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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메라 부착 휴대폰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간
편하게 촬영하여 휴대폰의 통신 기능을 사용해 주고 받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
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들이 있으며, 이 중 하나로 모바일 카메라 폰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질의어로 이
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검색을 행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 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질의 이미지와 검색 대상 이미지의 시각적 특징(Visual Feature)를 추출하여 검
색에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한 기존의 검색 시스템들은 주로 검색 영
역(Domain) 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특징과 텍스트적 특징 또는 의미론적 지식을 활용한다. 즉 특정 영
역에 한정(Domain Specific)한 검색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특징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검색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이미지 처리 기법이나 의미론적
정보를 적용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들은 불편한 인터페이스와 카테고리에
따라 급격한 성능 차이를 보이는 점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들보다 더욱 발전한 형태의 시스템의 제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카메라 폰 상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한 인터넷 쇼핑몰 상품 검색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본 시스템은 모바일 카메라 폰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활용한 검색으로서의 쉬운 인터
페이스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단계 매칭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기존
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향상된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품 정보 검색 시스템은 웹 브라우저 상에서 보여지는 상품 정보페이지의 상
품 정보 이미지, 페이지 정보, 이미지 주변 텍스트 정보를 상품 정보 페이지의 HTML 소스 코드 파싱을
통해 추출하여 사용하게 된다. (그림 1)에는 이렇게 추출한 상품 정보 데이터의 예와 이를 이용해 구축
한 상품 정보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단말기에서 생성한 질의 이미지에서 추출한 데이터의 예, 그리고 이
를 이용한 전체 시스템의 검색과정 및 결과 표시의 예가 나타나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a)인터넷 쇼핑몰의 카테고리 별 브랜드 목록에 따라 미리 수집한 로고
이미지를 이용, 로고 사전을 작성하고, 검색 시스템의 (b)상품 정보 마이닝 로봇은 상품 이미지 분석을
위해 피라미드 분할방식의 영상 처리 기법을 통한 객체 추출 후, MPEG-7 기반 시각 표시 기술자[2] 중
Dominant Color, Color Structure, Edge Histogram, 그리고 Contour Based Shape의 특징을 추출한다.
(c)질의 생성 시스템은 모바일 이미지에서 이미지 중심에 있는 물체를 외곽선을 찾아 객체를 추출한 후
MPEG-7기반 시각 표시 기술자[2]들을 사용하여 시각적 특징을 추출한다. 추출한 시각적 특징을 기반으
로 질의 이미지의 카테고리를 파악해 적합한 모델링을 통해 질의 이미지 상의 로고 이미지를 찾는다.
또한 OCR 엔진을 이용, 문자인식을 통해 모델명을 추출하고 검색을 위한 텍스트 정보에 추가한다. 마지
막으로 검색 시스템에서는 군집화에 의한 카테고리 매칭, 로고사전을 사용한 로고 매칭, 시각적 특징에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A)
기반한 내용기반 매칭,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출한 모델명에 기반한 필터링의 4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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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Multi-stage Hybrid)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한다.

(a) 로고 사전 생성

(b) 상품 정보 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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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시스템상의 추출 데이터의 예와 검색 과정

실험에 의하면 개별 매칭 알고리즘에 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단계 혼합 매칭 알고리즘이
정확율에서는 평균적으로 0.05 높아지고 재현율은 로고 매칭과 이미지 매칭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0.09
높아졌으나 카테고리 매칭과 라벨 매칭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0.03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정확율과
재현율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F(조화 평균)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0.0413 높아졌다. 이는 제안하는 알
고리즘이 개별 매칭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한 데이터베이스가 존
재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질의 이미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여 구성
하는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개별 알고리즘의 조합 방식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
다. 이를 위해 질의 이미지 생성 모듈의 개선과 추가 연구를 통한 개별 알고리즘의 개선 및 더 나은 알
고리즘 조합의 발견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단순한 모바일 이미지 응용에
서 인터넷을 활용한 이미지 기반의 손쉬운 검색 시스템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용
자가 설명만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텍스트 기반의 검색 시스템보다 상품의 외양에 근거한 더 나은 의미
있는 검색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본 시스템은 모바일 인터넷 산업분야에서 상업적으
로 의미 있는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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