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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많은 사용자가 직  을 작성하고 데이터를 업로드 하는 SNS 서비스의 데이터 분류  분석에서 빅

데이터 활용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활용하던 텍스트 기반의 분류에서 이미지, 
동 상에 한 분류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키피디아를 이용한 이미지 태그의 의

미정보를 바탕으로 리커에서 샘  이미지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bag of visual word' 기법으로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자동 분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서론

   최근 페이스북과 트 터와 같은 SNS 환경에서는 사용

자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PC에 복사하여 송하지 않고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직  송하게 되었다. 

특히 페이스북은 2010년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5% 

가량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용량을 보이고 있

고 매일 1억장 이상의 새로운 사진이 사용자에 의해 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1].

   하지만 아직 이미지를 업로드 할 때, 이미지에 해당 객

체에 한 정보를 사용자가 직  태깅(Tagging)하거나 이

미지가 속한 페이지의 텍스트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이미

지의 정보를 악한 후 이미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내용에 기반하여 SNS 이미지들을 

자동 분류하고 나아가 자동 태깅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시

스템의 설계에 해 소개한다. 

   이를 해 본 연구 의 기존 연구로부터 세계 최 의 

백과사 인 키피디아[2]와 이미지 공유사이트인 리커

[3]를 사용하여 이미지 태그의 의미정보를 추출하는 방법

[4]을 재사용하여 리커에서 순도높은 샘  이미지를 추

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bag of visual word' 기법으로 사

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자동 분류하는 방법을 소개한

다.

2. 련연구

   이미지의 의미정보를 분석하여 자동 태깅을 하기 해

서는 이미지 분석에 특별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

가 입력한 문서 내용이나 이미지의 태그를 활용하는 것 

등이 표 인 방법이다. 본 연구 의 기존 연구에서는 

키피디아와 리커를 활용하여 Milne & Witten[5]가 제안

한 키피디아 링크를 이용한 문서들의 가 치 측정값을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를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이를 이미지 태그들  표성

을 가지는 우선 태그들의 선택에 활용하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할 이미지 분류를 해 비교 상이 될 샘  이미지들

을 수집하는 데에 이 우선 태그들을 이용한 이미지 검색방

법이 용되었다. 검색 시스템에는 리커의 OPENAPI가 

사용되었다.

   ‘bag of visual word’ 기법을 용한 이미지 분류에도 

다양한 연구가 이 지고 있다.  기법을 이용한 특정 

역 특징을 이용하여 회 이나 크기가 변경된 상에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연구[6]가 있었고, 모양 기반 이미지 분

류를 해 우세 만 가지고 모양 특징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연구[7]도 있었다.  다른 연구[8]에

서는 상품이미지를 자동 태깅하기 해 SURF[9]와 

Mean-shift를 이용한 시각단어 분류기법을 제안하 다. 

SURF 알고리즘은 SIFT와 마찬가지로 Local invariant 

descriptor를 기반으로 하는 근법이다. 이들 기법은 정교

한 메커니즘(정확도) 때문에 속도가 느린 것이 단 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정

확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채택되어 왔다. 본 연

구에서는 SIFT보다 상 으로 속도가 빠르고 정확도도 

높은 SURF알고리즘을 사용하기로 하 다.

본 논문에서는 리커에서 수집된 이미지를 자동으로 

분류(Classification) 하여 순도 높은 샘  데이터를 자동

으로 수집하고, 이를 사용하여 'bag of visual word' 기법

으로 이미지를 자동 분류하고, 나아가 빅데이터 기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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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구성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의 이미지 자동분류  태

깅을 한 시스템은 4개의 모듈을 필요로 한다. 반 인 

모듈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이미지 자동분류 시스템의 모듈 개요도

모듈 KM-1과 KM-2는 반 인 시스템 성능향상

(Performance)을 해 샘  데이터를 자동수집 하는 모듈

이다. 세종21[10]에서 제공하는 온톨로지 클래스는 

RDF/XML 방식으로 이루어진 Data Set[11]이다.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를 분류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리커 

이미지 수집기(Crawler)를 통해 각 1500개의 이미지를 수

집한다. 수집된 이미지에는 작성된 제목, 내용, 태그 등 다

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리커 이미지의 태그

와 분류된 온톨로지 클래스를 Wiki Link+[12]를 이용하여 

비교하 다. 각 이미지당 태그의 순 를 결정하여 우선태

그를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각의 클래스 단 로 분류

된 상  300개의 이미지를 장하며, 장된 데이터를 샘

 데이터로 사용한다. 샘  데이터를 수집한 시스템 환경

은 표 1과 같다. 

