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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웹 이미지 검색 시스템들은 웹 페이지에 포함된 텍스트들의 출현빈도, 태그유형 등을 고려해 각 키워
드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를 이용해 이미지의 캡션을 결정한다. 하지만 텍스트 정보만으로 캡션을 결정할
경우, 키워드와 이미지 사이의 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부적절한 캡션의 배제가 어렵고, 사람의 인지와 맞지
않는 캡션이 추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웹 이미지 마이닝 방법을 통해 웹 페이지로부터
캡션 후보 키워드를 추출하고, 자동 이미지 주석 방법을 통해 이미지의 개념 부류 키워드를 결정한 후, 두 종류
의 키워드를 결합하여 캡션을 선택한다. 가능한 결합 방법으로는 키워드 병합 방법, 공통 키워드 추출 방법, 개
념 부류 필터링 방법, 캡션 후보 필터링 방법 등이 있다. 실험에 의하면 키워드 병합 방법은 높은 재현율을 가
져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주석이 가능하고 공통 키워드 추출 방법과 개념 부류 키워드 필터링 방법은 정확률이
높아 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가능하다. 특히, 캡션 후보 키워드 필터링 방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우수
한 재현율과 정확률을 가지므로 기존의 방법에 비해 적은 개수의 캡션으로도 이미지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
으며 일반적인 웹 이미지 검색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1. 서

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WWW을 이용하
게 되고 그에 따라 웹은 막대한 량의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아카이브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정보 집합체인 WWW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 데이
터를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WWW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아주는 정보 검색
에 대한 연구가 널리 진행되어 오고 있다. 검색 속도와 Semantic
Gap[11]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의 웹 이미지 검색은 웹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주변의 텍스트 정보를 이미지와 연결된 개
념 정보로 간주하여 검색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확한 개념의 추출
은 검색의 속도와 정확도의 향상을 의미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
지 연구된 웹 이미지 마이닝에 관련된 연구들[6,7,8,9,10]이 웹
페이지의 텍스트 정보에 대해서 출현빈도수와 태그 위치만을 고
려하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가 이미지에 포함된 개념과 높은 연관
성을 갖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연관성이 낮은 캡션을 제거하지
못하여 추출되는 캡션의 개수가 많고 이미지에 포함된 개념과의
관련성은 낮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지에 포함된 개념을 결정하는 또 다른 접근방법으로는 자
동 이미지 주석 방법[1,2,3,4]이 있다. 이 방법에서는 미리 정해
진 개념 부류에 속하는 이미지들로부터 시각적 특징 벡터를 추출
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미지의 저급 수준 정보와 고급
수준 정보 사이의 연관성을 학습하며 이를 이용해 주어진 이미지
가 표현하고 있는 개념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미지의 시각적 특
징만으로 이미지가 표현하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어
렵고 미리 이미지의 개념 부류를 정해야 한다는 점과 결정된 개념
이 미리 정해놓은 이미지의 개념 부류에 의해 제한된다는 문제점

