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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HAC(Histogram Area Calculation)방법과 상의 객체분할 방법을 소개한다. 히스
토그램을 이용한 상은 색상 공간의 특징 때문에 조명에 매우 민감하여 빛의 강도에 따라 유사성이 

하되는 경우가 있다. 한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모양의 상일지라도 칼라 

분포가 같은 상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히스토그램 역을 임의의 역으로 나

눠, 역들의 유사성을 매칭(matching) 시킨다. 2차 검색방법으로 원 상에서의 색상․질감 정보가 동

일한 역을 군집화 하여, 상 분할된 객체들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방법이다.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
이 통 인 히스토그램 방법보다 검색 성능이 효율 인 결과를 얻었다.

1. 서론

   최근 정보통신망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 으로 

인해 정지 상, 동 상, 합성 상,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의 양이 방 해 지

고, 계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들의 

효율 인 장과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필요

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의 방 한 

데이터들 에서 상에 심을 두고, 내용(Content)

으로 정의되는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이를 기

반으로 멀티미디어 정보를 검색하는 내용기반 검색

방법(Content-based Image Retrieval)에 해 효율

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반 으로 내용기반 상검색은 상의 ‘색상’, 

‘질감’, ‘형태’의 세 가지 특징을 주로 사용한다[1]. 

그  히스토그램은 색상을 상의 특징으로 가장 많

이 사용한다. 히스토그램은 상의 회 이나 이동에 

해 효율 인 상 검색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단

을 갖고 있다. 한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

아서  다른 모양의 상일지라도 색상 분포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과 빛

에 변화에 따라 히스토그램의 형태가 변형되는 단

이 있다. 그리고 ‘색상’, ‘질감’, ‘형태’,의 정보를 역

으로 사용한 검색 방법은 상내의 요한 객체에 

한 정보와 객체간의 상호 계를 고려하지 않으므

로 보다 정확한 검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상

의 부분 인 정보를 표 하는 방법은 상을 객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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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분할(Object Segmentation)해 내고, 분할된 

객체에 한 상 정보들과 객체간의 정보를 히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객체들을 정확히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동일한 정보로 가진 

역들로 표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히스토그램 역 계산을 이용한 

HAC(Histogram Area Calculation)라는 새로운 방법

을 제안했다. HAC방법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이 

빛의 밝기 변화에 따라 이동된 상들을 검색할 것

이다. 이 게 검색된 상들과 좀더 효율 인 검색 

성능을 얻기 해 내용기반 상 검색  객체기반 

상 검색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2장에서는 히스토

그램에  우리가 제안한 히스토그램 역 계산

(HAC)방법을 기술한다. 3장에서는 객체 분할 방법

을 기술하며, 실험  결과는 4장에서 보고 될 것이

다. 마지막으로 5장을 결론으로 맺는다. 

2.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역 계산

   히스토그램은 명암 비  명암 값 분포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히스토그램은 화소가 가질 수 있

는 명암 값을 x축 상에 표 하며, 각 명암 값이 가

진 빈도수는 y축에 표 된다. 

       Image(a)            Histogram(a)

그림 1. 상(a)와 히스토그램(a)

       Image(b)             Histogram(b)

그림 2. 상(b)와 히스토그램(b)

   어두운 상은 화소 값 분포가 Level이 낮은 쪽

으로 편 된 히스토그램을 가지며, 밝은 상은 화

소 값의 Level이 높은 쪽으로 편 된 히스토그램을 

나타낸다[2].

   인간의 으로 본다면 그림 1과 그림 2는 동일한 

상으로 본다. 하지만 그림 1과 그림 2에서 그림2 

상의 명암 강도가 그림 1의 상보다 약간 높다. 

두 상의 히스토그램을 보면 역은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 실제 으로 그림 1과 그림 2의 상은 서

로 다른 상으로 매칭(matching)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히스토그램의 단 을 보

안하기 하여 우리는 HAC(Histogram Area   

Calculation)의 방법을 제안하 다. HAC는 히스토그

램의 역을 계산하는 것과 유사성 매칭으로 나 어

져 있다.

   히스토그램 역을 정확하게 나 기 해서는 기

이 되는 출발 을 찾아야한다. 그림 3에서처럼 히

스토그램(a)의 출발 은 start_a이고, 그림 4의 출발

은 start_b이다. 이 게 시작 을 찾은 히스토그램

들은 유사성 매칭(matching)의 정확도를 증명하기 

하여, 히스토그램 각 역들의 비를 모두 동일

하게 하 다. 출발  start_a로부터 시작한 히스토그

램 한 개의 역에 해 20Pixel로 각각 나 었다. 

