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 

이미지검색 시스템 설계  구

송은지, 김근호

남서울 학교 컴퓨터학과

sej@nsu.ac.kr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mage Search System 

using Mobile Internet

Eunjee Song, Geunho Kim
*Dept of Computer Science, NamSeoul University

요       약
  최근 무선인터넷 기술은 속히 발 하고 있으며 새로운 모바일 미디어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직간

으로 많은 향을 끼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폰에 의한 촬 으로 이미지의 픽셀(Pixel) 

정보를 얻어내고 DB에 장된 퍼런스(Reference)이미지와 비교하여 근  값을 검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것은 앞에 보이는 사물에 한 정보에 하여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 폰으로 이미지를 

촬 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실제 촬  이미지에서 한  문자를 검

색한 후 인터넷을 이용해 그에 한 정보를 검색하는 시스템을 구  하 다. 

1. 서론

 디지털 명은 10여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놓았는데 개인용 컴퓨터에서 인터넷의 연결매체 

역할을 하는 WWW(World Wide Web)으로 발 하면서 

서서히 모바일(Mobile)로 심축을 옮겨가고 있다. 이 게 

모바일이 차세  디지털 명을 주도할 수 있게 해  것 

이 바로 무선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 어디

서나 사용자를 인터넷의 바다로 인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제 모바일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이 그리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첫 째 이유는 조작성이

다.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손바닥

보다 작은 화면에 고작 9개 밖에 되지 않는 휴 화의 

키패드를 러서 인터넷을 사용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  측면, 즉 사용 요

에 한 부분이다.  2007년에 들어서면서 국내 3  이동통

신사는 일제히 3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는 다

소 해결되었다. 이제 주요한 문제들이 해결된 가운데 이동

통신사와 무선 인터넷에 련된 많은 기업들은 휴 화

를 이용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 이다.  

 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인

터넷의 보 률이 높다. 휴 화를 이용해 무선 인터넷을 

하게 만드는 요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동 에 작스럽게 떠오른 

궁 증이나 문제 해결을 한 정보 검색일 것이다.  이런 

경우 휴 화를 통해 빠르게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면 사

용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을 리 없다.  이것을 해서는 먼

 이미지 검색이 가능해야만 한다.  명칭을 알고 있는 경

우에는 구든 인터넷을 통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앞에 보이는 사물의 명칭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한 정보를 얻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만약 휴

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 하여 무선인터넷

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면 사용자가 그 사물의 명칭을 

모르더라도 이미지검색을 통해 정보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폰을 통해 촬  된 이미지의 픽

셀(Pixel)정보를 얻어내고 DB에 장된 퍼런스

(Reference)이미지와 비교하여 근  값을 검색하는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실제 촬  이미지에서 한  문자를 검색

한 후 인터넷을 이용해 그에 한 정보를 검색해 내는 시

스템을 구 하 다.  재의 통신기술을 기 로 앞으로 더

욱 발 할 모바일 폰의 성능과 모바일 인터넷의 기술 가

능성을 볼 때 이미지 송과 이미지 처리 기술은 더욱 발

하여 본 연구에서의 제안은 실용 가능할 것이 상된다. 

2. 련 연구

 ‘3G’ 라고도 하는 3세  이동 통신은 휴 화를 이용

해 최  2Mbps의 속도로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

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 2세  이동통신(2G)

은 동 상 같은 용량 멀티미디어 정보는 송수신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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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했다. 그러나 2Mbps정도의 속도가 구 되는 3세  

이동통신 서비스에선 휴 화기로 뮤직비디오나 TV뉴

스를 볼 수 있고 상 방과 상 통신도 가능해진다. 2007

년부터 국내에 서비스를 시작한 3세  이동통신 서비스는 

빠른 데이터 송 속도를 무기로 ‘ 상통화’라는 패러다임

을 만들어 시장에 선보 으나, 아쉽게도 사용의 불편함과 

‘연결 불가’와 같은 기술  결함에 부딪히며 실패한 기술

이라고 까지 불렸다. 그러나 최근 LG telecom의 ‘OZ'를 

시작으로 ’풀 라우징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용

자에게 주목 받기 시작했고, 그 시장 한 속도로 팽창

하고 있다. 이를 두고 ‘3.5세  이동통신’이라 부르는 사람

들이 많으며, ‘ 상통화’의 실패를 씻어낼 3세  이동통신

의 진면목이라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림 1> 풀 라우징 개념도

 최근 국제기구와 선진 국가에서는 4세  이동통신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련 표 화  기술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4세  이동통신은 3세  이동

