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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 폰을 이용한 사용자들이 생성하는 사진 데이터의 양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폭발적

인 사진 데이터 양의 증가는 사용자가 원하는 사진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사진의 접근 및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폭소노미를 통한 태그 추천 시스템을 안드로

이드 모바일 플랫폼과 서버의 연계로 구현하였다.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은 25,000 장의 사진을 기반

으로 하는 폭소노미를 통해 태그 추천을 하며, 태그 추천에 평균적으로 5.5 초의 시간이 걸렸다. 

 

                                                           
1 Correspondence: ymro@ee.kaist.ac.kr 

1. 서론 

휴대폰은 전화기능 외에 DMB, 카메라와 같은 다양

한 부가 기능을 탑재하며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이 되
었다. 최근에는 이보다 진화하여 기존의 휴대폰이 가
지고 있는 기능과 함께 PC 처럼 원하는 애플리케이

션들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폰 (smart 
phone)이 피쳐 폰 (feature phone)의 자리를 빠르게 대
체하고 있다. 스마트 폰의 확산과 함께 대부분의 스
마트 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는 사용

자들이 생성하는 사진들의 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

다. 대표적인 사진공유 사이트인 플리커 (Flickr)의 통
계에 의하면 최근 1 년간 사용자들이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는 스마트 폰 이었고 사진의 
증가 량도 가장 컸다 [1]  [2] . 

이처럼 스마트 폰으로 생성되는 사진의 양이 증가

하면서 사진들을 특별한 정리 없이 보관하면 사용자

들은 원하는 사진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사진의 양이 늘어날수록 심각해 진다. 
그래서 대용량의 사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를 웹에

서는 여러 사용자들이 협력 태깅 (collaborative tagging)
을 통해 구성하는 폭소노미 (folksonomy)를 사용하여 
원하는 사진에 대한 검색을 쉽게 하고 있다. 태깅

(tagging)이란 사용자가 직접 이미지에 관련된 태그

(tag)를 직접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3] .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스마트 폰에서 많은 숫자

의 사진으로 인해 요구되는 사진 데이터 관리 문제를 

폭소노미를 이용한 태그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 해결

하고자 한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플
랫폼이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오픈 소스를 지향 
함으로서 저작권과 관련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
장 점유율을 꾸준히 증가 시키고 있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이미지 태
그 추천 방법과 안드로이드에 대해 알아보고, 3 장에

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조를 살펴보고, 4 장에서는 
3 장을 바탕으로 이미지 태그 추천을 구현한다. 마지

막으로 5 장에서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한다. 

 
2. 관련연구 

2.1 이미지 태그 추천 방법 
이미지에 태그를 등록하는 행위는 태그 기반 이미

지 검색에 의존하는 환경에서 이미지의 검색과 관리

를 용이하게 한다. 하지만 많은 숫자의 이미지에 수
동으로 태그를 등록 하는 과정은 귀찮고 번거로운 작
업이다. 이미지 태그 추천기술은 이러한 불편함을 극
복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미지의 특징 분석과 폭소

노미에서 태그들의 통계를 이용하여 해당 이미지와 
관련 있는 태그를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추천한다. 이
로 인해 사용자는 태그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고 추천

된 태그들 중 에서 적합한 태그를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 에 한결 간편하게 태그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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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흐름도 

본 연구에서는 MAP (maximum a posteriori)를 통한 
이미지 태그 추천 방법  [4] 을 이용한다.  [4] 은 폭소

노미를 통한 태그 추천 과정을 MAP 를 통해서 모델

링 하였다. 이 방법은 입력 이미지와 폭소노미의 이
미지 간의 시각 특징 분포와 태그의 분포를 확률적으

로 계산하여 태그를 추천한다. 
2.2 안드로이드 

2007 년 5 월에 발표된 리눅스(Linux) 기반의 오픈 
소스 플랫폼(open source platform)인 안드로이드

(Android)는 그림 1 와 같이 2009 년 7 월 현재까지 스
마트폰 운영체제 시장 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OHA (Open Handset Alliance)에 참
여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에 의해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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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 폰 운영체제의 시장 점유율 [6]  

