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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영역 이미지 검색 방법의 제안

The Suggestion of Particular Area Image Search Method 

김 성 곤

Sungkon, Kim

요 약 전체이미지 속의 부분이미지를 다른 인터넷사이트의 전체이미지 속의 부분이미지와 연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네 단계의 부분이미지 생성 방법과 검색 방법을 개발하였다. 전체이미지에서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

하는 부분이미지만을 오려내는 ‘이미지 분할’ 방법, 오려낸 부분이미지의 가장 바깥 점을 찾는 ‘이미지 블록생성’ 방

법, 외곽 점들을 연결하여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스탬프로 등록하는 ‘외곽 점들의 스탬프 변형’ 방법 그리고 이미

지스탬프와 이미지스탬프를 연결해주는 검색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미지스탬프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검색 UI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이미지 스탬프, 부분 이미지 검색 방법,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검색 UI

Abstract We propose a method to connect partial image in whole image to partial image in whole image of 
other internet site. For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four partial image generation methods and retrieval 
methods. A method of 'image segmentation' that cuts out only partial images that want to provide information 
from the whole image, a method of 'creating an image block' that finds outermost points of a cut-out partial 
image, a method of 'Stamp transformation of outer points', which connects outer points and registers them as 
the most similar image stamp, and a retrieval method that connects image stamps with other image stamps are 
developed. We suggested a image search UI that can use image stamps in various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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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는 어떠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때, 인터

넷, 블로그,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등 여러 미디어 서비

스를 사용한다. 하이퍼링크 혹은 텍스트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다른 관련 정보를 찾는다[1]. 최근 이미지 검

색 또한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

점차 개선 중이다. 특히, 구글의 이미지 검색은 정형화

된 특정 그림 혹은 유명한 사진에 정확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이미지 검색

들은 전체 이미지 사용하여 유사한 전체이미지를 검색

한다. 이미지 검색을 위하여 검색 창에 이미지 파일 전

체를 드래그 드롭 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전체 이미지 속의 부분이미지만을 사용하

여 다른 전체 이미지 속의 부분이지를 검색을 희망하지

않을까? 과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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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유행하였다. 드라마 속의 ‘천송이’ 가방만을 클릭

하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을까? 어린 학생이 쥐라기

공원의 여러 공룡들 속에서 ‘스테고사우루스’의 부분이

미지만을 선택하여 공룡을 검색 할 수 없을까? 발해의

벽돌과 와당 속의 문양을 선택하여, 유사한 모습이 다

른 지역 혹은 시대에 존재 여부 알 수 없을까? 본 연구

는 이러한 전체 이미지 속의 부분이미지를 사용하여,

다른 전제 이미지 속의 부분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법

및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부분 이미

지와 부분 이미지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하이퍼링크와

유사한 개념의 이미지 스탬프를 제안한다.

Ⅱ. 시스템 기본 개념 및 모듈

시스템 모듈은 크게 특정영역 부분이미지 생성시스

템, 유사 부분이미지 검색시스템 그리고 사용자 검색질

의 및 결과출력 인터페이스로 나눈다. 그림 1.에서 ①,

②, ③, ④, ⑤은 특정영역 부분이미지 생성시스템 모듈

이고, ⑥, ⑦, ⑧, ⑨는 유사 부분이미지 검색시스템에

필요한 모듈이며, 그리고 ⑩, ⑪, ⑫은 사용자 검색질의

및 결과출력 인터페이스 모듈이다. 본 논문에서는 ①번

‘이미지 분할’과, ②번 ‘매직이미지 블록생성’, ③번 ‘부

분이미지[01] 외곽 점들 설정’, ④번 ‘외곽 점들을 이미

지스탬프로 변형’ 등의 부분이미지 생성 방법과 ⑪번

‘이미지 스탬프 검색’ 방법에 관하여 논한다. 그리고 사

용자 UI 개발과 테스트를 위한 ⑤번 ‘이미지 스탬프

DB’ 생성과 ⑫번 ‘검색 질의 및 결과 출력 UI’ 방법에

관하여 논한다.

그림 1. 이미지 스탬프 시스템 모듈

Figure 1. Image Stamp System Module

III. 부분이미지 생성 및 검색

3.1 이미지 스탬프 생성 방법

이미지 스탬프는 원하는 부분이미지의 외곽 점들을

연결한 벡터라인(Vector Line)이다. 이 벡터라인의 생성

과정은 그림에서 필요한 부분이미지의 외곽 점들을 찾

는 과정과 외곽 점들을 연결하여 스탬프를 만드는 과정

으로 나뉜다. 외곽 점들을 찾는 과정은 ‘매직 이미지 블

록 생성’과 ‘부분이미지 외곽 점들 설정’ 방법을 사용한

다. 외곽 점들을 연결하여 스탬프를 만드는 과정은 가

장 유사한 이미지 스탬프 검색 과정인 ‘외곽 점들을 이

미지스탬프 변형’ 방법을 사용한다.

