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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재산권  하나인 상표에 한 효율 인 이미지 검색은 상표도용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효율 인 내용기반 유사이미지 검색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상표이미지검색
에 있어 가시 인 특성(visual feature)을 그 이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상표이미지의 특성값을 추출하

여 이를 입력패턴으로 SOM(Self-Organizing Map)알고리즘을 용한 내용기반 유사이미지 검색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재 이미지 검색방법은 등록된 정보에 있는 키워

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존상표

에 한 검색기능은 이미지에 첨부된 제한된 정보에

의해서만 이미지를 검색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

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해 이미지의 가시 인 특성(visual 

feature)을 이용한 내용기반 이미지검색 방안이 제시

되고 있다. 

  산업재산권  하나인 상표권은 자기상품을 표시하

는 기호, 문자, 도형 는 입체  형상에 한 보호

이다. 따라서 상표에 한 유사이미지검색은 유사이

미지를 상표 등록 에 미리 찾아 추후의 분쟁을 방

지하고,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 인 방법이 될 

것이다. 

  상표를 등록할 때 도형분류코드(Design Search 

Code)[1]를 지정할 수 있으나 실질 으로 등록된 상

표들은 도형분류코드가 없는 경우가 부분이다. 따

라서 이를 이용한 검색은 실용성이 없다. 도형분류

코드란 카테고리에 포함된 디자인의 상징 인 요소

(symbolic element)에 한 체계 인 분류이다.

  본 논문에서는 SOM(Self Organizing Map)[2]을 

이용한 유사상표이미지 군집화를 통해 내용기반 이

미지검색 방안을 제시하며, 이미지특성 데이터에 따

른 군집화[3]의 정확도를 실험을 통해 효율 인 내

용기반 이미지 검색방안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CBIR:Content-based Image 

Retrieval)은 이미지로부터 컬러, 형태, 질감 등의 특

징들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는 과정과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하는 과정을 포함한

다.[4]

  aiPicsom 시스템의 경우 컬러, 질감 는 그 둘을 

같이 이용하여 각각의 특징을 기반으로 SOM알고리

즘을 통해 검색을 한다.[5]

  PicSOM 은 SOM 기반의 내용기반 검색시스템으

로 이미지의 형태에 한 푸리에변환(shape fourier 

transform)과, 컬러, 질감을 선택하여 검색을 한

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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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방법들은 다양한 이미지들에 한 형태, 

컬러, 질감 등의 특성으로 SOM알고리즘을 용하

다. 그러나 상표이미지의 경우, 상이미지들의 도메

인이 한정 이어서 기존의 방법들을 그 로 용하

기에 부 합하다. 

  따라서 상표이미지의 가시  특성을 반 할 수 있

는 특성추출로 상표이미지 도메인에서 자기조직화 

학습이 가능한 SOM알고리즘을 통해서 내용기반 유

사이미지 검색시스템을 구 한다.

 

3. SOM을 이용한 내용기반 유사이미지 검색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각 상표의 시각  특성을 추출하기  

해 그 이 스 일 변환을 하 다. 이는 유사 상표

들이 색채 차이만으로 군집화 되지 못하는 상을 

방지하고 검색성능의 향상을 해서이다. (그림 1)은 

이미지의 특성추출의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1) 이미지 특성 추출 흐름도

이미지를 입력하여 그 이 히스토그램을 추출된 특

성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신경망알고리즘인 SOM(Self-Organizing Map)은 

경쟁학습을 통해 다차원의 입력데이터를 차원으로 

시각화하며, 데이터의 군집화(data classification) 에 

주로 사용된다.[2]

  SOM은 학습단계에서 피드백(feedback)과정이 없

어 구조 으로 상당히 학습수행이 빨라 실시간 학습

처리가 가능한 모델이다. 한 연속 인 학습이 가

능하여 추가 으로 입력되는 상표이미지에 한 군

집화가 가능하다.

