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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의 객체가 갖고 있는 중요도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체의 의미 정도를 판단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원 영상에서 Wavelet 변환을 이용하여 RGB 이미지를 각각 분리 및 병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각각의 RGB 이미지들 중 검색에 필요한 특징들을 추출하여 원 영상과 가장 근접한 이미지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세가지 특징 정보를 이용한 내용 기반 이미지 정보 검색은 기존 방법에 비해 높은

검색 성능을 보였으며, 사람 얼굴이나 캐릭터 이미지인 경우에는 더욱 효율적이라 예상된다 
 

 

1. 서론  

 

영상분할은 오랫동안 연구된 분야지만 여전히 어

려운 문제로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효율

적인 영상분할 방법[1]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역이 

과잉 분할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고속처리 및 

다양한 입력영상에 대한 적절한 임계값 설정이 가능

해야 된다. Qian[2]에서는 색상이나 패턴의 변화가 

거의 없는 평탄한 배경을 가진 영상에서 피사체를 분

리하고 있다. 이들이 제안한 방법은 복잡한 배경을 가

지는 영상에서는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총 다섯 가지 단계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 기반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전처리 과정은 

원 영상의 윤곽선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원 영상의 Noise 를 제거하여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두 번째 단계인 Wavelet 변환에서

는 원 영상에서 RGB 각각을 Wavelet 에 대입하여 부

밴드(subband)별 저대역 대표값 만을 추출한다. 또한, 

Wavelet 변환에서의 저대역 대표값 만을 사용함으로

써, 저장 공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찾아

내고자 하는 영역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로 RGB 로 분리된 각각의 이미지들을 

Watershed 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조작들을 더욱 세

분화 시키며, 반대로 세분화된 영역들은 Watermerge

를 이용하여 결합한다. 이로 인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찾아내기 어려웠던 영역들까지 찾아짐을 실험결과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RGB 

채널 선택을 통하여 세가지 특징을 추출한다. 세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 특징 정보는 배경이 가장 큰 것

과 배경이 가장 작은 이미지를 찾아내며, 각각의 이미

지는 Zernike Moment 처리를 거쳐서 이들간에 차이

를 구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징 정보는 배경이 가

장 큰 이미지와 원 영상을 비교 연산하여 피사체의 

색상과 배경 색상을 추출한다. 마지막 단계로 RGB 

채널 선택에서 추출된 세가지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원 영상과 가장 근접한 이미지를 검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특징 정보들로 질의 영상과 데이터베이스 영상

간의 가중치 기반의 유사도 척도를 정의하여,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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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 비교함으로써 영상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서론에 이어, 2 장에서는 논문과 관련 있는 관련 

연구들을 소개하며, 3 장은 본 시스템에서 제안하는 

모양과 색상 정보를 결합한 검색 시스템 방법과 4 장

에서는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시행한 실험 및 결과

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5 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2. 기존 내용 기반 시스템  

 

1992 년 Nagasaka 등은 영상의 지역 정보를 사용

한 Color-pair 를 이용했고, 1995 년 Chua 는 이를 개

선하여 영상의 두드러진 특징만을 고려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했다[3]. 색상 정보를 이용하는 이러한 

연구들은 서로 연관된 화소 간의 위치정보를 잘 나타

내지 못하고 대략적인 구분정보만을 가지게 된다. 

1990 년 Grosky, 1993 년 James 등은 모양 정보를 

이용하는 검색 방법을 제시한바 있으나, 이 방법은 객

체를 이루는 윤곽선이 모양의 변환이나 방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용 분야에 이용되는 모양 데이

타가 미리 등록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그리고 

1993 년 Wang 등은 이러한 통계적 질감 정보를 이용

하여 이진 문서 영상 분석에 사용하였다[4]. 하지만 

질감 정보의 통계 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한 구성도 복잡하다. 그러나 질

감은 영상의 표면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이며, 

서로 다른 영상들을 구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Jian[5]은 모양의 경계선에 있는 점들을 2 차원 평

면상에 두고 이 점들을 2 차원 신호로 만들어 퓨리에 

변환을 통해 얻어지는 계수를 벡터로 표현하기도 하

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윤곽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윤

곽선의 작은 변형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점을 가

지며 퓨리에 서술자나 모멘트는 영역의 지역적인 정

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3. 제안된 시스템 구성도  

 

영상의 객체가 갖고 있는 중요도를 계산하는 것

은 매우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객체의 의미 있는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은 영상에 포함된 객체들의 중요도를 판단

하여 관심이 가는 의미 있는 객체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통하여 영상을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 논문

에서는 영상 내 존재하는 두드러진 피시체를 추출하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3.1 과 같다. 본 

시스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에서 처음 처리되는 

것은 전처리 과정이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원 영상에 

세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수정하게 된다. 전처리 과정

에서 첫 번째는 원 영상을 그대로 Wavelet 으로 처리

한다. 두 번째는 Contrast 와 Sharpen 필터를 거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원 영상에 색상 대조를 강하

게 하며, 또한 Edge 의 처리를 진하게 함으로써, 

Edge 는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다. 또한 마지막으

로 Blur 필터는 원 영상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Noise 를 제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3.1. 모양과 색상 정보를 결합한 검색 시스템. 

