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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네트워크 발달에 힘입어 영

상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모바일기기를 통

한 영상정보의 검색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

라서 더욱 편리하고 정확한 검색 방법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1]. 특히 영상 기반의 정보검색

은 사용자가 명칭이나 키워드를 모를 경우에도 검색

의 편의성을 만족시킬 수 있어 그 효과가 크다. 모바

일 비주얼 검색 기술은 검색하고자 하는 대상을 촬영

하거나 촬영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미리 구축된 영상 

DB 검색을 통해 촬영 대상과 연계된 정보를 얻게 

해준다[2]. (예를 들어 상품의 경우, 검색하려는 상품

을 촬영하고 이를 DB에서 검색하여 상품명, 가격,

기능 및 판매처 등 부가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혹은 

거리의 건물을 촬영하고, 건물을 인식하여 건물 내의 

정보나 주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MVS 기술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미리 구

축된 DB 검색을 통한 연계 정보 획득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영상 인식과 검색의 단계로 구성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를 이용하여 기 구축된 DB

를 검색하는 것보다 동일한 입력 이미지를 이용하여 

웹기반의 텍스트 검색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활용도

가 높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산행 길에 발견한 들꽃을 

촬영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그 식물의 이름을 얻을 

수 있다면 이를 검색창에 바로 입력되게 하여 웹 검

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는 영상 인식과 영상 인식 후 제공되는 라벨들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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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검색 키워드를 추출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존의 검색의 키워드 입력 방식과는 달

리, 검색하고자 하는 대상을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촬영 이미지가 사용

자 입장에서는 검색 키워드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미지에서 적절한 검색 키워드를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인식분야에서 뛰어난 성능

을 보여 각광을 받고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

반의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

하여 생성된 분류 라벨들로부터 검색어로 사용될 대

표 질의어를 추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관련 연구로 CNN

기법을 사용하여 이미지에 의미 정보를 자동으로 태

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과 함께 위키피디아 온톨

로지 구조를 이용한 키워드 매칭을 소개한다. 3절에

서는 제안하는 검색 질의어 추출 알고리즘을 설명한

다. 여기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개요와 

시스템 구현에 사용된 여러 가지 휴리스틱들을 소개

한다. 그리고 4절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실험

한 결과를 소개하고 5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본 연구 전체 시스템의 전형적인 실행 시나리오는 

1)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질의 이미지는 회선신경망 

기술인 CNN의 이미지 인식 과정을 통해 자동 분류

되며, 2) 생성된 다수의 분류 라벨들을 기반으로 대표 

키워드를 선별한 후, 3) 기존 검색엔진의 검색 창에 

대표 키워드를 질의어로 입력해주고 검색 결과를 출

력해주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나리오의 두 번

째 과정에 해당하는 대표 키워드 선별 방법에서 사용

된 알고리즘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 

연구로서 먼저 시나리오의 첫 번째 과정에 해당하는 

CNN 기법을 사용한 이미지 의미 정보 자동 태깅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 본격적인 주제와 관련된 연구

로서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응용 기술을 소개한다.

2.1 CNN 기법을 사용한 이미지 의미 정보 자동 태깅

2012년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라는 세계적인 이미지 인식 

경연 대회에서 토론토 대학의 Hinton 교수가 이끄는 

슈퍼비전 팀이 회선처리(Convolution)를 이용하는 

신경망인 CNN을 이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인 이후

로 영상 인식 분야에서 CNN에 관련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어 왔다. 관련 연구[3-5]에서는 기본적인 

CNN구조를 사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지 분석

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미리 수집된 정제된 

이미지 데이터 셋으로 CNN을 훈련시킨다. 일반적으

로 PASCAL Visual Object Classes, MIT Indoor

Scene, ImgaeNet, Caltech 101 등 컴퓨터 비전 분야

의 실험을 위한 정제된 이미지 데이터 셋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이미지에 라벨이 붙여진 데이

터 셋으로 CNN을 훈련시킨 후 동일 데이터 셋에서 

분류 실험을 한다. 연구의 실험에서는 훈련과 분류에 

사용된 데이터 셋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PASCAL의 이미지 셋으로 실험한 결과는 평균 72.6

%의 이미지 자동 태깅 정확도를 보였고, MIT Indoor

이미지 셋에서는 평균 59.6%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

다. 이것은 기존의 태깅 방법에 비해 확실히 더 나은 

결과임이 분명하다.

