진 이미지를 검색하는 

기술이다. 칼라 히스토그램  가버 필터 등이 이

미지 특징을 나타나는데 많이 사용되며, 지역정보

를 포함하기 해 이미지를 여러 개의 작은 역

으로 나 거나 객체와 배경을 분리하여 특징 벡

터를 구한 후 이를 다시 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

다. 이와 같은 기존의 이미지 특징 표  방법 외

에 최근 이미지의 키포인트(keypoint)들로 그 특징

을 표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미지 내용정보를 이용하는 웹 이미지 분

류를 해서는 효과 인 객체 분류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이를 해 이미지 키포인트를 이용한 

방법들이 최근 객체 는 장면 분류에서 그 효과

가 입증되고 있다.[11, 12]. 'Bag of visual word' 기

법은 이미지의 키포인트를 뽑아내어 이를 벡터 

양자화(vector quantization)한 특징 값으로 이미지

를 표 하는 것이다. 이것은 텍스트 검색에서 문

서를 하나의 ‘bag of word’로 보고 처리하는 것을 

이미지에 용한 방법으로 최근 다양한 연구 결

과들이 발표되고 있다[9, 13].

그림1은 키포인트 특징을 이용하여 이미지들이 

벡터 양자화된 ‘bag of visual word'로 표 되는 과

정을 보여 다. 키포인트는 이미지에서 상 으

로 풍부한 지역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돌출 역

(salient area)으로서 DoG(Difference of Gaussian)와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추출될 수 

있다. 그림 1에서 3개의 이미지 상에 표 된 작은 

+기호들이 이미지 키포인트인데 이들은 주로 객

체의 경계선 근처에서 많이 나타난다. 자동 추출

된 키포인트를 표 하는 방법으로는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알고리즘이 주로 채택

되고 있는데, SIFT를 이미지 키포인트의 기술자

(descriptor)로 사용함으로써 크기와 회 에 강건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그림 1) 키포인트 특징을 이용한 이미지의 벡터 양자화 과정

분류하고자하는 이미지는 이 키포인트들의 집

합으로 표 될 수 있지만 분류를 해서는 고정

된 차원의 이미지 특징 벡터가 필요하므로 키포

인트들의 집합 형태로는 활용이 어렵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해 벡터 양자화 기법을 사용하는

데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키포인트 클러스터

링을 통한 시각  단어(visual word)의 추출과 이

를 이용한 이미지의 벡터 표 이 그 방법이다. 벡

터 양자화 기법은 먼  이미지로부터 키포인트를 

추출하여 이를 K-means 알고리즘 등을 통해 클러

스터링하고 각 키포인트를 그것이 속한 클러스터

의 인덱스로 표 한다. 이 때, 각각의 클러스터가 

하나의 시각  단어가 되어 이들의 집합으로 시

각 어휘집(visual word vocabulary)이 구성되며, 시

각  단어의 개수로 어휘집의 크기가 결정된다. 

고정된 크기의 어휘집에 속한 시각  단어들로 

각각의 이미지를 표 할 수 있게 되어 비로소 하

나의 이미지를 고정된 차원의 벡터 양자화된 값

으로 취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은 이와 같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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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각각의 이미지가 시각  단어의  개

수에 따라 히스토그램과 같은 형태의 양자화된 

값으로 표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웹 이미지 분류에서 검색어로 주어지는 카테고

리( 를 들면, ‘house')에 속하는 이미지들을 ‘bag 

of visual word’기법으로 찾아내기 해서는 순도 

높은 이미지 데이터들로부터 시각 어휘집을 구성

하고 카테고리 모델을 훈련시켜야 한다. 본 논문

에서는 이를 해 의미  연 태그를 이용한 일

차 검색 결과를 카테고리 모델의 훈련 데이터로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태깅된 이미지에

서 얻을 수 있는 텍스트 정보(태그)와 이미지 내

용 정보(이미지 키포인트)를 모두 활용한 분류 방

법인 것이다. 