그림 3은 출발  start_a로부터 총 12개의 히스토그

램 역들을 얻게 되었고,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10개와 6개의 히스토그램 역들을 얻었다.

그림 3. 질의 상을 빈(bin)으로 분할한 히스토그램

그림 4. 질의 상을 빈(bin)으로 분할한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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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질의 상을 빈(bin)으로 분할한 히스토그램

   만약, 질의 상과 데이터베이스 안의 상들을 

히스토그램 역들로 각각 분할하 을 경우, 분할한 

역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면, 우리는 분할된 역

의 값들  가장 최소인 값에 기 을 두어 매칭

(matching)을 한다. 그림 3과 그림 4에 한 히스토

그램 역의 분할 개수는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H(M a)=h(n a1) +h(n a2) +⋯+h(n a12)         (1)

H(M b)=h(n b1) +h(n b2) +⋯+h(n b10)         (2)

   히스토그램 매칭 방법(Matching Method)은 사용

자의 질의 상에 표 되지 않은 색상들은 교 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식은 Swain과 Ballard가 

제안한 방법과 다르다. 우리는 정확한 거리를 간격

을 만들기 해서 나온 식이 아니다[3]. 

d(h,g) =
∑
M- 1

m= 0
min(h[m]:g[m])

min ( ∑
M- 1

m 0=0
h[m 0] : ∑

M- 1

m 1=0
g[m 1])

(3)

   히스토그램의 교 에 의한 상 검색 식의 

h=H(M)은 질의 상을 나타내고, g=H(I)은 데이터

베이스 상들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그림 3과 그

림 5의 교 을 계산하면, M의 결과 값은 6이 된다. 

즉 H와 g의 역의 수 M은 동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객체 분할

   색상 히스토그램의 단 인 공간  정보를 보안하

기 하여 객체 분할 방법을 이용하여, 상 검색 

성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객체분할(Object 

Segmentation)은 첫 번째 단계로 처리(Preproce- 

ssing) 과정을 거친다. 상 내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잡음은 R, G, B 각각의 채 에 간 필터(Median 

Filter)를 용하여 잡음을 제거한다. 

   두 번째 단계로는 색상(Color)을 이용한다. 축약

인 상 분할을 하기 해서 우리는 상 내에 존

재하는 세 한 색상까지 표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는 기본 색상표를 사용하여, 색상의 범 를 몇 개의 

주요한 색상들만을 표 할 것이다. 기본 색상표는 

각 채 당 3개의 색상으로 양자화하여, 총 27개의 

색상으로 표 한 것이다[4]. 이러한 색상표를 이용하

여 색상표 안에 존재하는 색상만을 사용하여 군집화 

하는 요소의 정보로 이용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로는 질감(Texture)을 이용한다. 질

감 검색 방법은 표 인 자연 상인 풀, 나무, 숲 

등의 검색 방법으로 색상보다는 질감에 의한 변별력

이 높다. 질감 정보를 추출하기 해서 상을 동일

한 크기로 분할을 한 후,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이

동을 하면서, 그 이 벨 값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

이다. 이 게 측정된 값을 이용하여 색상 정보와 함

께 상의 객체 군집화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4.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상은 384 * 256 는 256 * 384 

크기의 24Bit의 상들을 사용했다. 상들은 데이터

베이스 안에 각각 나 어진 10개의 클래스들로 자연 

풍경, 동물, 비행기 등이 포함된 상들이다[5]. 

   우리는 HAC방법의 검색 결과와 객체 분할로 검

색된 결과들을 그림 6에서 보여진 결과들을 얻어냈

다. 첫 번째 열의 왼쪽 열의 왼쪽 블록이 질의 상

이다. 나머지 다른 상들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검색 되어진 결과 상들이다. 

그림 6. 질의 상과 검색된 상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히스토그램 역 계산(HAC) 방법

을 이용하여 새로운 검색 방법을 제안했다.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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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도에 따른 히스토그램의 변화에 한 부분에서 

통  히스토그램 검색 방법보다 성능이 높았다. 

하지만, 히스토그램의 단 인 상내의 공간  정보

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체 분할 검색 방법

을 이용하 다. 처리 과정을 거친 상이 색상과 

질감 정보를 이용하여 군집화 하는 방법으로 상 

내 분할된 객체들의 정보로 효율 인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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