연구[6]에서는 ImageNet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

습된 CNN 모델들을 이용하여 실제 소셜 네트워크 

상의 이미지, 인스타그램의 이미지들을 분류해보고 

모델별 성능을 비교하였다. ImageNet 2012 데이터

셋을 트레이닝셋으로 하여 Pretrain된 모델을 이용하

였다. ILSVRC 2012에서 우승한 AlexNet과 2015년

에 우승한 ResNet 모델을 이용한 결과 12개의 분류 

카테고리에 대하여 AlexNet 보다 ResNet에서 더 나

은 결과를 얻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Image

Net 분류 라벨의 결과를 이용하여 검색 키워드로 사

용할 수 있을 만큼 의미적 대표성을 지닌 텍스트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 위키피디아 온톨로지 구조를 활용한 키워드 매칭

위키피디아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용자가 자유롭

게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한 백과사전이다. 하지만, 데

이터의 품질을 위해 등록된 정보는 엄격하게 관리하

여 내용을 검사하고 상호비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 때문에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6년 5월 기준, 영어

판으로만 532만여 개에 이르는 방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품질이 관리된 대량의 정보라는 특징 때

문에 시맨틱 웹, 지식베이스,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위키피디아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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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7]에서는 위키피디아의 링크기반 의미 연관

성을 활용하여 검색어 또는 다른 태그들과의 의미 

연관성이 높은 태그를 해당 이미지의 대표 태그로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연구[8]에서는 개체명 

사전 구축을 위하여 위키피디아를 이용하였다. 위키

피디아 분류정보로 구성된 가상 문서를 개체명 범주 

당 하나씩 생성하고 잘 알려진 정보검색 모델인 BM25

를 이용하여 위키피디아 엔트리와 가상문서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한 후 마지막으로 유사도를 바탕으로 

각 위키피디아 엔트리를 개체명 범주로 분류하였다.

연구[9]에서는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질의어

가 매우 빈약하고, 짧아서 사용자의 정보 의도를 명

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키

피디아를 외부 자원으로 이용하여 초기 질의어에 대

한 중의성을 해소하고, 질의어 개선 및 확장을 통하

여 사용자의 의도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연구의 기술들을 본 연구 전체 시

스템의 실행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시나리

오의 첫 번째 단계인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질의 이

미지의 CNN 이미지 인식 및 분류’에서는 입력된 질

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CNN의 분류 라벨, 즉 태그들

이 산출된다. 두 번째 단계인 ‘생성된 다수의 분류 

라벨을 이용한 대표 키워드 선별’에서는 첫 번째 단

계에서 생성된 질의 이미지의 각 라벨 목록을 하나의 

그룹으로 정의하고, 대표 단어 추출을 위해 이 중 

Top 3에 해당하는 세 개의 태그 그룹을 선정한다.

선정된 그룹의 각 태그들을 이용하여 위키피디아

(Wikipedia)를 이용한 사전적 의미의 주제어 추출,

워드넷을 이용한 태그 간 상하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카테고리를 추출하고, 추출된 카테고리의 단어 간 연

관 관계 평가를 거처, 대표 질의어를 포함하는 연관

어를 추천하는 과정을 본 논문에서 소개한다.

3. 위키피디아 기반의 대표 키워드 추출 방법

3.1 태그 그룹의 선정

대표 키워드 추출을 위해 사용되는 태그 그룹으로 

연구[7]에서 위키피디아의 링크기반 의미 연관성을 

활용하여 검색어 또는 다른 태그들과의 의미 연관성

이 높은 태그를 해당 이미지의 대표 태그로 판단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Top 3의 결과를 얻는다. 이때 하나

의 이미지의 태그 목록을 하나의 태그 그룹으로 할 

경우, 우리는 Top 3 이미지에 대한 3개의 태그 그룹

을 이용하여 대표 키워드 추출을 수행한다. 첫 번째 

단계는 태그 그룹의 선정으로 Top 3의 정확도를 바

탕으로 기준값에 따라 각 그룹의 태그 목록을 하나의 

태그 목록으로 통합한다. Fig. 1은 키워드 추출을 위

한 태그 그룹을 선정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각 그룹의 정확도를  ,  , 로 하고 기준값을 ,

, , 로 한다. 이고, 으로 한다. Fig.