3. 의미  연 태그와 이미지 내용을 이용

한 분류 방법

3.1 체 구조

(그림 2) 검색어 ‘house'를 이용한 분류방법 용 

연구[4]에서는 검색어와 웹 이미지 태그들의 의

미  연 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리커 이미지

들을 검색한 결과, 첫 페이지(24개 이미지)의 검색 

정확도를 약 79%로 보고하고 있다. 이 비율은 일

반 인 리커 검색의 정확도가 40%에 못 미치는 

것과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값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검색어와 의미  연 성이 높은 태그들

(이후 ‘의미  연 태그’)을 많이 달고 있는 이미

지들을 검색 순 의 앞쪽에 배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리커와 

같은 용량의 온라인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자동화된 방법으로 사용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

는 검색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를 해 기왕에 

태깅된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태그 정보를 이

용하여 순도 높은 참조 이미지들을 뽑아내고 이

와 유사한 이미지들을 내용기반으로 분류하는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즉, 태그의 의미  연 성을 

이용하면 정확도가 높은 이미지들을 일차로 분류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내용기반 분류를 한 훈

련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

자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 외에 부수 인 상호

작용 없이 원하는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부분의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에서 

수차례의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참조 이미지를 

선택하게 하는데 비해, 검색어만 입력하게 하는 

one-pass 방식으로서의 차별성을 가진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미지 분류 방법을 검색

어 ‘house'를 사용한 를 통해 간략하게 표 한 

것이다. 그림의 상단에는 검색어 ‘house'를 이용한 

의미  연 태그 기반의 검색으로 랭킹 24 까지

의 이미지들을 검색한 후, 이를 이용하여 'house' 

카테고리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여 다. 

한, 훈련된 카테고리 모델을 이용하여 리커에서 

1차 검색된 이미지들을 다시 분류함으로써 분류

기에서 선택된 이미지들로만 결과 페이지를 구성

할 수 있다. 그 결과, 40%에 못 미치는 리커의 

검색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검색 순

가 낮아질수록 정확도가 격히 떨어지는 의미  

연 태그기반의 검색 방법 자체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3.2 의미  연 태그와 가 치 계산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 된 태그(inter-related 

tag)를 찾아서 그에 따른 분류를 클러스터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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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  

태그를 찾아내는 기존의 방법은 하나의 오 젝트

에 동시에 출 하는 태그들끼리의 포함 계를 

이용하여 클러스터링하거나[15],  태그들을 동시 

출 하는 횟수를 가 치로 가지는 에지로 연결함

으로써 태그 공간을 그래 로 구성한 후, 그 결과

를 클러스터링하는 것[8]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  태그 구성만으로는 태그들 간의 의미

 차이는 여 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

서는 온라인 어휘 사 인 워드넷을 이용하여 이 

연  태그들을 의미  연 태그(semantically 

related tags)로 확장한 연구[4]의 방법을 채용한다. 

이 방법은 앞에서 언 된 바와 같이 검색 순 가 

낮아질수록 정확도가 격히 떨어지는 단 이 있

으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상  랭킹에 

해당하는 첫 번째 검색 페이지의 이미지들만 사

용하므로 문제가 안 된다. 

의미  연 태그의 구성을 해서는 워드넷 의

미 정보를 이용하는데, 린스턴 학에서 개발된 

워드넷은 어휘들 간의 계로 동의어(synonym), 

반의어(antonym), 하 어(hyponym), 상 어

(hypernym) 등을 표 함으로써 어휘의 의미에 

한 카테고리 분류가 잘 정의되어 있으며, 어휘의 

계층구조와 연 계가 잘 표 되어져 있다[16]. 

특히 워드넷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들이 동의

어 집합인 synset (set of synonyms)으로 나뉘어져 

있고, synset과 synset 사이의 의미 인 계를 표

한 링크로 이루어져 있다. 의미  연 태그 기

반의 검색 방법에서 사용하는 연 성 수 계산 

방법은 워드넷 상에서 단어들의 포함 계를 고려

한다. 이 방법은 어떤 이미지 Di에 달린 하나의 태

그 Tj가 검색어 K의 워드넷 synset이나 K의 상

어의 synset에 포함될 때마다 일정한 가 치를 주

고, 이미지 Di의 모든 태그들에 해 이 가 치를 

합하여 검색어 K에 한 이미지 Di의 의미 가

치 Wi를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색어와 의미

으로 연 성이 높은 태그들을 많이 가진 이미

지일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 검색 결과로는 검

색어 K에 한 각 이미지의 의미 가 치 Wi가 높

은 순으로 이미지들을 배치한다. 의미 가 치 Wi

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1)

