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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은 색상, 질감, 모양등과 같은 특징 벡터를 추출하여 검색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특히 색상 정보는 이미지를 검색하기 위하여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고 있

다. 따라서 색상 이미지를 검색하기 위해서 평균 RGB, HSI값을 이용하거나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 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보고 느끼는 색상(H), 채도(S), 명도(I) 방식을 이용한 HSI값을 사

용하여 색상 의미를 이용한 지능적 이미지 검색 기법을 제안하고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색상 의미

(Color Semantics)란 사람의 시각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칼라 이미지에 적용하여 감성 형용사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색상 의미를 이용한 지능적 이미지 검색은 색상-기반 질의(color-based 

retrieval)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이나 느낌에 의한 의미-기반 질의(semantic-based 

retrieval)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즉, “시원한 이미지” 혹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검색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 시

킬 수 있다.  

1. 서론1)

  칼라 이미지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검색 관

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다

[1,2,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보고 

느끼는 색상(Hue), 채도(Saturation), 명도(Intensity) 

방식을 이용한 HSI값을 사용하여 색상의 의미를 자

동으로 해석하고, 칼라 이미지 검색에 적용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안한다. 최근에 연구된 대표적인 이미

지 검색 시스템으로는 스케치나 이미지 자체를 입력

받아 그와 유사한 이미지를 출력해 주는 IBM 연구

소의 QBIC 시스템,  Columbia 대학의 Safe, 

VisualSEEK 시스템이 있으며, Stanford 대학의 

SIMPLIcity 시스템이 있고, MIT의 Photobook, 그리

고 U.C.Berkeley의 Chabot, Blobworld와 같은 이미

지 검색 시스템들이 있다[4,5,6,7]. 그러나 기존의 이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R01-2003-000-10133-0)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미지 검색 시스템들은 이미지에 특징 벡터를 추출하

여 검색할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이 연구 되었지만, 

이미지 자체에 포함되어진 색상에 대한 의미나 느낌

을 포함한 이미지 검색 방법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

다. 즉 기존의 이미지 검색 시스템들은 이미지에 대

한 처리와 특징 추출방법들은 많이 연구가 되었지

만, 사용자의 검색에 대한 애매한 표현이나 의미성

에 의한 질의 방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애매

한 질의 방식이란 어떤 특정한 기준 값이나 데이터

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질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시원한 이미지를 검색하라?” 라는 질의문은 칼라 

이미지에 대한 시각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색에 대한 질의 처리 방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의 특징 벡터인 색상 정보

를 이용하여 인간의 시각 특징에 의한 지능적 이미

지 검색 기법을 연구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

에서는 색상 이미지의 특징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색상에 의한 의미성 해석 방법과 칼라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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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제안된 검색 기법을 이

용한 칼라 이미지 검색결과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실험 평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향후 연

구에 대해 기술한다.

2. 칼라 이미지 분석

  하나의 칼라 영상 Ic(x,y)은 식(1)과 같은 RGB 표현

을 가지게 된다.

 )],(),,(),,([),( YXIYXIYXIyxI BGRc =              (1)

 식(1)에서 칼라의 원색들은 적색(red), 녹색(green), 

청색(blue)이며 max],,[0 IBGR ≤≤  의 범위를 가진다. 실

제 이미지를 구성하는 RGB 칼라 값은 고차원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픽셀당 256 칼라 값을 가지는 RGB

의 경우 16,777,216의 고차원 히스토그램이 된다. K

개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두 이미지의 히스토

그램(k+1) x와 y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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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윗 첨자 t는 행렬 전이를 나타내고, 칼라 

유사도 행렬 A의 엔트리 aij 는 칼라 i와 칼라 j사이의 

유사도를 나타낸다. 가장 용이한 방법은 평균 RGB 칼

라 값을 3차원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검색의 정확

도가 낮은 편이다. 전체 이미지의 평균 칼라 벡터 
t

avgavgavg BGRx )( ,,= 는 식(3)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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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i는 항목 내의 픽셀 수이며, R(pn), G(pn), 
B(pn)는 각각 pn번째 픽셀의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구성요소이다. 두 항목의 평균 칼라 벡터 x 와 y가 주

어졌을 때, 3차원 평균 칼라 벡터 사이의 유클리드 거

리로서 davg()를 식(4)와 같이 정의한다.

)(),(),(2 yxyxyxd t
avg −=                         (4)

칼라 히스토그램의 구성 요소는 해당 칼라와 유사

한 픽셀의 비율이 된다. QBIC은 256차원의 칼라 히스

토그램과 3차원 평균값을 사용하고[4], SIMPLIcity에

서는 3차원의 평균 LUV값을 사용하며[7], Chabot에

서는 20차원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였다[6]. 그

러나 RGB 칼라는 사람이 영상을 인식하기 위한 채도

나 명암의 특징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각

적인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RGB 칼라 값을 HSI로 자동 변환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RGB값을 HSI로 변환

하여 검색의 정확도를 높인다. 명암(I)은  밝기의 측도

이며 칼라 값들의 평균으로 식(5)와 같이 정의한다.