안드로이드는 구글(Google)이 개발한 모바일 디바이

스를 위한 플랫폼이다. 안드로이드의 특징으로는 애
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해 최

적화된 Dalvik 가상 머신을 제공하고, 최적화된 그래

픽을 지원한다. 그리고 SQList 를 통해 데이터 관리를 
도와주고 다양한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정지 이미지 
포맷을 지원한다. 이 외에 풍부한 개발 환경과 웹 브
라우저를 제공 해주고 있다 [7] .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특징과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에서의 애플

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태그 추천 시스템을 구현한다. 
안드로이드는 꾸준히 버전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1 버전을 이용한다. 그 이유는 2010
년 8 월 2 일 기준으로 안드로이드 버 전 별 점유율에

서 60%의 비율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신 기기들이 대부분 2.1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8] . 
 
3. 이미지 태그 추천 시스템 설계 

본 절에서는 이미지 태그 추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전체적으로 계산 부하가 많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컴퓨팅 자원이 풍부한 서버에서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컴퓨팅 자원이 풍부한 서버

에서 대부분의 태그 추천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스마

트 폰에서는 추천 받으려는 이미지 획득과 추천 받은 
태그들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상대적으로 부하가 적
은 과정을 담당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2 는 본 제안된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도이

다. 그림 2 에서 “User”는 사용자를 “Device”는 스마트 
폰을 “Server”는 서버 “Folksonomy”는 폭소노미를 의
미한다. 각 단계별로 시스템 설계를 살펴본다.  

1) 초기화는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면 먼저 애플리

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서버와의 접속 등을 초
기화하고 메인 메뉴를 사용자에게 표시한다. 

- 610 -

제3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7권 2호 (2010. 11)



 

 

(a) (b)

(c) (d)  

(그림 3)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의 화면 구성 

2) 태그 추천은 사용자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면 
사진을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는 사진으로부터 특 
징을 추출하여 기술자 (descriptor)로 표현한다. 그리고 
추출된 기술자를 폭소노미로 전송하여 기술자간의 유
사성이 높은 사진과 해당 사진에 달린 태그들을 서버

로 전송한다. 서버에서는 전송 받은 사진들과 태그들

을  [4] 의 방법을 이용해 태그 추천을 하고, 추천된 
태그들을 스마트 폰으로 전송한다. 스마트 폰에서는 
전송 받은 태그들을 리스트 형태로 정리하여 사용자

에게 보여준다. 
사용자는 추천 받은 태그들 중에서 원하는 태그를 

선택하거나 추가적으로 태그를 등록할 수 있다. 3) 태
그 저장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선택 및 추가한 태그를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는 해당 태그를 사진과 함
께 저장한다. 그리고 스마트 폰으로 태그가 저장 되
었다고 알려주면 스마트 폰에서는 사용자가 저장한 
태그들을 리스트로 보여준다. 

서버로 기술자를 전송하지 않고 사진을 전송하는 
이유는 스마트 폰의 하드웨어 성능이 이전보다 나아 
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서버의 계산 능력보다는 낮
아서 아직 까지는 스마트 폰에서 기술자를 추출하는 
시간보다는 서버로 전송하는 시간이 더 짧기 때문이

다. 게다가 서버에 사진을 전송하여 저장 함으로써 
혹시 생길 수 있는 스마트 폰의 기기적 결함을 통한 
사진 분실을 예방할 수 있다. 

태그를 선택 할 때 태그 추천을 통한 태그들 외에

도 사용자들이 원하는 태그를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설계 함으로서 사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고 보다 
개인에 따라 최적화 하여 사진을 관리할 수 있게 하
였다. 