3.3 PLSA 기반의 카테고리 모델과 분류기

'Bag of visual word'로 표 된 이미지의 분류를 

해서는 카테고리 모델의 학습과 이진 분류기

(binary classifier)에 의한 카테고리의 결정이 필요

하다. 이를 해 나이  베이지안 분류기와 같은 

생성 기법(generative method)과 SVM과 같은 분류/

식별 기법(discriminative method)이 사용되고 있는

데, 본 논문에서는 나이  베이지안 분류기보다 

일반 으로 성능이 더 나은 것으로 알려진 생성 

기법인 PLSA(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Analysis)[17] 모델을 사용한다. 

연구[18]에서는 이미지의 비감독 객체 분류에 

PLSA 모델을 이용하 다. 문서를 ‘bag of word'로 

취 하는 텍스트 분류  검색에서는 각 문서에 

해 단어들의 출  횟수를 공기 행렬

(co-occurrence matrix)로 표 하여 사용한다. 단어 

수가 W, 문서의 수가 D일 때, W×D 공기행렬은 

각 요소값으로 문서 d에 나타난 단어 w의 출  

횟수, n(w, d)를 가진다. 이미지 분류에서 문서 d

는 이미지에, 단어 w는 시각  단어에 응된다. 

PLSA 모델은 주어진 단어(시각  단어)의 출  

횟수로 표시되는 문서(이미지)가 있을 때, 그 문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주제(latent topic), 

z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때, 문서의 주제 z는 이

미지의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문서 d가 주어졌을 때 단어 w의 확률 P(w|d)는 

찰된 데이터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PLS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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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것을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 주제에 한 단

어의 조건 확률, P(w|z)와 주어진 문서에 한 주

제의 조건 확률, P(z|d)에 하여 개함으로써 

W×D 행렬을 W×Z 행렬과 Z×D 행렬로 나 다. 

 




 

훈련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의 비감독 학습은 

EM(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E-step에서는 각 주제에 한 사후 확

률 P(z|w, d)를 계산하고, M-step에서는 이를 이용

하여 모델의 매개변수, P(w|z)와 P(z|d)를 갱신한

다. 이 때, 다음 식과 같은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최 화하는 지역 최 해로 모델 매개

변수를 찾는다.    

 









  

학습된 분류기에서 평가 데이터의 카테고리를 

결정하기 해, 즉 주어진 이미지 d에 하여 z를 

결정하기 해서는 아래 식과 같이 조건 확률 

P(z|d)의 값이 최 가 되게 하는 z를 선택하면 된다. 

    

이미지를 분류하기 해 P(w|z)를 고정시키고 

EM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주어진 이미지에 한 주

제의 조건 확률 P(z|d)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확률 값을 최 로 만들어주는 z를 선택함으로써 카

테고리의 결정, 즉 이미지의 분류가 이루어진다.

4. 실험  평가

4.1 실험 데이터  구  환경

실험을 해 먼  검색어 ‘house'를 이용하여 

리커에서 검색한 결과 이미지와 그에 달린 태

그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하 다. 한 실시간

으로 변하는 리커에서, 이후 실험에 사용한 것

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한 검색 결과를 그 로 

보존하기 해 리커의 모든 결과 페이지는 화

면을 그 로 캡처하여 장하 다. 한 페이지당 

24개씩, 모두 50개 페이지의 1,200개 이미지를 데

이터베이스에 장한 후, 제3.2 에서 설명한 의

미  연 태그 기반의 검색과 제안된 방법의 검

색을 각각 수행하 다. 