               3/)( BGRI ++=                         (5)

채도(S)는 칼라의 순도를 나타내며, 식(6)과 같이 정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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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H)은 칼라의 평균 파장에 비례하며 칼라의 농

담(gradation)을 각도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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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칼라 이미지 의미 인식 방법과 검색 기법

본 논문에서는 그림1과 같이 칼라 이미지로부터 

평균 RGB의 색상을 먼저 추출하여 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한다. 저장된  RGB값은 HSI값으로 변환되어 저

장되며, 저장된 HSI 값에 의해 FMV(Fuzzy 

Membership Value) 인덱스를 생성한다. 생성된 

FMV 인덱스 값은 각 감성 분류 테이블에 저장이 되

며, 저장된 FMV 인덱스에 의해 이미지를 검색한다.

Color
images

Color feature
extractor

R G B

RGB to HIS
transformation

H S I

 FMV-index
generation

Image
classification
(emotional
categories)

그림 1. 칼라 이미지 처리 구조

3.1 색상 의미 인식

FMV 인덱스는 감성 형용사들 사이의 개념적 거리를 
퍼지 소속성 함수로 표현하여 색상을 기반으로 한 색상 
의미(color semantics)를 판단한다. 감성 형용사 색상 공
간은 각각의 용어에 속하는 정도를 소속성으로 나타내

어 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한다. 그림 3은 빨간색(red), 핑
크색(pink), 노란색(yellow)에 대한 감성 형용사 소속성

의 정도를 퍼지 소속성 값(FMV)으로 표현한 그래프의 
예를 설명하고 있다. 

)(cFµ

a c tiv e
s tro ng

rom a n tic
rh y thm ic

b eau tifu l
fa ir

h a nd som e
p re tty

lo v e ly

E m o tio na l
c o n cep ts

1 .0

0 .5

0 .9
0 .8

0 .6
0 .7

0 .4
0 .3
0 .2
0 .1

red

p in k
ye llow

그림 2. 감성 형용사 퍼지 소속성 그래프

색상을 보고 인간이 느끼는 감성 형용사는 매우 다

양하고 애매하다. 색상의 구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색상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감성을 분류하기는 좀 더 

간단하다. 예를 들어, 빨간 색상을 보고 느끼는 감성은 

'따듯한(warm)' 혹은 '활동적인(active)'  느낌 등을 표

현할 수 있다. 또한 노란 색상을 보고 느끼는 감성은 '

귀여운(cute)' 혹은 '예쁜(pretty)' 과 같은 느낌 등으

로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파란 색상은 '시원한

(cool)' 혹은 '깨끗한(clean)' 과 같은 느낌을 주며, 초

록색의 색상은 '자연적인(natural)' 혹은 '전원(rural)'

과 같은 느낌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감

성 형용사는 다양한 색상에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유

사한 색상 간에는 감성 형용사에 대한 표현이 같이 사

용 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핑크색과 빨간색은 같은 

색상 계통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되는 ‘로맨틱’이라는 

감성 형용사도 유사하다. 그러나 색상에 따른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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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색상과 감성 형용사에 소속성을 측정하기 위
해  식(8)과  같이 정의한다. 

Ucallforaicc FaiF ∈= )))(),(max(min()( µµµ             (8)

F가 색상과 관련된 감성 형용사라고 할 때, ai가 F에 

속할 가능성을 측정하게 된다. 그림 3은 'active'의 감

성 형용사가 'dynamic'에 속할 소속성을 퍼지 그래프

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3.  감성 형용사 퍼지 그래프

따라서 'red' 색상을 가진 이미지나 'pink' 색상을 가

진 이미지는 'dynamic'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active'라는 감성 형용사가 'dynamic' 이라는 용어에 

속할 관계성은 '0.95'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

로 'red' 색상을 가진 이미지나 'pink' 색상을 가진 이

미지를 'active' 한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

히 높다. 

3.2 FMV 인덱스 생성 기법

칼라 이미지는 색상의 분포도에 따라서 색상의 의미

를 분류하고 분류되어진 이미지는 FMV 인덱스를 생

성하게 된다. 그림 4는 색상을 기반으로 한 FMV 인덱

스를 생성하기 위한 색상 구조의 알고리즘을 설명한

다. HSI 값은 색상(H)을 기준으로 360o로 구성되어 있

다. 인간의 시각으로 색상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 색상은12 가지의 색상으로 구분된다.