1) 이미지 매직 적용을 통한 이미지 분할

본 연구에서 이미지 분할을 위하여 오픈소스인 이미

지매직(Image Magick)을 참조 활용하였다[2]. 이미지매

직은 대부분의 이미지 형식을 읽고, 변환하거나 쓸 수

있다. 이미지의 외곽을 자르거나, 색을 바꾸는 것을 비

롯한 다양한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2) 매직이미지블록 생성 방법

이미지의 외곽 점을 찾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그림에

서 부분이미지를 분리하는 매직이미지블록 생성과정이

필요하다. 세부 과정에는 (1)이미지 영역 선택하기, (2)

부분이미지 모자이크 만들기, (3)시드블록(Seed block)

생성, (4)시드블록의 유사색상 찾기, (5)패밀리블록영역

(Family block Area) 생성, 그리고 (6)통합패밀리블록영

역(Combine Family block Area) 생성이 있다.

그림 2. 매직이미지블록 생성방법

Figure 2. Magic Blocks image generation method

그림 2.는 매직이미지블록 생성방법을 설명한다. 수

족관 그림에서 시클리드 열대어를 선택하여 부분이미

지를 만든다. 부분이미지를 64x64 크기의 픽셀로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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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 처리한 후, 매직이미지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임의

의 시드 점을 만든다. 그리고 이 시드 점을 통하여 생

성된 패밀리 블록 이미지를 결합한다.

3) 부분이미지 외곽 점들 설정

이미지 스탬프의 벡터라인을 생성하기 위하여 스탬

프의 바깥 점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매직이미지

블록 생성의 마지막 단계인 통합패밀리블록영역이 부

분 이미지 외곽라인 설정에 사용된다. 부분이미지에 가

장 유사한 이미지스탬프를 찾기 이전에 부분이미지의

가장 바깥 점들을 찾는 과정이다.

그림 3. 부분이미지 외곽 점들 설정과정

Figure 3. The process of setting the partial image edge

points

4) 외곽 점들을 이미지스탬프로 변형

이미지 스탬프는 부분이미지의 외곽 점들을 단순히

연결하여 스탬프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작 되어진 이미지 스탬프에서 가장 유사한 형태를 찾

아서 매칭 시키는 것이다. 이미지매직블록을 통해 생성

된 외곽 점들을 연결하면 형태를 파악하기 힘든 모양이

대부분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림 4. 외곽 점들을 사용하여 이미지스탬프를 찾는 과정

Figure 4. The process of finding image stamps using outer

points

3.2 이미지 스탬프 검색 방법

검색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전체 그림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이미지의 클릭한다. 이때 정보제공 사용자

가 이미 만든 이미지 스탬프가 있으면 검색이 가능하

다. 검색의 결과는 클릭한 이미지 스탬프와 유사하게

생긴 다른 여러 이미지 스탬프의 리스트를 볼 수 있고,

리스트에는 다른 웹사이트의 관련 링크 정보가 제공된

다. 그림 5.에서는 검은색 열대어는 검색을 희망하는 이

미지 스탬프이고, 회색 열대어는 검색된 유사 이미지

스탬프이다. 각 구간별 표적 스탬프와 유사 스탬프에

순차적으로 대응하는 점들의 거리 값을 구하고, 또한

그 합을 구한다. 이후 각 구간별 합을 더하여 전체 차

이 값을 구한다. 가장 차이 값이 적은 스탬프를 유사

스탬프이다.

그림 5. 유사 이미지 스탬프 검색 결과

Figure 5. Similar Image Stamp Search Results

IV.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

4.1 컨셉 프로토타입 개발

이미지 스탬프를 사용하는 UI는 개발과정이 단순하

고, 샘플 데이터 구축이 용이한 팝업 형식으로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였다.

그림 6. 이미지 스탬프 콘셉추얼 프로토타입

Figure 6. Image Stamp Conceptual Prototype

그림 6.은 이미지 스탬프의 사용과정을 보여주는 콘

셉추얼 프로토타입이다. 그림에서 순차적으로 부분이미

지 영역설정, 이미지 스탬프 설정, 유사 이미지 스탬프

검색, 관련 사이트로의 이동 모습을 보여준다. 첫 번째

그림은 검색하고 싶은 부분이미지가 있어서 팝업 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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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한 모습니다. 팝업 창의 3개 컨트롤 버튼은 순차적