 

원 영상, Contrast + Sharpen, 그리고 Blur 과정을 

거친 세 가지 영상 중에서 최적의 영상을 찾기위해

서, PSNR(Peak Signal Noise Ratio)을 이용하여 선

명도가 가장 높은 것을 선정한다. 또한 Wavelet 에

서는 각 영역마다 한 개의 저대역과 세 개의 고대역 

서브밴드를 만들게 되며, 그 중에서 Edge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고대역 부밴드를 사용하지 않

고, 시각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질감 정보를 가

지고 있는 저대역 부밴드 만을 사용한다.  

그리고 Wavelet 에서 변환된 저대역 정보를 이용

한 이후, 배경을 제외한 가장 중요한 영역만을 추출하

기 위해서 Edge Detection, Watershed, 그리고 

Watermerge 를 수행하게 된다.  

Edge Detection 은 Edge 정보만 표현하며, 그 밖

에 정보는 소멸된다. 그 다음으로 Watershed 과정을 

거쳐서 Edge 정보에서 더욱 세분화된 정보로 분리하

게 된다. 이렇게 분리된 정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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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merge 에서는 통합을 하게 되며, 실제 Edge 

Detection 에서 찾지 못한 부분까지도 Watermerge

에서는 찾을 수 있다.  

Watermerge 에서는 임계값을 가지고 있으며, 실험 

치로 30, 40, 그리고 50 으로 정의하였다. 그 중에서 

영역이 가장 큰 모양을 찾아내서 선정을 하게 된다. 

만약 임계값 50 에서 영역이 가장 큰 부분이 발견 되

었다면, 임계값 50 에서 생성된 세 가지 RGB 영상 

정보를 선정하게 된다. 임계값의 값이 크면 클수록, 

통합되는 그룹의 크기가 커지며, 그룹의 수는 작아진

다. 또한 임계값이 너무 큰 경우에는 전체가 배경으로 

흡수된다. 반대로 임계값이 작으면 그룹의 크기는 작

아지고, 그룹의 개수는 많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RGB 채널 선택에서 배경이 가장 큰 

것과 배경이 가장 작은 것을 분리한다. 그리고 유사도

를 측정하기 위해서 Zernike Moment 처리를 거친 

결과와 그리고 원 영상에서 얻은 Color Moment 를 

참조하여 최종 유사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전체 

처리 과정 중에서 RGB 채널 선택 과정은 다음과 같

다.  

 

3.1 RGB 채널 선택  

 

RGB 채널은 각각의 세 가지 이미지들 중에서 최적의 

이미지를 찾는 과정이다.  

먼저, 그림 3.2 은 RGB 채널 선택의 세부적인 처리 

내용이다.  

 

그림 3.2 RGB 채널 선택  

 

1 단계에서는 RGB 이미지들 중 아주 작은 이미지

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왜냐하면, 일정 크기보

다 작은 이미지는 피사체인지 배경인지 알 수 없기 

대문이다. 따라서, 일정 크기인 16 분의 1(6.25%)보

다 작은 이미지의 경우는 피사체 혹은 배경으로 흡수

되는 것이 실험 결과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서, 흡수되는 방식은 작은 이미

지가 피사체에 붙어 있다면, 피사체에 흡수되고, 그 

외에 이미지들은 배경에 흡수된다.  

2 단계 RGB 채널 선택에서는 유사도 측정에 필요

한 세 가지 특징을 추출해야 한다. 세가지 특징 중에

서 첫 번째 특징 정보는 배경이 가장 큰 것과 배경이 

가장 작은 이미지를 찾아내며, 각각의 이미지는 

Zernike Moment 처리를 거쳐서 이들간에 차이를 구

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징 정보는 배경이 가장 큰 

이미지와 원 영상을 비교 연산하여 피사체의 색상과 

배경 색상을 추출한다.  

 

3.2 유사도 측정  

 

대용량의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간

단하면서도 효율적인 유사도 척도(distance measure)

가 정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상간의 유사도를 

얻기 위한 척도로 각 영상의 특징 값들 사이의 거리

(distance)를 구하여 비교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RGB 

채널에서 추출된 세 가지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

도를 측정한다. 유사도 측정은 유클리언트 거리를 계

산하여 가장 근접한 이미지들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

를 위해서 가중치를 사용한다.  

