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일반적으로 영상 내에 있는 물체는 평평한 부분과

물체의 가장자리 부위 로 나뉘어지며 물체를(Edge) ,

인식 할 때 외각 선은 중요한 정보가 된다 또한 영.

상 검색에서도 영상을 의미 있는 영역으로 나눌 때

사용되는 정보가 외각선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각선.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영상의 변화량을 검사하여 영

상내의 변화가 심한 영역은 세밀하게 샘플링하고,

영상내 변화가 적은 영역은 블록의 대표값만을 취하

여 데이터 량을 감소시킨다 이때 에지 트리. (Edge

를 이용하여 외각선과 색상의 위치 정보를 유Tree)

한다.

2. 모델(Model)

2.1. 시스템 블록 보델

본 논문에서는 정규화모듈 에지 트리, (Edge Tree)

생성 모듈 에지 트리 검사모듈 에지, (Edge Tree) ,

트리 를 비교하는 모듈의 가지로 나누(Edge Tree) 4

어진다 이때 각 모듈간의 상관도는 그림 과 같다. 1 .

2.2. 색상 모델

본 논문에서는 차원 공간상에 색값을 매3 R, B, G

칭 시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 색상을 비교한

다 이때 각각의 의 값에 민감한 반응을 보. R, G, B

이게 하기 위해 식 을 이용한다1 .

MakeColorDistance(R,G,B)

rp=(R*0.299)2

gp=(G*0.587)2

bp=(B*0.144)2

dr=rp1-rp2
dg=rg1-rg2
db=rb1-rb2

distance= dr2+dg2+db2

식--- 1

3. 모듈(Module)

3.1. 정규화(Normalization)

에지 트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가

로 세로 로 만든다, 512 .

3.2. 에지 트리 생성 모듈(Edge Tree)

에지 트리 는 그림 에서 보이는 바와(Edge Tree) 2

같이 블록을 개의 서버블록으로 나누어 구성하며4 ,

다해상도 이미지 분할을 이용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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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내용 기반 영상 검색 방법 중 외각선 영역의 색상 분포에 의한 영상 검색 을 제안

한다 영상의 변화가 큰 곳은 해상도를 높게 낮은 곳은 해상도를 낮게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비교할. ,

데이터의 양을 줄이고 외각선 영역의 색상을 검출하는데 사용한다 이때 에지 트리 를 이, . (Edge Tree)

용하여 에지 의 위치 정보와 색상 정보를 유지하며 검색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Edge) , .

사용해서 원하는 영상을 찾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브블록은 다시 개의 서브 블록으로 나누어지며4 ,

서브블록은 을 갖게 된다 각 은4~512 Level . Level

현재 블록의 가로 세로 사이즈와 동일하다 서브블, .

록으로 나누어지는 조건은 의 외각선 블록 검사3.3

를 통해 알 수 있다 외각선일 경우 좀더 자세한 정.

보를 얻기 위해 개의 서브블록으로 나누게 된다4 .

그림 은 그림 를 에지 트리로 이미지를 재구성한3 2

예이다.

Image

   에지 트 리 생성 모듈    에지 블에 검 사 모듈

정규 화
512 * 512

 에지 트 리

그림 1 모듈 구성도

Root : Total Edge Block Count

Level 1 : 3사분 사에
  Edge Block Count있 는

Level 1 : 2사분 사에
  Edge Block Count있 는

Level 2 : 2사분사중
 4   Edge Block Count사분사에있 는

그림 2 에지 트리 구성도(Edge Tree)

그림 3 원본 그림 4 에지 이미지

3.3. 외각선 블록 검사(Check Edge Block)

본 논문에서는 블록에 외각선이 있는지의 여부는

블록의 평균 색상과의 색상의 차를 검사하여 최대

색상차값에 대한 비율로 검사하게 된다 이때 색상.

의 차는 식 을 이용하여 계산하게 된고 최대 생상1 ,

차값은 식 와 같다2 .

MaxDistance=( (255*.299)2)
2

+

((255*.587)2)
2

+

((255*.144)2)
2

식-- 2

식 과 식 를 이용하여 설정값 이상 벗어난 점의1 2

수를 검사하여 블록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1%

상이사 에지를 포함한 블록으로 간주한다.