으로 ‘부분이미지 영역 설정’, ‘이미지스탬프 설정’, 유사

이미지 검색‘ 실행을 위해 사용된다. 검색을 희망하는

부분이미지를 선택한 후 ’이미지스탬프 설정‘ 명령을 선

택하면 두 번째 그림과 같이 팝업 창이 생성된다. 팝업

창에서 부분이미지에 곡선이 포함된 바깥 외곽선이 그

려진 것이 보일 것이다. 이것이 사용자가 검색을 희망

하는 부분이미지의 이미지 스탬프이다. 사용자는 3번째

버튼을 사용하여 유사 이미지 스탬프 검색을 실행 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림에서 팝업 창을 보면 부분이미지

아래에 유사 이미지 스탬프 4개가 나열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중에서 사용자가 희망하는 하나의 이미지 스탬

프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의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에서는 작은 유사 이미지 중에서 첫 번째 이미지 스탬

프를 선택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 모습이다. 네 번

째 그림에서 스페인 범선의 돛에서 사용자가 검색을 희

망한 유사 이미지를 볼 수 있다.

4.2 이미지 스탬프 DB

본 연구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1152개의

이미지 스탬프가 제작되었다. 이미지 스탬프를 제작하

기 이전에, 이미지 스탬프 카테고리의 아키텍처를 연구

하였다. 카테고리의 아키텍처를 5단계 계층구조로 설정

하고, 첫 층을 12개로 분류하였다. 그림 7.은 문양으로

분류된 이미지 스탬프이다. 총 72개로 구성된다. 문양

탐색을 위해서는 부족한 숫자이며, 향후 개발이 필요하

다. 그림 8.은 꽃 그림에서 꽃의 꽃잎의 이미지 매직 스

탬프이다. 꽃의 꽃잎으로 제작된 이미지 스탬프는 상대

적으로 정확하게 그 사물을 비교 검색 할 수 있다.

그림 7. 문양과 관련된 이미지 스탬프

Figure 7. Image stamps related to patterns

그림 8. 꽃과 관련된 이미지 스탬프

Figure 8. Image stamps related to flower

4.3 이미지 검색 결과보기

정확한 검색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검색 결과를 제

시하여, 다양한 탐색 및 정확한 정보 판단의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직 렌즈(Magic Lens),

시멘틱 심도, 퍼스펙티브 월(Perspective Wall), 그리고

스피드 쇼(Speend Show)의 네 가지 검색 결과 보기 방

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예로 사용된 결과창의 이미지는

검색의 결과로 나열된 열대어 구피의 모습이다. 열대어

구피의 스탬프 이미지 384개를 제작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테스트 한 결과의 모습이다. 열대어 구피는 꼬리

모양, 지느러미 모양, 머리 및 몸통의 형태에 따라서 다

양하게 이름이 정해져 있다.

1) 매직 렌즈

제록스 PARC 실험실에서 개발한 마법 렌즈는 사용

자가 정보 데이터에 렌즈를 놓은 다음, 렌즈 밑에 있는

데이터를 확대 검색 할 수 있는 도구이다[3]. 렌즈는 컨

트롤 제어 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렌즈를 사용하여

중첩 검색 할 수 있다.

그림 9. 매직렌즈 이미지 검색창 결과 보기
Figure 9. Magic lens image search results window

이러한 매직 렌즈의 기능은 글과 그림 창에서도 활

용이 가능하다. 이를 응용하면 그림 9.와 같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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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의 작은 그림 위에, 사용자가 마우스를 올려

두면 제시된 그림보다 확대 표시된다. 확대의 크기는

사용자가 설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우스 클릭을 하면

지속적으로 확대가 가능한데, 이를 이용하여 다른 그림

을 클릭하면 그림 비교가 가능하다.

2) 시멘틱 심도

정보를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분만

을 강조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피사체의 초점 흐리기 기

법을 사용한다. 피사체를 묘사하는 필드의 깊이(DOF)

을 조절하여 피사체의 선명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를

응용한 다른 방법으로 2차원 그래픽에서는 레이어의 투

명도 조절하기 기법을 사용한다. 지도에서 각종 범례들

을 레이어로 설정하고, 투명도를 다르게 해서, 선별적으

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용자는 각각의 레이어 층을 조

절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더불어 다른 레이어 층의 정보와 비교 할 수 있다[4].

이를 응용하면 그림 10.과 같다. 이미지 검색 결과의

작은 그림 위에, 사용자가 마우스를 올려두면 제시된

그림만이 투명도가 0%인 상태로 표시된다. 투명도의

값은 사용자 설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우스의 움직임

에 따라서 신속히 결과 창의 그림 투명도가 변한다. 이

를 통하여 여러 그림을 비교 가능하다.

