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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이미지 검색사이트는 부분 이미지 일의 이름에 포함된 단어를 기반으로 검색을 수행하

다. 좀더 진보한 이미지 검색을 해서 하세도표를 이용한 색 구성 역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Contour개념을 이용하여 이미지 자체의 직 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라도의 사투리 ‘거시기’라는 단어는 직 으로 모든 

것을 포 하는 뜻을 갖는다. 뭔가에 해서 정확히 설명하

기는 어렵고 일반 이며 직 인 의미로 사용된다. 재 

인터넷을 표하는 웹은 정보의 바다라고 하기보다는 불

명 스럽게도 정보 쓰 기로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안

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웹 자동화를 한 Web 2.0 

는 시맨틱 웹이다. 특히 웹에서 이미지를 검색할 경우 이

미지 태그에 있는 이미지 캡션으로 이미지를 검색한다. 그

러다보면  엉뚱한 이미지를 검색하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이미지 검색에 직 인 개념을 부여한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미술이나 명화에 조 가 깊지 

않으면 한번 본 이미지를 검색하거나 찾기가 쉽지 않다. 

명화인데 왼쪽에는 짙은 랑, 앙부분에는 노랑, 하단부

분에는 노랑과 검정의 섞여 있고, 나머지는 검정 등의 정

보에 의해서 이미지 검색을 GUI기반에서 직 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2. 련연구

  2.1 시맨틱 웹

   1960년 군사 목 에서 출발한 인터넷은  멀티미디어 

문서들을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개념을 활용하여 송

할 수 있는 World-Wide Web이 개발되었다. 웹의 등장으

로 로벌 환경에서의 정보 표 , 가공 달  유통 등 

정보처리에 신 인 변화를 가져왔다.

웹이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 등불을 밝  주었지만, 웹이 

거 해 질수록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웹을 

이용하는 가장 큰 목 은 정보 검색일 것이다. 정보 검색

이 웹 활용에 가장 요한 비 을 차지함에 따라, 정보 검

색 사이트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런 기업이 사업 으로 크게 성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웹

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발견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 에 하나가 되어 버렸다.  재의 웹은 단순히 

정보만을 쌓아두고 연결하는 거 한 창고에 지나지 않는

다. 정보 검색에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기는 하

지만, 연구 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 웹은  정보 검

색이나, 약이나, 자료 만들기 등 모두 사람이 직 해야 

한다. 컴퓨터가 아주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로써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다.  기존의 웹 기술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기

본 웹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웹의 팽창 속도

를 고려할 때, 우리는 조만간에 웹의 홍수에서 극심한 혼

란을 겪게 될 것이다. 시맨틱 웹(Semantic Web)은 기존의 

웹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여 컴퓨터가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웹을 실 하고자 하는 기술이다. 웹 기술이 우리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을 고려하면, 시맨틱 웹은 

획기 이고 신 인 지식정보사회를 실 하게 될 것이다. 

  2.2 이미지 검색 시스템

   이미지 검색 사이트는 부분이 이미지 일의 이름에 

포함된 단어를 기반하여 이미지 검색을 수행하 다[1-4]. 

좀더 진보한 이미지 검색을 해서는 컬러 정보나 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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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이미지를 분류한 디 토리[1], 단어의 확장  미포

함[3, 4], 이미지 일 형식[3] 그리고 도메인 범  검색[3, 

4]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미지 검색을 수행한다. 한 

HTML 일에 포함된 이미지 캡션이나 타이틀의 정보를 

이용하기도 하 고[4], 청소년들을 한 가족 필터(Family 

Filter)[2]나 성인 이미지 필터링[4] 기능도 제공되었다. 

3. 직 인 이미지 검색 시스템 설계

   련 연구의 이미지 검색 시스템에서 일보 진을 

한 부가 인 검색 항목으로 명화를 검색하기 한 직

인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설계한다. 직 인 이미지 검색 

시스템의 기본 구성도는 다음에 나타낸다. 

 3.1 색과 하세도표를  이용한 색 공간 구성

   다음 그림 1에서와 같이 일반 으로 색의 구성은 연속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칼라를 지칭할 때 

사람마다 인식하는 기 은 다르다. 

그림 1. RGB 컬러의 색 공간

   하세 도표(Hasse diagram)는 부분순서집합의 원소들을 

표 하기 해 고안된 표기법으로, 각 원소의 순서 계를 

그래 로 표 한다. 그림 2와 같이 하세도표를 이용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이미지에서 좀더 객 으로 색의 역

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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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세 도표 개념을 이용한 

RGB 컬러 분할

 3.2 색 정보의 좌표를 이용한 이미지 역 정보 구성 

   다음의 그림 3에 원본 이미지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 

하 다. 그림 4는 원본 이미지에서 노랑색에 한 임의

으로 색 공간 역을 설정하여 검출한 결과이다. 그림 5와 

6은 각각 랑색과 검정색에 해 임의 으로 색 공간 

역을 설정하여 검출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림 7은 원본 이

미지에 한 RGB 컬러에 한 색 공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원본 이미지

 

그림 4. 노랑색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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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랑색 계열

 

그림 6. 검정색 계열

그림 7. RGB 컬러 공간에서의 노랑, 랑, 검정색 

 4. 시뮬 이션

   원본 이미지에 해서 Contour 개념을 도입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으며, Matlab을 이용하 다. Matlab의 

imcontour 함수는 지도의 등고선처럼, 이미지에서 같은 벡

터값을 갖는 것끼리 윤곽선을 만들어 보여 다. 

그림 8. Level 4

 

그림 9. Level 6

그림 10. Level 10

 

그림 11. Level 12

그림 12. Level 14

 

그림 13. Level 16

 

   원본 이미지에 해서 각각 level을 달리하여 시뮬 이

션을 수행했다. level값이 커질수록 더 분명하게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미지를 많은 역으로 구분  분

할하여 주었다. 그러나 level 값이 커질수록 계산량과 복

잡도이 증가하 다. 한 이미지마다 level 값과 복잡도 

사이의 균형 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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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일명에 포함된 단어기반의 이

미지 검색에서 나타나는 문제 을 개선하고자 하세도표와 

contour개념을 이용하여 직 인 이미지 검색 설계를 제

안하 다. 하세도표를 이용하여 원본 이미지에 나타나는 

색 정보를 객 화 하고 contour개념을 이용하여 이미지검

색을 수행한다. level값이 커질수록 이미지의 색 정보를 

세분화하여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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