1에서 각 조건비교를 만족할 경우 그룹1, 또는 그룹1

과2, 또는 그룹 1,2,3을 사용하여 하나의 태그 그룹으

로 선정한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  ,

 ,  을 사용하였다. 이 기준은 Top 3를 선정

하는 방법에서 Top 4에서 검색 결과 정확도를 나타

내는 비교표에서 68.8%∼91.7%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값을 참고하여 의 각 값을 임의 선정하였다. Top

3의 그룹의 정확도 합이 0.7보다 작을 때 이미지를 

다시 선정하도록 하며, Top 1이 0.6보다 클 때 그룹 

1을 선정하고, 이후 0.2의 차이를 두어 그룹 2, 3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즉 선정된 이미지의 그룹을 하나

의 태그 목록으로 통합할 경우 검색하는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한 태그로서 최소 60%대의 정확도를 보

여 줄 수 있을 때 대표 키워드 추출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반복되는 이미지 선정에서 정확도 합이 70%

를 못 넘을 때는 새로운 이미지가 요구되어야 한다.

3.2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사전적 의미의 주제어 추출

어떤 낱말이 지닌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

를 사전적 의미라고 한다. 3.1에서 선정된 태그 목록

Fig. 1. Tag group se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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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 사용자가 붙이는 의미로서 사전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객관적인 단어의 평가를 위해서 각 태그가 지니는 

주제어를 추출하는 것이 다음 단계이다. 위키피디아

는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의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점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다

양한 방면의 지식이 참여하여 끊임없이 갱신되므로 

대표적인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다양한 사용자가 많

이 사용하는 단어가 포함된다는 특징에서 태그 목록

을 대표하는 사전적 의미의 주제어를 추출하는 데 

있어 적합한 참조 문서가 된다.

태그 목록의 단어를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할 경우 

연관된 문서를 검색해 준다. 이때 하나 이상의 문서

가 검색되지만 검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태그 자체가 사전적 의미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라

고 판단하여 이 단어를 목록에서 제외한다. 검색된 

문서의 제목은 태그를 대표하는 주제어로 사용한다.

Fig. 2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태그의 주제어를 추

출한 결과이다. Fig. 2의 (a)의 이미지를 통해 얻어지

는 태그는 (b)와 같다. 각각의 태그로 위키피디아에

서 문서를 검색하면 (c)와 같은 사전적 의미가 있는 

주제어를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얻는 (c)의 결과는 

태그 목록을 대표하는 사전적 의미의 단어 그룹으로 

표준화된 태그로 정의된다.

3.3 태그 간 상하연결 관계 카테고리 추출

위키피디아 문서를 통해 얻어낸 표준화된 태그 목

록의 단어들의 상위어, 하위어의 관계 네트워크를 추

출하여 단어 간에 연결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카테

고리 추출 방법으로 워드넷을 이용한다. 워드넷은 서

로 다른 문법적 법칙에 따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들을 구분한다. 워드넷은 모든 단어의 동의어 집합 

또는 연어 관계를 포함하여 ‘신셋(synset; 동의어 집

합)’을 구성한다. 대부분의 신셋은 다른 동의어의 집

합과 몇 개의 의미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들은 단어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명사의 경우 

상위어(hypernym), 하위어(hyponym), 등위어(coo-

rdinate term), 전체어(holonym), 부분어(meronym)

에 대한 의미적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를 

기반으로 하는 사전적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므로 워

드넷의 명사적 의미적 관계를 통해 단어의 상하연결 

관계 카테고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표현한다. Fig.

3은 워드넷의 상위어, 하위어 연결 관계를 하나의 카

테고리 네트워크로 표현한 것이다. Fig. 3의 (a)에서 

태그 1∼4까지의 상하연결 관계 카테고리는 모두 최

상위는 엔트리이다. 따라서 각 태그의 카테고리는 

Fig. 3의 (b)와 같이 엔트리를 중심으로 하나의 카테

고리 네트워크로 통합 연결할 수 있다.

3.4 단어 간 연관 관계 평가 및 질의어 추천

위키피디아 문서를 통해 얻어낸 표준화된 태그 목

록의 단어들을 Fig. 3과 같은 카테고리 네트워크로 

표현한 후 각 태그에 대한 연관 관계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연관 관계의 평가는 태그와 연관된 상위어

의 연결 빈도를 가중치로 부여하는 일반적 빈도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Fig. 2의 (b)에서 카테고리 네트워

크에서 상위어 c2는 태그 2와 3에서 중복되며, 상위

어 d2는 태그 1과 2, 3에서 중복된다. 상위어의 발생 

빈도의 가중치를 부여하면 Tag 2, Tag 3이 추천 질

의어 대상이 된다. Tag 2, Tag 3는 상위어 c2에서 

통합된다. Tag 2와 Tag 3의 최종 R(Recommenda-

tion)은 수식(1)과 같다. 식에서 , 는 본 연구에서는 

1로 정하였다.