통신보다도 최  송속도가 10배  빠르고, 동 상,

인터넷방송 등 용량 데이터 역시 수백Mbps 속도

로 보낼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인 것이다.  4세  이

동통신(mobile)에서는 기존의 이동통신(cellular)서비

스와 무선랜(WLAN)서비스를 하나의 이동단말기에

서 모두 제공받을 수 있다. 무선 랜이 설치된 지역

에서는 값이 무척 싼 무선 랜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무선 랜 서비스 지역

이 아닌 곳에서는 이동통신(cellular)을 통하여 고

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사용자는 향후 보다 

편리하게 휴 화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미지 

검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시스템 설계  구  

 제안하는 이미지 검색 시스템은 사진촬  -> 무선 인터

넷 속 -> 검색 포털 사이트 선택 -> 검색문구 입력 

-> 정보 검색의 순으로 기존 모바일 인터넷 사용 방식을 

짧게 단순화 하여 그 효용성을 높이도록 하 다.   이미

지 검색의 기본 원리는 촬 된 이미지의 픽셀 정보를 얻

어내어 그것을 DB의 퍼런스 이미지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두 픽셀 정보를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필

요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뮤추얼 인포메이션(Mutual 

Information)을 컴퓨터 로그램으로 구 하여 두 이미지

의 상호 정확도를 구하게 된다.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그

림 2와 같이 Entropy  X , Y 사이의 상호 정보를 나타낸

다. 이를 수식화하면 아래와 같다[4].

      <그림 2>   뮤 얼 인포메이션 

 

뮤추얼(Mutual) 인포메이션은 두개의 상이 서로 

의존 으로 나타난 정보를 의미하는데, 를 들어 

회사에서 A와 B가 같이 다니는 것이 발견된다면, 우선 

A를 본 횟수와 B를 본 횟수, 그리고 A와 B가 같이 

나타난 횟수를 비교해 서, 거의 항상 A나 B를 봤을 때는 

A, B가 같이 나타난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A와 B는 

상호정보가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A와 B 사이에는 

특별한 계가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검색엔진에서는 

이것으로 일종의 연  검색어 시서러스(Thesaurus)를 

만든다. 쿼리에서 A를 검색하고 B를 검색하는 경우가 

높으면 A를 검색했을 때에 B를 추천하는 것이다[5][6].   

            <그림3> 이미지 픽셀 정보 

의 그림 3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 비교에서는 촬

된 이미지의 픽셀정보에서 좌표(가로×세로)에 따른 픽셀 

값을 얻고 장된 DB의 퍼런스 이미지의 동일한 좌표

의 픽셀 값과 비교하여 같은 값을 갖는 경우가 발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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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포인트를 증가시켜 차후에 포인트가 가장 높은 이

미지를 선별해 내는 것이다.  문자인식 로그램에서도 기

존에 사용 되는 ‘패턴 인식’방법이 아닌 뮤추얼 인포메이

션을 통해 사 에 장된 자의 정보와 촬 된 이미지의 

문자의 정보간의 상호 정확도를 비교해 결과 값을 얻게 

된다.

  촬 된 이미지에서 문자를 인식해 내는 과정에서는 

퍼런스 이미지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하여 한 자

씩 여백을 제거하여 100×100pixel 사이즈로 잘라낸 후 비

교에 사용한다.  휴 화의 카메라는 오 CV 함수를 이

용해 컨트롤 하 다.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통해 얻어진 근

사값을 무선 인터넷의 포털 검색창으로 달해주어 사용

자에게 정보에 한 검색 값을 보여 다. 이는 3.5세  이

동통신 서비스인 풀 라우징을 이용하면 별도의 휴

화 환경 인터넷 검색 로그램을 구 할 필요 없이 사용

자가 사 에 등록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PC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검색과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 

 한 요구에 따라 별도의 정보 검색과정 없이 얻어진 문

자 데이터를 메모 형태로 휴 화에 장 할 수 있다.