그림 10. 시멘틱 심도 이미지 검색창 결과 보기
Figure 10. Semantic depth image search results window

3) 퍼스펙티브 월

이중 초점 디스플레이(Bifocal Display)는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 표현 방법이다[5]. 주요 내

용을 표현하는 부분을 메인 창으로 두고, 옆 혹은 위

방향으로 세부 창을 만들어 정보를 표현한다. 세부 창

에는 내용의 개요만을 보이며, 경계가 없는 창이 아닌,

경계를 넘어 연속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다중 초점을 이용한 퍼스펙티브 월을 활용하

면 여러 정보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현

재 보여주는 그림을 중심에 놓고, 좌우로 그림을 펼쳐

놓는다. 좌우의 그림은 일부분만 보이는데, 사용자는 일

부분으로 전체의 내용을 짐작 한다. 좌우 그림의 크기

를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림 11. 퍼스펙티브 월 이미지 검색창 결과 보기
Figure 11. Perspective wall image search results window

4) 스피드 쇼

위턴버그(1998)는 배달 서비스 브라우저를 개발하였

다[6]. 사용자가 원하는 배달 항목을 선택하면 관련 회

사의 로고를 보여준다. 100여개의 회사 로고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좌에서 우로 화면에 지나가게 해서 사용자

가 회사를 짧은 시간에 검색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그림 13.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2. 스피트 쇼 이미지 검색창 결과 보기
Figure 12. Speed show depth image search results window

좌에서 우로 신속히 지나가는 방식이 아닌, 앞에서

뒤로 사라지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버블체

팅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채팅을 할 때 가장 최근에

말한 내용을 화면의 중간에 크게 표현한다. 채팅이 진

행 될수록 말 들은 글의 크기를 작게 하면서 뒤로 사라

진다. 스피드 쇼에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검색 결과의

그림을 계속적으로 화면 중앙에 표현하고, 시간의 흐름

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한다. 사용자가 등장하

고 사라지는 빠르기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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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를 읽다가 그림 속의

조그마한 문양에 관심을 가질 때, 그 호기심에 답을 해

주는 방법으로 이미지 스탬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주요 방법은 크게 매직이미지블록 생성, 외

곽 점들 설정, 외곽 점들의 이미지스탬프 변형 등의 이

미지 스탬프 생성방법과 이미지 검색 방법이다.

매직이미지블록 생성과정은 이미지 영역 선택하기,

부분이미지 모자이크 만들기, 시드 블록 생성하기, 시드

블록의 유사색상 찾기, 패밀리블록영역 설정하기, 그리

고 통합패밀리블록영역 생성하기의 과정을 걸쳐 개발

하였다. 외곽 점들 설정과 외곽 점의 이미지 스탬프로

의 변형은 비교적 정확하다. 다만 현재 제작된 이미지

스탬프가 1152개뿐이라서 실제 이미지와 이미지 스탬

프의 유사도에 오차가 있다. 이미지 검색 방법 또한, 유

사 이미지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의 한계로 어

떤 이미지는 유사도에서 오차가 있다.

본 연구의 콘셉추얼 프로토타입은 부분이미지 영역

설정, 이미지 스탬프 설정, 유사 이미지 매직스 탬프 검

색, 그리고 관련 사이트로의 이동 등의 4단계 과정을

걸친다. 이미지 스탬프를 사용하는 목적은, 전체이미지

에서 사용자가 검색하고자하는 부분이미지를 선택할

때 외곽선이 그려져서, 사용자에게 이미지 선택이 올바

르게 이루어졌다는 인식여부와 사용자가 선택한 외곽

선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외곽선 모양

과 가장 유사한 이미지 스탬프에는 몇 가지 정보가 심

어져있다. 이미지 스탬프의 분류 카테고리에 따른 정보

와 이미지 스탬프 생성하고자하는 사용자의 기본 태그

(tag) 정보가 있다. 일차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태그 정

보와 웹 사이트 링크 정보를 주요 정보로 사용하고 있

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클릭한 사이트의 정보,

본문 글, 이미지의 유추 정보 등을 생산하여 저장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미지 스탬프는 1152개였다. 향

후, 어피리언스(Appreance) 프로토타입을 위해서는 오

천여개의 특정 영역 카테고리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 테스트어블(Testable) 프로토타입을 위해서

는 4만개의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스트어

블 프로토타입을 위해서는 보다 처리 속도향상을 위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구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검색 결과보기로 매직 렌즈,

시멘틱 심도, 퍼스펙티브 월, 그리고 스피드 쇼 등의 네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각각의 결과보기 방식은 사용자

에게 다양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사용자 UI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관련 연구자에게 두 가지 관련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는 부분이미지에 관련된 정보를 본문의

글에서 자동적으로 찾아주는 방법의 연구이다. 둘째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미지들이 2차원의 평면 형태의

문양 혹은 그려진 그림 속의 사물일 경우는 인식이 쉬

웠다. 그러나 3차원의 입체 형태의 경우는 인식이 어려

웠다. 3차원 형태 부분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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