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348

이미지 딥러닝 기반의 모바일 검색 서비스 구현
송재오O, 조정현*, 권진관*, 이상문*

ㅇ*㈜케이아이씨티 기술융합연구소
*한국교통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e-mail: jos@k-ict.co.krO, jhcho@k-ict.co.kr*, jkk@k-ict.co.kr*, smlee@ut.ac.kr*

Implementation of Mobile Search Services based on 

Image Deep-learning
Jeo SongO, Jung-Hyun Cho*, Jin-Gwan Kwon*, Sang-Moon Lee*

ㅇ*Research Institute, K-ICT Co.,Ltd.
*Dept. of Computer Sci. & Info. Eng., Korea Nat’l Univ. of Transportation

● 요   약 ●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기존의 포털 검색의 키워드 입력 방식과는 달리, 검색하고자 하는 대상을 스마트폰

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촬영 이미지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검색 키워드와 같이 동일한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미지에 해당되는 검색 키워드를 추출 및 매칭하여 검색을 위한 질의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모바일(mobile), 비주얼(visual), 이미지(image), 딥러닝(Deep-learning), 검색(Searching)

I. Introduction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발전은 스마트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

키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AI(artificial intelligence)기술은 인간 중심의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다. 그 결과 사람의 터치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이 사람의 음성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본 과제에

서 제안하는 이미지 딥러닝 기반의 모바일 검색 서비스는 사람의 

시각에 해당하는 영상 데이터 처리의 기초적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Implementation and Experiments

본 논문에서의 핵심 기술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촬영한 사진 

속의 아이템을 인식해서 단어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특정 영역으로 나눈 후 감지할 수 있는 특정 객체에 따라 영역을 

인식하고 이미지 내부의 각 객체를 표현하는 단어가 생성하여 자동으

로 태깅하고 이미지에 적절한 검색용 키워드로 정렬 및 매칭하는 

구조이다.

Fig. 1. 서비스 구조

본 논문에서 구현한 기술은 기존의 포털 검색의 키워드 입력 방식과

는 달리, 검색하고자 하는 대상을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촬영 이미지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검색 

키워드와 같이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미지 자체로 검색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처리된다. 검색 대상 이미지는 딥러닝 기술의 

하나인 회선신경망 기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이미지 

처리 과정을 통해 자동 태깅 된다. 이때 태깅된 시맨틱 텍스트를 

기반으로, 검색을 위한 질의어를 생성한다. 그리하여 기존 모바일 

검색엔진의 검색 창에 해당 검색 대상 이미지와 매칭된 질의어를 

자동으로 입력해주고 검색 결과를 출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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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서비스 구현

태깅 정보는 워드넷을 통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들을 서로 

구분하는데, 이는 이들이 서로 다른 문법적인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모든 '신셋(synset; 동의어 집합)'은 단어의 동의어 집합 또는 연어 

관계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신셋’은 다른 동의어집합과 몇 개의 

의미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들은 단어의 명사의 경우 

상위어(hypernym), 하위어(hyponym), 등위어(coordinate term), 

전체어(holonym), 부분어(meronym)에 대한 의미적 관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명사를 기반으로 하는 사전적 의미의 키워드를 추출하

기 때문에 워드넷의 명사의 의미적 관계를 통해 키워드의 상하의 

관계를 찾아 카테고리 리스트를 만든다.

Fig. 3. 이미지 태깅 기반 검색 키워드 추출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제안한 내용은 모바일 기기에서의 텍스트 입력이 

불편한 유아, 노년 인구와 손의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인, 그리고 

특정 검색 대상에 대한 단어 연상이 어려운 상황 등에서의 정보 

서비스 활용에 효과적으로 모자일 기기 사용자간의 정보접근성 및 

활용성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기존 유사 서비스의 경우 

해외의 기술과 제품이 대부분으로 검색에 대한 방식이 영문으로만 

수행되고 구글 검색엔진에만 의존 하였던 것에 대비하여, 기존의 

영문 검색방식과 함께 국문 검색이 가능해지고 사용자가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국내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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