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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칼라기반 상 검색에서 칼라의 색상 정보를 이용하

는 기법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칼라의 색상 정보와 명암 정보인 Gray-level의 특징자

를 이용해서 상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칼라 

상의 RGB 각각의 픽셀 값들을 R값, G값, B값의 크

기순으로 배열하고 칼라 그 이- 벨을 구한 뒤 양자

화 한다. 이러한 칼라의 특징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이

미지의 확 , 축소, 회 에도 강인한 검색을 할 수 있음

을 실험을 통하여 성능의 우수함을 보 다.

I. 서 론

  본 논문에서는 내용기반 기술자 에서 칼라의 색상 

기술자를 사용한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

다. RGB는 칼라정보의 색상의 특성을 계산하는 방법으

로 계산량이 매우 을 뿐 아니라 색인정보의 수가 

어 장공간이 작은 장 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은 칼

라 상에서 RGB를 분리한 후 픽셀 값을 RGB 크기 

순으로 배열시키고 그 특징자를 Database 테이블에 

장한다. 다음 단계로 칼라의 그 이- 벨을 구하게 되

는데 그 이- 벨의 범 는 0~255의 값을 가지므로 이 

범 를 8개로 양자화해서 그 값을 정규화 해서 

Database 테이블에 장한다. 마지막으로 각 Database 

테이블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정합률과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게 된다. 체 이미지의 색인코드는 데이터베이

스에 장되고 웹상에서 이를 이용하여 원하는 이미지

를 검색하게 된다. 제안된 시스템은 웹상에서 구 하여 

검증하도록 한다.

II. 본 론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구 한 웹 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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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시스템의 흐름도

  검색하고자 기  이미지에 한 칼라 RGB 크기 배

열과 그 이- 벨의 특징요소의 색인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비교이

미지들과 비교를 하여 각각에 한 합도를 계산한다. 

합도는 수식 (1)에 의해서 계산된다.

f( t)= ∑
48

i,j= 0
Cp(I b,I d) (1)

  여기서  는 기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이며 는 비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이다.    함수는 각 특징 테이블

을 비교하여 각 상에 해서 합도를 측정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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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도 계산이 완료되면 기 이미지와 각각의 이미

지들에 합도가 해당 정보를 갖는 이미지의 치에 표

시되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여 검색화면에 출력

하게 된다.

Ⅲ. 구

  그림 2는 제안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해 웹상에서 

제작된 테스트 로그램 화면이다. 

그림 2. 구현 화면 

  사용자가 기  이미지를 불러와서 검색을 시작하면 

검색된 이미지들이 합도와 함께 화면에 출력하게 된

다.

1 2 3 4 5 6 7 8 9 10

1 100 4.2 4.2 6.3 6.3 6.3 6.3 10.4 6.3 10.4

2  100 50.0 45.8 47.9 45.8 47.9 52.1 62.5 47.9

3   100 87.5 77.1 87.5 93.8 56.3 64.6 56.3

4    100 81.3 89.6 95.8 60.4 64.6 58.3

5     100 81.3 81.3 58.3 64.6 54.2

6      100 91.7 58.3 64.6 58.3

7       100 58.3 64.6 56.3

8        100 75.0 68.8

9         100 72.9

10          100

표 1. 테스트 이미지의 매칭도

  표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 테스트 이미지 

10개를 용한 매칭도이다. 유사도가 100%에 가까울수

록  매칭도가 높다.  

  실험 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의 크기 변화, 

회 등의 변하여도 해당 이미지의 검색 매칭도가 높음

을 알 수 있다. 한 유사 상인 경우 매칭도가 다른 

상들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향후  연 구  방 향

  본 논문에서는 칼라 상 검색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칼라 RGB의 크기순 배열과 그 이- 벨 양자화

의 Feature Database 테이블을 이용해서 상을 비교

했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이미지의 크기 변화, 

회 에도 강인한 검색을 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검

증하 다. 

  한, 칼라 정보를 색인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장

함으로써 데이터의 크기를 여 웹 콘텐츠에서도 이미

지 검색을 가능하도록 하 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비슷한 색상 공간 분포를 갖는 이

미지에 해서도 정확한 검색이 가능한 알고리즘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상의 형태 정보까지 고려

하여 보다 정확하게 상을 검색해 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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