주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소스는 MFC로 구  

하 으며, 랫폼은 Visual Studio6 이다.

1. 우선, 카메라 컨트롤은 VFW함수를 사용한다.

2. VFW함수를 통해 촬 된 이미지는 총 5단계를 거쳐 

퍼런스 이미지와 비교되고, 그 결과 가장 근삿값을 갖는 

퍼런스를 선정하게 된다 .첫 번째는 촬 된 이미지를 읽

어오는 것으로 CXimage 라이 러리가 사용되었다.

3. 이미지가 오 되면 그 후에는 이미지에서 문자만을 추

출하는 ‘Threshold'와 각각 추출된 자․모음을 묶어 하나

의 자로 만드는 ‘Labeling' 작업이 이루어진다. 

4. 문자를 분리하는 작업까지 완료되면 퍼런스 이미지와 

비교하기 해 100×100픽셀에 문자가 가득 차도록 잘라내

는 작업을 진행한다. 촬 이미지가 작거나 클 경우에도 확

/축소를 통해 크기를 통일한다.

5.  장된 문자이미지는 마지막으로 상호연 함수를 통

해 퍼런스 이미지 에 가장 근 한 값을 얻어낸다.

 본 시스템은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여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간단한 궁 증을 여러 단계의 과정 없이 검색 

가능하다.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알고 싶은 정보를 만났

을 때  휴 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켜고 이미지를 촬 만 

하면 된다. 를 들어, 출퇴근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이

동 인 상황이거나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 신문이나 기

타 자료에서 의문 이 드는 단어를 발견하 다. 그 단어에 

한 정보를 얻고자 하면, 휴 화기의 카메라를 실행시

켜 찾고 싶은 키워드를 화면에 가득 차게 촬 한다. 촬  

버튼을 르면 촬 이 완료 되고 사진을 이미지로 휴

화에 단순 장할 것인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화면 하단에 나타난 버튼으로 선택한다.

 장(save) 버튼을 르면 일반 사진과 마찬가지로 휴

화에 자동 장되며, 검색(search) 버튼을 르면 인터

넷 라우 를 호출하여 이미지로부터 얻어낸 문자열을 

검색한다.   이처럼 사 에 사용자가 등록해 놓은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 간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결론

  세계 이동통신시장은 음성 심에서 데이터 심의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음성통신에 있어

서도 무선통신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유선

통신 서비스의 시장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고품질의 음성통신을 보장하면서 고속 역데이

터통신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

어 모바일화가 가능한 통신수단에 한 연구가 속

히 진 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 가운데 3세  이동

통신서비스와 련하여 세계 으로 사업자 재편과 

유ㆍ무선 서비스 융합 그리고 통화 체, 음성과 데

이터 통신의 동시제공  역무간 경계 소멸이 가속

화되고 있다. 한, 로벌 네트워크화의 진 에 따

라 통신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규제완화와 

더불어 사업자 인수 합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 패러다임의 변화로 가치사슬

이 괴되고 있고, 콘텐츠/서비스를 심으로 한 경

쟁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 시스템은 이동 

에 알고 싶은 정보를 만났을 때 모바일 폰을 이용

하여 촬 하고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이미지

를 검색하여 명칭을 모르더라도 정보에 하여 알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원리는 모바일 폰으로 

이미지를 촬 하고 촬 된 디지털화 된 이미지의 픽

셀 간 상호 정보를 얻어 낸다 .이 픽셀들의 값을 배

열에 장하고 장된 값과 가장 비슷한 값을 갖고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이미지 검색을 한다.

  여기서는 문자인식을 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시스

템을 구 하 으나 향후 휴 화를 이용한 이미지 

검색이 가능해진다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는 매우 

증가할 것이 상된다.  한 원활한 이미지 검색이 

가능하기 해서는 거 한 규모의 이미지 DB를 구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

고 모바일 인터넷 기술과 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는 최근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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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모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

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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