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웹 이미지 마이닝 방법에 자동 이미지 주
석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적은 개수의 캡션을 사용하면서 높은 정
확도를 가지는 캡션 추출 방법을 제안하며 실험을 통해 성능을 분
석하고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학습 단계에서 웹 페이지에
존재하는 이미지와 그 주변 텍스트를 사람이 직접 보고 캡션을 결
정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축한 후, 자동 이미지 주석 방법을 이용
해 웹 이미지의 개념 부류와 시각적 특징 사이의 관련성을 모델링
한다. 그 후, 웹 이미지 마이닝 방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웹 이미지
의 캡션 후보 키워드를 얻고 자동 이미지 주석 방법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개념 부류 키워드를 얻어, 두 결과를 조합하여 최종 캡
션으로 선택한다. 개념 부류 키워드와 캡션 후보 키워드를 결합하
기 위해서 키워드 병합, 공통 키워드 추출, 개념부류 키워드 필터
링, 캡션후보 키워드 필터링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실험에 의하
면 제안한 방법들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최대 3배 정도 높은 정확
도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2. 기존의 연구
2.1 웹 이미지 검색을 위한 캡션 추출에 대한 기존의 연구
웹 페이지 상에서 이미지는 주변에 자신의 내용과 관련된 텍스
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웹 페이지에 포함된 이미지와 텍스
트들은 동일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미지에 표현된 개념
과 관련이 높은 키워드들은 그렇지 않은 키워드들에 비해 자주 나
타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웹 이미지 검색 시스템들은 이미지의
URL, 웹 페이지의 타이틀 및 이미지의 주변 텍스트 등을 그대로
키워드 캡션으로 사용하거나 이들에 대해 태그 위치 또는 출현 빈
도수(TF)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사용한다. ImageRover[6]는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웹 페이지의 HTML 태그로부터 키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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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는데 각 단어들이 위치한 HTML 태그에 따라 서로 다른 가
개념 부류 키워드를 캡션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때, 개념 부
중치를 적용한다. 즉, ALT 텍스트, 페이지 타이틀, 헤딩 및 볼드,
류 키워드 결정이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키워드 사이의 유사도뿐
2006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Vol.
33, 텍스트
No. 1(C)
이탤릭 태그 등과 같이 이미지나
웹 페이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만논문집
아니라 웹
페이지의
정보로부터 얻어진 캡션 후보 키워
표현하고 있거나 시각적으로 강조된 텍스트와 이미지로부터 가까
드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최종 캡션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개념 부
운 곳에 위치한 단어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류 키워드와 캡션 후보 키워드와의 의미적 유사도 워드넷[5]을
WebSeek[7], WebSeer[8], AMORE[9], MARIE[10]도 Image
이용하여 계산되며, 워드넷 단어 그래프 상에서 두 키워드가 위치
Rover와 거의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이미지 캡션을 추출한다.
하는 노드들 사이의 최단 경로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2006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선택될
논문집
Vol.
33, 계산은
No. 1(D)
캡션의
중요도
아래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다.
2.2 자동 이미지 주석 방법
WTotal = α ⋅ WSimilarity + (1 − α ) ⋅ WCCKeyword , 0 ≤ α ≤ 1
<식 1>
자동 이미지 주석 방법은 이미지에 포함된 의미를 나타내는 개
여기서 WSimilarity는 워드넷에 기반한 두 키워드 사이의 의미적
념을 미리 정의하고 주어진 이미지에 이들로 주석을 다는 방법이
유사도에 의한 가중치를 말하며 WCCKeyword는 기존의 웹 이미지 마
다. 최근의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서브 영역으로의 이미지 분할,
이닝 방법에 의해 계산된 캡션 후보 키워드의 가중치를 의미하고
각 서브 영역의 내용 정보 표현, 그리고 내용 정보와 개념 정보간
α 는 캡션의 중요도에서 키워드 사이의 의미적 유사도가 차지하
의 연결의 공통된 3가지 단계를 통해 이미지의 주석을 결정한다
는 비율을 뜻한다. 이 방법은 개념 부류 키워드와 캡션 후보 키워
[1]. 마지막 과정에서는 HMM[2], Co-Occurrence 모델[3],
드 사이의 의미적 유사도를 측정하여 최종 캡션 선택에 반영하기
SVM[4]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통계적 학습 모델들이 사용되며
때문에 동일한 개념이 서로 다른 키워드로 기술된 경우에도 정확
이런 모델을 통해 이미지 영역과 개념 사이의 관련성 확률을 유도
한 캡션 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시각적 특징
한다.
에 의한 이미지의 개념 부류 결정이 정확하지 못할 수 있으며, 미
3. 텍스트와 시각 특징을 이용한 캡션 추출 방법
본 논문에서는 캡션 추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이 기존의 HTML을 분석하여 캡션을 추출하는 방법[6]
과 자동 이미지 자동 주석 방법[1]을 함께 사용하여 이미지에
대한 캡션을 선택한다.

<그림 1> 제안하는 이미지 캡션 추출 방법의 개관
즉,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키워드의 출현 빈도수에 의한
캡션 결정의 부정확성과 시각적 특징에 의한 개념 부류 결정의 부
정확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두 종류의 키워드들을 적절히 평가하
고 결합하여 최종 캡션을 선별한다. 이 때 가능한 방법은 키워드
병합, 공통 키워드 추출, 개념 부류 키워드 필터링, 그리고 캡션
후보 키워드 필터링의 4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z 키워드 병합을 통한 캡션 선택 (방법1)
HTML을 분석하여 얻은 캡션 후보 키워드 집합과 이미지 자동
주석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개념 부류 키워드 집합을 모두 캡션으
로 선택한다. 이미지에 대한 가장 제세한 캡션 주석이 가능하지만
이미지와 관련성이 낮은 키워드들을 걸러 내지 못하므로 캡션의
정확도가 낮아지게 되고 키워드들의 중요도를 평가하지 못하므로
추출되는 캡션의 개수를 조절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z 공통 키워드 추출을 통한 캡션 선택(방법2)
캡션 후보 키워드 집합과 개념 부류 키워드 집합에 모두 포
함되어 있는 키워드를 최종 캡션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매우
높은 정확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공통된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는 키워드가 선택되지 않을 확률
역시 높아지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z 개념 부류 키워드 필터링을 통한 캡션 선택(방법3)
개념 부류 키워드와 캡션 후보 키워드 사이의 의미적 유사도를
측정하고 유사도에 따라 중요도를 부여한 후, 높은 중요도를 가진