CPU Xeon 2.13*2

RAM 16GB (ECC)

HDD SSD 120GB, HDD 2TB*2(Raid 1)

OS CentOS 6.0

Language Java, PHP, C#

DBMS MY-SQL

Framework OPENCV, Accord

<표 1> 샘  데이터 수집 환경

샘  데이터 수집 후 KM-2 모듈은 각각의 샘  이미

지에서 시각단어를 추출하고 색분포를 추출한다. 이미지의 

시각단어만 추출하여 1차 분류로 끝낼 경우에는 샘  이

미지의 순도(Purity)도 문제가 되지만 SM-2에서 모든 이

미지를 비교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연산횟수가 시스템의 

성능을 하시킬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1차 분류를 그림 

2와 같이 상 으로 빠른 색분포 정도를 가지고 처리하

고 걸러진 이미지에서만 SURF알고리즘 기반의 ‘bag of 

visual word' 기법으로 처리한다.

(그림 2) 두 이미지의 색분포에 따른 그래  비교

한 사용하는 DBMS의 성능향상을 해 Hadoop과 같

은 빅데이터 분산처리 오 소스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한

다. 단일노드에 수십만장 이상의 용량 샘  이미지가 수

집될 경우 테스트 데이터와 샘  데이터를 비교함에 있어

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1차 으로 색분포를 

이용하여 분류한 샘  이미지는 SURF 알고리즘을 통해 

이미지의 시각단어에 따라 재분류된다.

4. 모바일 랫폼에서 용  정확도 향상방법

일반 으로 모바일 랫폼에서는 시스템 성능 상 이미

지 분류를 빠르게 처리하기 힘든 단 이 있다. 따라서 사

용자(End-user)가 서버에 이미지의 특징 과 색분포를 

달하여 서버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 이다. 이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모바일 단말에서 보다 정확

한 테스트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일반 으로 이미지의 특징 을 많이 포함할 만한 

상은 심 치와 가깝다. 부분의 사람들은 사진에 담

고자 하는 주 상을 가운데 놓고 촬 하기 때문이다. 둘

째, 특징 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특징 들이 일정크기 

이상 넓게 분포되어있는 경우에는 이미지의 의미가 배경

과 같은 정보일 가능성이 많다. 셋째, 연산을 통해 배경을 

지우고 분류할 상만 받아올 수도 있지만 단말 사용자가 

직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용자 이미지의 특징 들을 더욱 

효과 으로 추출할 수 있다. 그림 3의 상단 박스들은 시각

단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상을 가리킨 것이다. 박스

에는 새와 나무기둥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가 이 박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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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를 지정한 역만 서버에 달한다면 다른 불필요한 

정보(배경, 다른 상)를 미리 제거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

한 특징 을 찾는데 연산 횟수를 여 더욱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 사용자 선택에 의한 테스트 데이터의 순도 

향상 방법

한 본 연구에서는 서버에 샘  데이터와 이미지 분석 

 분류 모듈을 설치하고, 수많은 스마트폰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OS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웹서비스 

랫폼을 이용하고자 한다. 일반 PC환경에서와 마찬가지

로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도 라우 가 있는 에 착안해 

디바이스 API와 자바스크립트의 통신을 이용하여 다양한 

랫폼에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이기종

의 디바이스 API에 근하기 해 미들웨어(middleware)

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고 사용자가 촬 하거나 메모리

에 장되어있는 데이터를 받아 웹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선택  송(Websocket)을 하여 실시간 통신을 할 수 있

게 된다. 한 다양한 해상도에 한 인터페이스 구축도 

CSS3를 통해 한 번의 개발로 가능할 것이다.

5. 결론

페이스북과 같은 SNS서비스에서 지 은 사용자가 사람

의 얼굴 사진 등에 직  태깅을 하여 사진에 한 정보를 

링크를 통해 알아내고 있다. 하지만 향후 본 논문에서 소

개된 방법 로 방 한 양의 다양한 리커 이미지와 텍스

트 정보를 분석하여 이미지 객체에 따른 시각단어 사 이 

구축될 수 있다. 이를 이미지 분류  검색분야에 활용한

다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결과가 얻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 본 연구는 방송통신 원회의 방송통신인 라원천기술개

발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KCA-2012-12-911-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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