      

    (1)

Fig. 2. Tag extraction of dictionary meaning of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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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현 및 평가

4.1 시스템의 구현

본 연구의 평가를 위한 Keyword Finder를 구현하

였다. Keyword Finder의 프로세스 아키텍처는 Fig.

4와 같으며, 앞에서 설명한 연구 내용의 순차적 처리

과정을 보여준다. 실시간 태그 분석은 입력된 태그 

그룹에서 필요한 태그를 추출 및 위키피디아를 이용

한 사전적 의미의 주제어 추출 과정이 된다. 카테고

리 생성은 사전적 의미의 주제어를 지닌 태그 간 상

하연결 관계 카테고리 추출이다. 이렇게 추출된 카테

고리는 하나의 통합된 카테고리 네트워크로 형성되

고 카테고리 관계 정의 프로세스에서 태그의 추천율

을 평가하여 사용자에게 대표 질의어로 제시한다. 사

용자에 의해 질의어로 사용된 태그는 이후 추천율을 

평가하는데 반영된다. Fig. 5는 Keyword Finder를 

이용한 모바일 비주얼 검색 서비스의 구현 화면이다.

Fig. 6는 Keyword Finder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

Fig. 3. category network of tag.

Fig. 4. Process architecture of Keyword Finder.



Fig. 5. Mobile Visual Search Service.

(a)

(b)

(c) (d)

Fig. 6. The process sample of Keyword Finder. (a)Input Data, (b) “Cougar” Result, (c) “Panther” Result, (d) “Painter” 

Result. 

Fig. 7. Experimental image set. scissors, cup, clock, mouse, keyboard from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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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태그 그룹으로 Fig. 6의 (a)와 같은 “Cougar”,

“Puma”, “Catamount”, “mountain lion”, “Painter”,

“Panther”, “Felis concolor”가 입력 데이터이고, 각 

태그의 처리 결과 사전적 의미의 태그로 “Cougar”,

“Panther”, “Painter”제시 되었고, (b), (c), (d)의 카테

고리를 추출하였다. 최종 추천은 Fig. 6의 (b) “Cou-

gar”의 결과가 선정되었으며, 대표 질의어는 Cougar

가 된다.

4.2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 성능 평가로 출력 결과의 정확성은 

Table 1. Experimental systems

Specifications

CPU Intel(R) Core(TM) i7-6700 CPU @ 3.40 GHz

RAM 64GB

SSD 250GB

HDD 4TB

Video NVIDIA GeForce GTX 1080

OS Ubuntu 16.04.1 LTS(4.4.0-31-generic)

Etc.

CUDA 8.0.61

cuDNN 5.1

JDK 1.8.0_131

Python 2.7.12

Table 2. The performance for of Keyword Finder

　 File Name Category Keyword
Image
Size(MB)

Process
Time

Start Time End Time category network

1

/VSKMP/
AITF/ima
ge/scissor
s, pair of
scissors.jp
g

[scissors,
pair_of_sci
ssors]

scissors 1.9
2.7171sec
[1.4301sec
(s/mb)]

2017-05-14
23:40:08.50
918498

2017-05-14
23:40:11.22
6328427

{[["scissors","pair_of_scissors"],["edge_t
ool"],["cutter","cutlery","cutting_tool"],["
cutting_implement"],["tool"],["implement
"],["instrumentality","instrumentation"],[
"artifact","artefact"],["whole","unit"],["ob
ject","physical_object"],["physical_entity
"],["entity"]]},{[["scissors","pair_of_sciss
ors"],["compound_lever"],["lever"],["bar"
],["implement"],["instrumentality","instr
umentation"],["artifact","artefact"],["who
le","unit"],["object","physical_object"],["p
hysical_entity"],["entity"]]}

2
/VSKMP/
AITF/ima
ge/cup.jpg

[cup] Cup 1.69
2.8173sec
[1.6670sec
(s/mb)]

2017-05-14
23:40:08.50
9031362

2017-05-14
23:40:11.32
6379615

{[["cup"],["crockery","dishware"],["table
ware"],["ware"],["article"],["artifact","art
efact"],["whole","unit"],["object","physic
al_object"],["physical_entity"],["entity"]]
},{[["cup"],["container"],["instrumentality
","instrumentation"],["artifact","artefact"
],["whole","unit"],["object","physical_obj
ect"],["physical_entity"],["entity"]]}

3

/VSKMP/
AITF/ima
ge/clock.jp
g

[clock] Clock 2.25
2.9177sec
[1.2968sec
(s/mb)]