그림 4. FMV 인덱스 생성을 위한 색상 구조 

12개의 색상은 채도(S)에 따라서 색의 농도가 진해

지거나 흐려지게 되며, 명도(I) 따라서 색상의 밝기가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이미지 In 의 

(H, S, I)의 값이 각각 (5, 250, 30) 이라고 한다면, 색

상(H)의 값이  15 와  345 의 사이에 있으므로 빨간색 

계열의 색상임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사항은 아무리 색상(H)의 값이 15 와  345 범위에 있

다고 하더라도 채도(S)의 값에 따라서 빨간 색상의 특

성을 잃을 수 있다. 만약 채도(S)의 값이 0<S<20의 범

위 안에 있다면 빨간 색상의 감지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즉, 채도(S)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흰색(white)

을 나타나게 되고, S가 0인 상태에서는 어떤 색상(H)

의 값도 무관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이 색상을 보고 느

끼는 감성은 채도(S)값이 높을수록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는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HSI값을 이

용하여 FMV 인덱스를 자동 생성하기 위한 알고리즘

을 설명하고 있다.

Algorithm Generate_fmv_index ( int num, int row_count, float s, float s_value, 
float h_value, float fmv_index)
begin

 num ￩ 1;                         
row_count ￩  select_from_imagetable   
min(s) ￩ 0 ;  max(s) ￩ 255  

  while  (num <  row_count+1)
     begine 

 h_value ￩  select_from_imagetable(num)  
            if  ( h_value == each class(0~360))
                begin  
                s_value ￩ select_from_imagetable(num)  
                mvf_index ￩  (( s_value - min(s)) / (max(s) - min(s)))
            update_imagetable(mvf_index, num)
                num ￩  num+1

end
 else
     begin

 update_imagetable(0, num) 
num ￩  num+1  

end
     end

end

그림 5. FMV 인덱스 생성 알고리즘

4. 칼라 이미지 검색 및 결과

칼라 이미지는 FMV 인덱스 알고리즘에 따라 

FMV 인덱스를 생성하고 미리 정의된 12개의 감성 

분류 테이블에 자동 분류 저장된다.

그림 6. 칼라 이미지 분류 및 검색

그림 6은 칼라 이미지가 감성 분류 클래스에 분류 

저장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각 감성 분류 클래

스는 감성 형용사를 지원하기 위한 감성 형용사 시

소러스로 구축되어 있으며, 각 감성 형용사와 관련

된 용어 사전을 가지고 검색하게 된다. 만약, ‘시원

한 이미지를 검색하라?’ 라는 질의문에 대해서 ‘시원

한’ 이미지를 검색하기 위해서 감성 형용사를 먼저 

검색하고, 검색된 용어가 없으면 유사한 단어를 검

색하여 감성 용어로 사용한다. 

 

                (a)  '동적인'                                 (b)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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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시원한'                              (d) '로맨틱한'

 

             (e) '자연적인'                                (f) '상쾌한'

그림 7. 색상 의미를 이용한 이미지 검색 결과

검색된 감성 형용사는 색상과의 퍼지 소속성을 계

산하고 해당 감성 분류 테이블에서 FMV 인덱스를 

검색하게 된다. 이때 소속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

여할 수 있다. 그림 7은 색상 의미를 이용한 지능적 

이미지 검색 결과를 보이고 있다. 

5. 실험 및 성능 평가

색상 의미를 포함한 이미지 검색 시스템의 프로토

타입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환경으로는 CPU로 

펜티엄-4 1.80GHz, 주 기억 장치로 512MB를 사용

하 다. 소프트웨어 환경으로는 운 체제로 원도우

즈 2000 server, 프로그래밍 도구로는 ActiveX, C++

와 Delphi를 사용하 고, DBMS는 MS-SQL 2000 

server 를 이용하여 데이타베이스 관련 작업을 수행

하 다. 실험에 사용된 이미지는 총 1011개의 풍경, 

동물, 꽃 등과 같은 임의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실험 

하 다. 그림8 은 12개 클래스로 분류하여 가중치에 

의한 검색 결과의 수를 비교하 다.

그림 8. 가중치(α)에 의한 이미지  검색 개수 비교

 그림 9 (a)는 실험 평가를 위하여 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RGB 평균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검색한 

방식과 HSI 평균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검색한 방

식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FMV 인덱스를 이용

한 방식에 대하여 recall을 비교 분석하 다. 또한 

(b)는 각 검색 방식에 따른 검색 속도를 비교 측정

하 다.  

 

    (a) recall 비교 분석   (b) 검색 속도 비교

그림 9. 성능 비교

6.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보고 느끼는 색

상(H), 채도(S), 명도(I) 방식을 이용한 HSI값을 사

용하여 색상 의미를 이용한 지능적 칼라 이미지 검

색 기법을 제안하고 알고리즘을 설명하 다. FMV 

인덱스를 사용한 검색은 색상 기반 질의방식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이나 느낌에 의한 표현 

질의방식을 가능하게 하 다. 색상 의미에 따른 분

류를 12개의 클래스로 정의하여 이미지를 분류 하

으며, 각 클래스에 FMV 인덱스를 적용하여 사용자

의 검색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질의 할 수 있도록 

하 다. 향후 연구로는 이미지의 검색 정확도를 높

이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색상 정보의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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