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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내용 기반 상검색을 한 효과  특징 추출 방법

에 한 심이 집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체의 

크기에 강인한 상검색을 한 색상 특징정보와 상

계를 이용한 RGB 칼라 검색 기법을 제안하 다. R, 

G, B 상을 각 칼라 R, G, B 크기 순으로 배열한 후 

칼라 R, G, B 간의 분산 차이를 특징 벡터로 사용하

다. 그리고 각 계산된 분산차를 3개의 구역으로 표본

화여 재배열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실험을 통하여 

기존의 칼라 히스토그램, CCV, 칼라 코 로그램 보다 

검색 성능이 더 향상됨을 보 다.

I. 서론 

  오늘날 인터넷 사용자의 심은 인터넷 서비스의 양

인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 질 인 향상에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

간 내에 정확히 얻기 한 정보 검색 도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정보 검색을 

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내용기반 상검색에 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상검색을 한 효과 인 특

징 추출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칼라는 상 으로 복잡한 배경에 강인하고 이미지

의 크기와 방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정확한 

검색을 하기 해 상 검색에 한 칼라 상의 공간 

분포의 지식뿐만 아니라 칼라 특징의 정보를 사용하고 

공간을 사용하는 검색 기술이 본 논문에서 사용된다.

II. 본론

  본 알고리즘에서는 색상 특징정보와 상 계를 이

용한 상 검색 기법을 제안하 다. 칼라 상에서 R, 

G, B 각각을 추출하여 각 칼라 R, G, B 크기 순으로 

배열한 후 칼라 R, G, B 간의 색상 분산 차이를 특징 

벡터로 한 테이블을 사용하 다. 먼 , 칼라 상을 각

각의 R, G, B 상으로 분할한다. R, G, B로 분할된 

상에서 각각의 R, G, B 값을 구한다. 분할된 상의 

R, G, B 값은 크기 순으로 정렬한다. 크기 순으로 정

렬된 R, G, B는 아래와 같이 6가지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RGB, RBG, GRB, GBR, BRG, BGR}

  와 같이 나 어진 각각의 형태에서 정렬된 순서에 

따라 가장 큰 값과 간 값의 차이, 간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 다시 말해 R, G, B 간의 색상 특징정

보(VD:Variance Difference)를 추출한다

RGB(VD) = {(R-G),(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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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알고리즘에서 RGB 칼라의 0 ∼ 255 벨 값들을 

사용해서 추출된 칼라의 값들을 순수하게 제안한 알고

리즘에 입을 했을 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 되

고 그에 따른 시간 인 손해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게 추출된 높은 수치의 벨 값을 제안한 알고리

즘의 특징자 구성 방법을 이용하여 낮은 수치의 벨

들로 재구성하 다. 분할된 형태의 색상 분산 차이 값

의 256 벨을 0 벨에서 2 벨까지 3개의 벨로 재

생성 하 다. 색상 분산 차이 값이 0에서 84인 경우 0 

벨로 만들고 85에서 169인 경우는 1 벨, 170에서 

255인 경우는 2 벨로 만든다. 만들어진 벨의 값들

을 이용한 특징자들은 아래와 같이 9가지 형태로 나

어진다.

9 x 1

R G B
(0,0), (0,1), (0,2)(0,0), (0,1), (0,2)
(1,0), (1,1), (1,2)(1,0), (1,1), (1,2)
(2,0), (2,1), (2,1)(2,0), (2,1), (2,1)

9 x 19 x 1

R G B
(0,0), (0,1), (0,2)(0,0), (0,1), (0,2)
(1,0), (1,1), (1,2)(1,0), (1,1), (1,2)
(2,0), (2,1), (2,1)(2,0), (2,1), (2,1)

  분할한 칼라 상의 색상 분산차를 이용하여 구성한 

특징 테이블은 코 로그램을 사용하기 한 테이블로 

구성된다. 구성된 특징 테이블에 들어가는 값들은 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출된 값들을 RGB 크기 순서와 

0 ∼ 255 벨을 양자화한 좌표 치에 에 해당될 때의 

빈도수로 장된다. 이 게 구성된 특징 테이블에 상

계를 이용하여 특징값을 추출하게 된다. 특징 테

이블에서 집합 형식의 RGB(1,2)의 치로부터 그 주

의 거리가 k이며 집합 형식의 RGB(1,2)를 찾아 얼마만

큼 있는지 확률로 나타낸다. 따라서 구성된 특징자는 

본 알고리즘에서 요한 핵심이다. 이러한 동작을 

체 블록에 해서 수행을 하고 수행이 끝나면 특징값

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입력 상을 검색하게 

되면 입력 상에 한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추

출된 특징값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비교 상들과 비교하여 각각에 한 합도를 계산한

다.

Ⅲ. 구

  본 논문에서는 각각 크기와 밝기가 같지 않는 16개

의 칼라 상을 사용하 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 테스트 이미지 

16개를 용한 매칭도이다. 숫자가 100에 가까울수록 

매칭도가 높다. 실험 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회 하

거나 밝기가 변하여도 해당 상을 검색함을 알 수 있

다.

10016

86.210015

48.649.410014

54.552.567.310013

49.850.455.156.610012

45.745.749.250.653.310011

54.354.351.253.948.847.310010

64.863.452.953.749.644.957.81009

54.153.137.940.134.831.948.1581008

33.333.533.131.532.334.231.130.726.11007

37.43632.533.133.33430.932.128.660.11006

35.434.234.232.533.535.435.631.927.846.946.91005

24.724.124.723.729.824.922.423.519.62324.9231004

34.435.43531.132.335.432.730.225.571.657.851.423.71003

41.240.93738.539.937.235.439.532.728.829.228.42828.61002

39.540.334.836.638.73634.237.731.128.628.825.92728.6641001

161514131211109876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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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검색 성능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물체의 크기에 강인한 상검색을 

한 색상 특징정보와 상 계를 이용한 RGB 칼라 검

색 기법을 제안하 다. R, G, B 상을 각 칼라 R, G, 

B 크기 순으로 배열한 후 칼라 R, G, B 간의 분산 차

이를 특징 벡터로 사용하 다. 그리고 각 계산된 분산

차를 3개의 구역으로 표본화여 재배열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실험을 통하여 기존의 칼라 히스토그램, 

CCV, 칼라 코 로그램 보다 검색 성능이 더 향상됨을 

보 다. 이와 같이 제안된 시스템은 내용기반 상검

색 시스템에서 리 이용될 것으로 기 되고, 앞으로 

다른 특징정보를 이용한 상검색 시스템에 한 연구

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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