 
4. 이미지 태그 추천 시스템 구현 

본 절에서는 이미지 태그 추천 시스템을 어떻게 구
현 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애플리케이션의 레
이아웃은 휴대폰 화면의 긴축을 가로축으로 하여 디
자인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보다 직관적이고 한 화
면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각 
화면 별로 자세히 살펴보자. 
그림 3 (a)는 애플리케이션의 첫 화면이다. 첫 화면

에서 사진으로부터 태그 추천을 받을 것인지 기존에 
촬영해둔 사진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 폰의 카
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저장하는 부분에 대한 구현

이 필요하였다. 그림 3 (b)는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고 원할 경우 태그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Camera’를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에서 선택하였을 때
의 실행 화면이다. ‘Tag R’메뉴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
는데 이는 애플리케이션 이후 촬영한 기록이 없기 때
문이다. 사진을 촬영하면 ‘Tag R’메뉴는 활성화 된다. 
그림 3 (c)는 기존에 스마트 폰에 저장 혹은 촬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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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사진들을 선택하여 태그를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한 ‘Gallery’를 선택하였을 때의 실행화면이다. 그림처

럼 스마트 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진들을 작은 
크기로 미리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3 (d)는 
사용자가 태그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화면을 보여준다. 
본 화면은 사진을 선택하거나 촬영 후 ‘Tag R’버튼을 
선택하면 이동 할 수 있다. 오른쪽의 메뉴 별 기능은 
표 1 과 같다. 화면 왼쪽에는 사진과 태그 추가를 위
한 텍스트 입력 박스가 위치 하였고 오른쪽은 추천 
받은 태그를 볼 수 있는 리스트가 위치하고 있다. 

 
<표 1> 태그 추천 화면의 메뉴 별 기능 

메뉴 기능 

Main 메인 화면으로 돌아감 

List 저장된 사진들 리스트 화면으로 돌아감 

Tag R 
선택한 이미지를 서버로 전송하고, 

태그를 추천 받음 

Save 선택한 태그들을 서버에 저장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의 애플리케이션과 서버와

의 통신에는 HTTP (Hyper Text Transfer Protocol)를 이용

하였다. 이를 이용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스마트 폰과 서버간에 송
수신 해야 하는데, 이를 구현함에 있어 간단하면서도 
빠른 속도를 갖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5,000 장의 사진과 62,348 개의 태그

로 구성된 폭소노미를 이용하였다 [9] . 구현한 애플리

케이션을 1GHz 의 CPU 와 512MB 의 메모리의 하드웨

어에 Android OS 2.1 버전을 탑재한 스마트 폰과 
2.4GHz 의 Quad core CPU 와 3.25GB 메모리 OS 는 
Windows XP 인 서버에서 구동시켰을 때 7681024 크

기의 사진을 스마트 폰에서 서버로 전송하는데 평균 
0.456 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서버로부터 태그를 
추천 받아오는 데는 평균적으로 5 초 정도의 시간을 
소모하였다. 5 초의 시간 중 약 46%는 기술자를 추출

하는데 소모되었으며 45%는 기술자를 이용한 유사 
이미지 검색에 소모되었다. 
표 2 는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태그 추

천을 받은 결과 예제이다. 왼쪽 열의 사진들은 입력

으로 들어간 사진을 나타내고 오른쪽 열의 단어들은 
추천 받아 서버로부터 전송 받은 태그들이다. 밑줄 
친 태그들은 실제 사진에 존재하는 태그들을 나타낸

다. 구현된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그림 3 (d) 와 같은 
리스트 형식으로 나타난다. 
 
5. 결론 

최근 스마트 폰의 대중화로 인해 사용자들은 쉽게 
다양한 사진들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증가하는 사진 데이터들을 편하게 검색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태그를 추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

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한 사진 관리가 가능하

게 하였다. 특히, 추후 로열티와 같은 추가비용을 절
감시킬 수 있는 오픈 모바일 플랫폼인 안드로이드를 
이용 함으로써 개발자 측면에서도 편의성을 향상 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기술자 추출과 유사 이미지 검색 방
법의 속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보다 활
성화 하기 위해서는 태그 추천과정에 소모되는 시간

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스마트 폰과 서버

와의 유기적인 통신을 통해 실시간 백업과 같은 기능

을 지원하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버전 업데이트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의 지원문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표 2> 태그 추천 화면의 메뉴 별 기능 

사진 추천된 태그 

 

sky, clouds, sand, 

mountain, sun, water, 

tree, bay, lake, sea 

 

water, sea, 

reflection, 

architecture, 

landscape, dog, art, 

ocean, river,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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