리 정해놓은 개념 부류에 의해 이미지의 캡션이 제한되기 때문에
웹 페이지상의 텍스트가 캡션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
점을 갖게 된다.
z 캡션 후보 키워드 필터링을 통한 캡션 선택(방법4)
이 방법에서는 캡션 후보 키워드와 개념 부류 키워드 사이의 의
미적 유사도를 측정하고 유사도에 따라 중요도를 부여한 후, 높은
중요도를 가진 캡션 후보 키워드를 캡션으로 선택하게 된다. 방법 3
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념 부류 키워드 결정이 부정확할 수 있으므
로 키워드 사이의 유사도뿐만 아니라 웹 페이지의 텍스트 정보로부
터 얻어진 캡션 후보 키워드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최종 캡션의 중
요도를 결정한다. 캡션 후보 키워드와 개념 부류 키워드 사이의 의
미적 유사도는 워드넷 단어 그래프 상에서 두 키워드가 위치하는
노드들 사이의 최단 경로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선택
될 캡션의 중요도 계산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다.
WTotal = α ⋅ WSimilarity + (1 − α ) ⋅ WCCKeyword , 0 ≤ α ≤ 1 <식 2>
이 방법을 사용하면 최종 캡션을 웹 페이지에 포함된 캡션 후보
키워드들로부터 결정하므로 미리 정한 개념 부류에 의해 캡션이 제
한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으며, 이미지의 시각적 특징으로부터
어떤 키워드가 이미지의 개념과 관련성이 높은 지에 대한 판단 기
준을 얻을 수 있으므로 관련성이 낮은 캡션의 필터링이 가능하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방법에 의한 캡션 추출 결과를 평가하고
기존의 방법과 비교를 위해서 사람에 의해 선택된 웹 이미지의 캡
션과 제안한 방법 및 기존의 방법에 의해 선택된 캡션을 비교한다.
이에 더하여 제안한 방법이 다양한 개념 부류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WWW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스템에 학습되
어 있지 않은 개념 부류에 대한 캡션 추출 성능을 분석한다. 실험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총 50개의 다양한 개념부류에 대해 WWW에
서 수집한 580개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한다. 수집된 이미지를 <표
1>과 같은 비율로 학습 이미지와 실험 이미지로 구성하였다.
<표 1> 실험 데이터의 구성
학습 이미지
실험 이미지

총 이미지 수 총 캡션 수 평균이미지 수 평균 캡션 수
500개(86%)
1874개
10개/부류
3.7개/이미지
80개(14%)
349개
1.6개/부류
4.3개/이미지

먼저, 제안한 방법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α 의 값을
0.5로 설정한 상태에서 성능을 비교해보았다. <그림 2>은 각 방법
을 사용하였을 때의 재현율과 정확률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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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캡션 추출 방법의 재현률 비교 (α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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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캡션 추출 방법의 정확률 비교 (α =0.5)

<그림 2> 캡션 추출 방법의 재현율과 정확률 비교
위의 표와 그래프로부터 방법1과 방법4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 비
교적 높은 재현율을 갖지만 정확률은 방법 2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방법1은 재현율과 정확률이
기존의 방법과 큰 차이가 없으며 방법2와 3은 높은 정확률을 가지
지만 추출되는 캡션의 개수가 적어 일반적인 웹 이미지 검색 시스
템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방법4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재현
율과 정확률모두 높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웹 이미지 검색 시스템
에 방법 4를 적용하는 것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일
것이다. 기존의 방법에 대한 성능 향상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
미지 당 적절한 개수의 캡션을 추출하였을 때의 정확도를 비교해
본 결과는 <그림3>-(a)와 같다. 적절한 개수의 캡션은 사람에 의해
이미지의 캡션을 결정할 경우에 각 이미지에 할당된 평균 캡션의
개수인 3.7개를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각 방법에 의해 4개의 캡션을
추출했을 때 정확한 캡션이 포함된 비율을 비교하였다. 공통 키워
드 추출 방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정확도가 약 3배가량 향상됨을
알 수 있고, 일반적인 웹 이미지 검색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캡션 후보 필터링 방법 역시 기존의 방법에 비해 정확도가
약 1.45배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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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학습되지 않은 개념을 포함하는 이미지에 대한 실험 결과

<그림 3> 캡션 추출 결과의 정확도 비교
시스템에 학습되지 않은 개념을 포함하는 이미지에 대하여 실험
을 하면 <그림 3>-(b)에서 보이는 것처럼 학습된 개념만을 포함할

컴퓨터 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 장치 등의 발달로 이미지와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WWW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서비스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WWW
에 존재하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검색과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웹 이미지의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서는 웹 이미지가
표현하는 개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캡션을 선택하여 이미지의 주
석으로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웹 페이지 상의 텍스트 정보
만을 이용해서 캡션을 결정할 때 선택되는 캡션의 정확도가 낮아지
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웹 이미지 마이닝 방법에 자
동 이미지 주석 방법을 결합하여 최종 캡션을 선택하는 알고리즘
으로서 '키워드 병합‘, '공통 키워드 추출’, '개념 부류 키워드 필
터링', 그리고 '캡션 후보 키워드 필터링' 을 제안하고 웹 이미지
캡션 추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웹
이미지 검색 시스템에 캡션 후보 필터링 방법을 적용할 경우 기존
의 방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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