가중치 w1, w2, w3 은 특징간의 상대적인 가중치로 

정의되며 그 합은 1 이다. 유사도 결정은 사용하는 여

러 실험 영상의 피사체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w1 은 모양 특

징에 대한 가중치이고, w2 와 w3 은 색상에 대한 가

중치로서 w1 를 보다 크게 할 경우 영상내의 모양특

징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되며, 그 반대의 경우는 색

상 정보에 비중을 고려하는 것이다.  
 
4. 실험 및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실험하기 위한 시스템 

구현 환경으로 하드웨어 시스템은 펜티엄 4 1.8G 을 

사용하며, 운영 체제는 Windows XP 환경에서 JAVA 

1.4,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JAI(Java Advanced 

Imaging) API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사용된 이미지

는 Stanford[6]에서 제공하는 1000 개와 10000 개 

이미지 모델이며, 각각의 해상도는 384*256 과 

128*85 이다.  

표 4.1 은 기존에 제안된 방법을 Wavelet 을 사용

한 것인가에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 그렇지만 

본 시스템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은 표 4.2 에서 

나타난다. 표 4.2 에서처럼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

으며, 각각의 특징들을 따로 분류하여 측정한 것과, 

세 가지 모두를 결합한 방법으로 성능을 측정한다. 

입력 : 320x240 인 3 개 이미지(Red, Green, 그리고 Blue)

출력 : 실수 값을 가지는 세 가지의 특징 

 

1 단계 : 기준치보다 작은 영역보다 작은 이미지 흡수 

if(찾아낸 영역의 크기 < 6.25%)  

/* 320x240 영상의 16 분의 1 */ 

찾아낸 영역을 주변 영역에 흡수 

 

2 단계 : RGB 채널 선택 

if(배경이 가장 큰 이미지를 선택) 

big_image = Zernike_Moment 

(배경이 가장 큰 이미지) 

if(배경이 가장 작은 이미지를 선택) 

small_image = Zernike_Moment 

(배경이 가장 작은 이미지) 

zernike_diff = big_image - small_image 

color_OR = Color_Moment 

(배경이 가장 큰 이미지 OR 원 영상) 

color_XOR = Color Moment 

(배경이 가장 큰 이미지 XOR 원 영상) 



 
 

제21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1권 제1호 (2004. 5) 

756 

 

표 4.1. Wavelet 사용에 따른 검색 성능 비교  

Wavelet 을 사용하

지 않음 

Wavelet 을 사용 

함 

성능평가 

실험방법 

Recall Precision Recall Precision

Invariant 모멘트 0.65 0.60 0.73 0.69 

Zernike 모멘트 0.67 0.63 0.75 0.71 

Color 모멘트 0.80 0.62 0.82 0.64 

 

표 4.2. 세가지 특징에 따른 검색 성능 비교  

Wavelet 을 사용 함 성능평가 

실험방법 Recall Precision 

첫 번째 특징 0.66 0.58 

두 번째 특징(피사체 색상) 0.87 0.81 

세 번째 특징(배경 색상) 0.83 0.79 

세 가지 특징 결합 0.92 0.86 

 

생성된 세 가지 특징들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가 

그림 4.1 이다. 그림 4.1(a)는 Query 를 사용할 때 사

용된 원본 영상을 의미하며, 그림 4.1(b)는 3 가지 특

징(피사체 색상, 배경 색상, 그리고 배경 크기의 차

이)을 모두 사용한 검색 결과이다.  

 
 

 
(a) 

(b) 
그림 4.1. 말 이미지를 이용하여 Query 한 영상들. 

(a)는 원본 영상, (b)는 3 가지 특징(피사체 색상, 배경 
색상, 배경 크기의 차이)을 모두 사용한 검색 결과.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지금까지 다루지 못

했던 RGB 와 Wavelet 을 사용하여 통합하였으며, 실

제 내용 기반 시스템에 어려움을 격은 다양한 피사체

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배경이 큰 것과 배경이 작은 

이미지를 찾아서 보다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본 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내용기반 검색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한 다섯 단계를 제안하였으며, 첫 번째

로 전처리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RGB 분할한 이

미지를 이용한 Wavelet 의 적용이며, 세 번째 단계는 

이미지를 세분화하여 통합시키는 단계, 네 번째 단계

에는 세 가지 특징을 추출하며, 마지막 단계에는 이 

들 세가지 특징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한다.  

이와 같은 특징 정보들로 질의 영상과 데이터베이

스 영상간의 가중치 기반의 유사도 척도를 정의하여 

유사도를 측정 비교함으로써 영상을 검색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렇지만, 배경과 피사체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검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뿐만 아

니라, 피사체의 크기가 배경보다 큰 경우에는 배경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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