시스템 구 을 해 Linux환경에서 MySql 

Server 5.0와 Apache Server 2.2를 사용하 으며 

PHP 5.2.4를 활용하여 웹 로그래 으로 구 하

다. 한편, PLSA 구 을 해서는 MatLab 과 함

께 MIT 컴퓨터과학과에서 제공하는 Matlab 스크

립트와 Linux 바이 리로 구성된 라이 러리[19]

를 다운받아 사용하 다.

4.2 시각 어휘집의 구성과 카테고리 분류

키포인트 검출기로는 MIT 라이 러리에서 제

공하는 Canny Edge 탐지기를 그 로 사용하 고, 

추출된 키포인트들은 SIFT 기술자를 통해 128차

원의 특징 벡터로 표 하 다. 이 특징 벡터들로

부터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 시각  단어를 

생성하여 이것으로 시각 어휘집을 구성하 다. 시

각 어휘집을 구성하기 한 훈련 데이터로는 3.2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의미  연 태그 기반

의 검색 결과 랭킹 순 가 높은 이미지들을 사용

한다. 실험에서는 검색어 ‘house'를 사용한 검색 

결과 첫 페이지의 24개 이미지를 사용하 으며, 

이들의 정확도는 79%를 넘는다. 시각 어휘집의 

크기에 있어서는 연구[5]에서 비용 비 효과 인 

것으로 밝힌 1,000을 채택하 다.  

카테고리 분류를 한 평가 이미지들은 앞 에

서 설명한 로 1,200개의 수집된 이미지 에서 

훈련에 사용된 24개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된

다. 앞에서 구성된 시각 어휘집을 사용하여 각 평

가 이미지들을 벡터 양자화하여 ‘bag of visual 

word'로 표 한다. 실험에서 사용된 이진 분류기



의미  연 태그와 이미지 내용정보를 이용한 웹 이미지 분류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1권3호) 21

    구분

페이지

리커 의미  연 태그 이용 제안된 분류방법 이용

합 부 합 비율(%) 합 부 합 비율(%) 합 부 합 비율(%)

1 7 17 29.17 19 5 79.17 19 5 79.17 

2 9 15 37.50 17 7 70.83 18 6 75.00 

3 10 14 41.67 16 8 66.67 16 8 66.67 

4 11 13 45.83 10 14 41.67 18 6 75.00 

5 5 19 20.83 15 9 62.50 20 4 83.33 

6 8 16 33.33 6 18 25.00 19 5 79.17 

7 7 17 29.17 12 12 50.00 19 5 79.17 

8 12 12 50.00 9 15 37.50 21 3 87.50 

9 6 18 25.00 7 17 29.17 19 5 79.17 

10 10 14 41.67 10 14 41.67 16 8 66.67 

11 8 16 33.33 15 9 62.50 17 7 70.83 

12 10 14 41.67 13 11 54.17 17 7 70.83 

13 12 12 50.00 11 13 45.83 17 7 70.83 

14 8 16 33.33 7 17 29.17 16 8 66.67 

15 9 15 37.50 12 12 50.00 19 5 79.17 

16 12 12 50.00 14 10 58.33 18 6 75.00 

17 12 12 50.00 14 10 58.33 20 4 83.33 

18 6 18 25.00 9 15 37.50 21 3 87.50 

19 12 12 50.00 11 13 45.83 22 2 91.67 

20 9 15 37.50 7 17 29.17 19 5 79.17 

합계 183 297 38.13 234 246 48.75 371 109 77.29 

(표 1) 20개 페이지의 검색결과 비교

에서는 PLSA 기법을 용하여 EM 알고리즘을 통

해 학습된 매개변수로 평가 이미지의 카테고리를 

결정한다. EM 알고리즘의 수행에서 지역 최 해

를 구하기 해 매개변수를 임의로 기화하여 20

번 반복한 후 수렴되는 값으로 하 다.

요약하면, 카테고리 모델은 의미  연 태그 

기법으로 검색된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

되고, 학습된 카테고리 모델에 기반하여 리커로 

검색된 이미지에 하여 이진 분류(‘house' vs. 

'background')가 수행된다. 이 때, 바탕(background) 

카테고리 모델은 기존 연구[20]에서 사용된 바탕 

이미지 데이터로 학습된다. 