  자기조직화를 통한 통계  모델이기 때문에 량

의 상표이미지를 훈련데이터로 학습할 필요없이 자

기조직화가 가능하여 SOM알고리즘을 상표이미지 

데이터처리에 맞게 확장하 다.

  내용기반 유사이미지 검색시스템에서 유사이미지 

군집화를 한 SOM기반 학습과정[7]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SOM기반 유사이미지 학습과정

  먼  이미지 특성추출을 통해 얻어진 분할히스토

그램을 하나의 입력패턴으로 하여 이를 정규화 한

다. 

  군집화하고자 하는 모든 상표에 한 이미지특성 

값을 입력패턴화 하여 입력층을 생성한다. 생성된 

입력층과 동일한 차원의 가 치를 할당한 출력층이 

학습을 하면서 연결된 입력층의 상표를 유사한 이미

지끼리 군집화 한다. 학습을 마친 후 출력층의 조직

화된 가 치결과와, 군집화 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에 장하여 연속 인 학습[3]이 가능하다. 학습결과

로 장된 군집화 된 이미지는 유사이미지를 검색할 

때 사용된다.

  내용기반 유사이미지 검색시스템은 (그림 3)의 흐

름으로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상표가 아닌 사용자가 

검색 하고자 하는 외부이미지를 입력으로 이와 유사

한 상표를 검색하게 된다.

(그림 3) 유사 상표 이미지 검색

  외부 이미지에 한 특성추출은 로드된 SOM의 

입력패턴 추출방식과 동일하게 수행된다. 추출된 외

부이미지는 정규화되어 입력패턴화 된 후 출력층에

서 자신이 속한 군집의 치를 승자뉴런(Winner 

neuron)검색(수식 2)을 통해 확인한다. 해당좌표에 

있는 군집화 결과는 사용자인터페이스를 통해 확인

이 가능하다.

  승자뉴런 검색에서 입력이미지와 이미지군집간의 

유사도측정은 유클리디언 거리함수(수식 1)를 이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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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 유클리디언 거리함수

   

(수식 2) 승자뉴런 검색

  i와 j 는 출력층의 뉴런에 한 좌표이며, 입력층

의 입력패턴과 출력층의 가 치의 거리계산을 통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뉴런이 승자가 된다. 

  는 승자뉴런의 출력층에 한 좌표가 된다. 이 

승자뉴런의 가 치만이 학습이 되며, 승자뉴런 검색

방법은 외부 이미지를 입력패턴화 후 유사이미지 검

색결과로 출력층의     좌표에 있는 이미지를 확

인 가능하다.

4. 실험 및 결과
  시스템 구 은 .Net framework 2.0 기반으로 개발

언어로는 Visual Studio .NET 2005를 이용하여 C#

을 사용하 다. 데이터베이스로는 Oracle Database 

9.2.0.4를 활용하 다. 실험데이터는 1995년에서 2002

년 특허등록상표[8] 100만개  도형분류코드를 가

지는 23.03%의 상표이미지를 상으로 샘 링 하

다. 이는 실험데이터에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를 포

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는 유사이미지 내용기반 검색시스템을 구

하여 실행한 화면이다.

 (그림 4) 학습을 마친 결과 화면

  구 된 내용기반 유사이미지 검색시스템은 군집화 

된 결과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좌표를 클릭할 때 해당 좌표의 이미지 군집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외부이미지를 검색할 때 해당

이미지가 속한 좌표와 유사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5) 유사이미지 검색 결과

  입력이미지가 장된 이미지와 유사하거나 같은 

경우 그 결과를 (그림 5)에서처럼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계획

  본 논문에서는 상표이미지의 효율 인 검색을 

해 신경망 알고리즘인 SOM을 이용한 내용기반 유

사이미지 검색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구

된 시스템

은 이미지의 특성추출을 하여 그 이 히스토그램

을 이용하 으며 실험결과 단순한 특성추출로 인하

여 군집이미지의 응집력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군집이미지의 유사도를 높이기 해 상표이

미지의 에지특성을 추가하고, 이미지 분할기법을 이

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한 연구를 진행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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