2017-05-14
23:40:08.50
8949862

2017-05-14
23:40:11.42
6641424

{[["clock"],["timepiece","timekeeper","hor
ologe"],["measuring_instrument","measu
ring_system","measuring_device"],["inst
rument"],["device"],["instrumentality","i
nstrumentation"],["artifact","artefact"],["
whole","unit"],["object","physical_object"]
,["physical_entity"],["entity"]]}

4

/VSKMP/
AITF/ima
ge/mouse,
computer
mouse.jpg

[mouse] Mouse 3.89
3.1163sec
[0.8011sec
(s/mb)]

2017-05-14
23:40:08.50
9155117

2017-05-14
23:40:11.62
5420362

{[["mouse"],["rodent","gnawer"],["placen
tal","placental_mammal","eutherian","eut
herian_mammal"],["mammal","mammali
an"],["vertebrate","craniate"],["chordate"
],["animal","animate_being","beast","brut
e","creature","fauna"],["organism","being
"],["living_thing","animate_thing"],["whol
e","unit"],["object","physical_object"],["phy
sical_entity"],["entity"]]}

5

/VSKMP/
AITF/ima
ge/comput
er
keyboard,
keypad.jpg

[computer_
keyboard,
keypad]

Compute
r
keyboar
d

4.77
3.3231sec
[0.6967sec
(s/mb)]

2017-05-14
23:40:08.50
8980097

2017-05-14
23:40:12.83
2053258

{[["computer_keyboard","keypad"],["key
board"],["device"],["instrumentality","ins
trumentation"],["artifact","artefact"],["w
hole","unit"],["object","physical_object"],
["physical_entity"],["entity"]]},{[["compu
ter_keyboard","keypad"],["data_input_de
vice","input_device"],["peripheral","comp
uter_peripheral","peripheral_device"],["el
ectronic_equipment"],["equipment"],["ins
trumentality","instrumentation"],["artifac
t","artefact"],["whole","unit"],["object","p
hysical_object"],["physical_entity"],["enti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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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지 않으며, 시스템의 처리 속도의 성능 평가만 

수행한다. 본 연구의 개발 목적은 이미지를 사용한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는 Fig. 5와 같은 모바일 비주

얼 검색 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처리 속도가 중요한 

성능 평가 요소가 된다. 또한 객관적인 태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실험 데이터로 사용되었으므

로 모든 태그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태그이다. 따

라서 추천되는 키워드 또한 태그의 일부로 항상 대표

성을 갖고 있으므로 실험 결과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처리 속도 평가를 위한 시스템은 Table 1과 같다.

Intel 기반 PC에서 Ubuntu 16.04.1 OS를 이용하였고,

프로그램은 자바 기반으로 구현 되었다. 실험을 위한 

이미지는 Fig. 7과 같다. 각 이미지에 대한 크기는 

Table 2의 이미지 사이즈(Image Size) 항목에 표기

되어 있다. Table 2는 이미지를 분석하여 질의어로 

사용될 대표 카테고리 및 키워드를 추출하는데 소요

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 결과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증가하지만 이미지의 

크기에 비례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인식분야에서 뛰어난 성능

을 보여 각광을 받고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

반의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

하여 생성된 분류 라벨들로부터 검색어로 사용될 대

표 질의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선행 

조건으로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질의 이미지의 

CNN 이미지 인식 및 분류’에 의해 각 이미지에 부여

된 태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여, Top 3 이미지에 

해당하는 세 개의 태그 그룹을 입력받는다. 이렇게 

입력된 태그 그룹에서 평가를 위한 태그 그룹을 선정

하고, 위키피디아를 이용한 사전적 의미의 주제어 추

출을 수행한다. 태그의 사전적 의미의 주제어는 워드

넷을 이용하여 태그 간 상하연결 관계를 설명하는 

카테고리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카테고리

는 하나의 통합된 카테고리 네트워크로 구축되고 위

에서 제안한 연관 관계 평가 및 질의어 추천 알고리

즘에 따라 태그의 추천율을 평가하여 사용자에게 대

표 질의어로 제시된다.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바탕

으로 Keyword Finder를 구현하여 모바일 비주얼 검

색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모바일 비주얼 

검색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일부분으로서 본 연구에서

는 시스템의 응답시간을 줄이는데 노력을 집중하였

다. 때문에 시스템 성능 평가에서 사전적 의미의 단

어 추출 및 질의어 추천율에 대한 평가는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설

계하여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한 

사전적 의미의 단어 추출 및 질의어 추천에 대한 성

능평가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전적 의

미의 단어 추출 방법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질의

어 추천을 위한 태그 간 상하 관계뿐만 아니라 의미

관계에 대한 평가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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