4.3 성능 평가

실험을 한 로토타입 시스템 구 으로 제안

된 분류 방법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은 리커 검색, 의미  연 태그를 이용한 

검색,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된 분류 방법으로 

검색한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3가지 방법으로 검

색된 결과를 첫 페이지부터 20번째 페이지까지 

조사하여 각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24개의 검

색 이미지들에 해 검색어 ‘house'에 합한지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정 방법은 연구[4]에서

와 같이 검색어 ‘house’를 집으로 보이는 건축물

의 외형으로 단하고 이에 해당되면 ‘ 합’ 해당

되지 않으면 ‘부 합‘으로 정하 다. 한 

'house'는 그 의미단어집합에서 알 수 있듯이 

’home'과 동의어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집으로 

보이는 건축물의 내부, 즉 거실, 침실, 주방과 같

은 공간을 나타내면 역시 ‘ 합’으로 정하 다. 

표 1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한 제안된 방법

의 용 결과는 실제로 내용기반 분류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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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페이지

리커 의미  연 태그 이용 제안된 분류방법 이용

합 부 합 합계 정확도 재 율 합 부 합 합계 정확도 재 율 합 부 합 합계 정확도 재 율

TOP 4 37 59 96 0.39 0.08 62 34 96 0.65 0.14 71 25 96 0.74 0.16 

TOP 8 69 123 192 0.36 0.15 104 88 192 0.54 0.23 150 42 192 0.78 0.33 

TOP 12 103 185 288 0.36 0.23 149 139 288 0.52 0.33 219 69 288 0.76 0.49 

TOP 16 144 240 384 0.38 0.32 193 191 384 0.50 0.43 289 95 384 0.75 0.64 

TOP 20 183 297 480 0.38 0.41 234 246 480 0.49 0.52 371 109 480 0.77 0.82 

(표 2) 검색결과의 정확도  재 율 비교

용된 것이 아니라 의미  연 태그 기반의 검색 

결과를 그 로 사용한 것이다. 즉, 제안된 분류 방

법으로 구 되는 웹 이미지 검색 환경에서, 첫 페

이지로는 의미  연 태그 기반 검색 결과를, 이

어지는 나머지 페이지들은 내용기반 검색 결과를 

보게 된다. 표 1의 마지막 행은 20개 페이지의 정

확도(precision) 평균을 나타내는데, 리커는 

38.13%, 의미  연 태그 이용방법은 48.75%를 

보인 반면에 제안된 알고리즘 이용방법은 77.29%

로 월등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각 검색 결과의 정확도  재 율을 비

교해보기 해 20개 검색 결과 페이지를 첫 4개 

페이지, 8개 페이지, 12개 페이지 등으로 묶어서 

그 결과를 조사한 것이다. 그림 3, 그림 4는 각각 

검색 방법에 따른 정확도  재 율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에서 보이는 것처럼 의미  

연 태그 기반의 검색은 정확도에서 리커에 비

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색 페이지 수가 

증가할수록 정확도가 리커와 비슷한 수 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안된 분류 

방법을 이용한 검색 결과는 정확도가 나머지 두 

가지 방법보다 우수하면서도 70% 에서 일정하

게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재 율도 검색 페이지 

수가 많아질수록 나머지 두 가지 방법보다 빠르

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리커와 같은 용량의 웹 이

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검색 결과에 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해 태그 정보와 이미지 내용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는 웹 이미지 분류 방법을 

제안하 다. 웹 2.0 환경에서 태깅된 이미지가 

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미지 태그만을 이용한 

검색에서는 이미지 내용상의 동질성을 보장해주

지 못하므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미

지 내용기반 검색은 부분 제한된 이미지 데이

터베이스를 테스트 상으로 함으로써 실제 웹상

의 태깅된 방 한 이미지들을 상으로 용하기

에는 제약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

제를 해결하기 하여 의미  연 태그와 ‘bag of 

visual word'기반의 이미지 내용 분류 기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피드백 없는 one-pass 방식

으로 웹 이미지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

는 알고리즘을 소개하 다. 한 실험  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함에 따라 향후 실질 인 검

색 시스템의 구 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 다.

(그림 3) 정확도 비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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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재 율 비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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