이때 색상의 임계값은 최대 식 에 나온 색상차의, 2

가 된다10% .

3.4. 에지 트리 의 비교(Edge Tree)

입력된 이미지의 에지 트리 를(Edge Tree) EdgeIn,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에지 트리를 라고EdgeDB

할 때 에지를 이용한 비교 방법 색상을 이용한 비, ,

교 방법 색상과 에지를 이용한 비교 방법의 가지, 3

로 나눌 수 있다.

3.4.1. 에지 트리의 구조

에지트리는 그림 과 같이 진 트리고 구성되어지2 4

며 에지 트리의 한 블록이 가지고있는 정보는 표 1

과 같다.

3.4.2. 에지를 이용한 비교 방법

에지를 비교하는 방법은 그림 의 사분사에서 보4 2

이는 바와 같이 같은 레벨 깊이를 갖고 더 이상 하

위 블록이 없으사 이고 그림 에서 에지의0 , 5 EdgeIn



사분사과 에지의 사분사에서 처럼 다른1 EdgeDB 1

레벨을 갖고 다른 한쪽은 더 이상 하위 블록이 없을

때 하위 블록의 에지 수를 누적하여 누적된 에지의,

수가 적은 이미지가 외각선이 가장 비슷한 이미지가

된다.

                                               DB입 력

그림 5 에지 비교

3.4.3. 색상을 이용한 비교 방법

색상을 비교하는 방법은 에지를 이용한 방법과 같

고 다른 점은 에지의 개수를 누적하는 것이 아니라,

식 을 이용해 블록의 색상차 누적을 구하여 값이1

작은 이미지를 유사이미지로 가정한다.

3.4.4. 에지와 색상을 이용한 비교 방법

위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한 방법으로 식 로 구한1

색상차를 식 의 값으로 나누어 색상 비율 값을 계산2

하고 서브 에지 블록의 수를 최대 서브 에지 블록,

수로 나누어서 비율을 구한 뒤 두 개의 비율을 합,

하여 누적한다.

4. 성능 평가

총 개의 이미지를 로 정규화한 이미지를142 512*512

가지고 실험하였다 예제로 그림 를 선택하여 에지. 2 ,

색상 에지와 색상을 이용한 비교를 하여 유사도가,

높은 이미지 장과 유사도가 가장 낮은 이미지 장3 3

을 나열하였다.

4.1. 에지 비교

그림 6 유사도가 높은 목록

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는 유사도가 가장 높은 개 이미지이다7, 8, 9 3 .

그림 10 유사도가 낮은 목록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은 유사도가 가장 낮은 개의 이미지11, 12, 13 3

이다.

자료형 이름 설명

int m_iEdgeBlockCount
하위 블록이 가지고 있는

에지블록의 수

BYTE m_Red 현재 블록의 평균 값Red

BYTE m_Green 현재 블록의 평균 값Green

BYTE m_Blue 현재 블록의 평균 값Blue

EdgeBlock *m_pChild[4] 하위 블록

EdgeBlock *m_pParent 상위 블록

표 1 에지 블록의 데이터 구성



4.2. 색상 비교

그림 14 유사도가 높은 목록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

그림 은 유사도가 가장 높은 개의 이미지15, 16, 17 3

이다.

그림 18 유사도가 낮은 목록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

그림 은 유사도가 낮은 개의 이미지이다19, 20, 21 3 .

4.3. 에지와 색상을 이용한 비교

그림 22 유사도가 높은 목록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그림 는 유사도가 높은 개의 이미지이다23, 24, 25 3 .

그림 26 유사도가 낮은 목록

그림 27 그림 28 그림 29

그림 는 유사도가 낮은 그림 개이다27, 28, 29 3 .

5. 결론

본 논문은 영상에서 에지와 색상의 위치 정보를 손

실하지 않고 영상의 유사도를 검사해 이미지를 검색

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에지와 색상의 위치 정.

보를 손실하지 않기 위해 에지 트리를 이용했으며,



좋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웃한 같은. ,

색의 블록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분사에 존재하게되

사 서로 다르게 처리되는 문제가 아직 존재한다 차.

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블록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병

합시키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할 계획이며 좀더 많,

은 실험을 통해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

수 값을 찾을 계획이다.

6. 에지 트리생성한 결과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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