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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내용기반 상검색을 보다 효과 인 

알고리즘 설계를 해 칼라 RGB 특징정보 추출에 

median 필터링을 이용한 상검색의 성능을 분석하

다. 칼라 상에서 각각의 R,G,B칼라 상으로 나  후 

일정크기의 블록으로 분할하여 R,G,B 각각의 간값을 

추출하고 크기순과 벨의 특징자를 이용한 상검색 

기법을 제안한다. 

I. 서론

  내용기반 상검색(CBIR)은 사용자의 심분야에 따

른 규모의 상 데이터베이스들로부터 상들을 검

색하기 해 인터넷의 발 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

져 있는 다양한 상 자료들에 한 근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찾고자 하는 상을 상 데이터베이스 

는 인터넷상에서 자동 으로 그리고 효율 으로 검색

해 낼 수 있는 자동 상 검색 시스템에 한 필요성

이 증 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다.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상검색에서 가장 리 사

용된 시각의 특징 의 하나인 칼라 RGB의 특징을 고

려하며, 정확한 검색을 하기 해, 칼라 특징의 정보를 

사용하고 상 계를 이용하는 검색 기술이 본 논문에

서 사용된다.

II. 본론

  본 알고리즘에서는 칼라 상에서 각각의 R,G,B칼라

상을 분할한다. 각각의 R,G,B칼라 상으로 분할된 

상을 각각 M x N의 블록의 크기로 분할한 후 각 

블록의 간값을 추출한다. 블록의 간값은 특징 테

이블을 구성하기 해 사용하고 RGB칼라의 특징을 계

산함으로써 특징정보의 수가 게 장공간을 사용하

다. 분할된 블록의 칼라는 세 개의 구성요소 

I(Sb)=(R(Sb), G(Sb), B(Sb))로 표 되게 하며, R,G,B

로 분할한 상 안에서의 분할된 블록의 RGB 간값

은 다음과 같이 표 한다.

           R(MSb) = Median Rsort(Sb)

           G(MSb) = Median Gsort(Sb)         (1)

           B(MSb) = Median Bsort(Sb)

  식(1)에 의해 추출한 R,G,B 각각의 블록의 간값은 

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게 되며, RGB순서에 계

없이 큰 값의 순서로 정렬하게 된다. 큰 값의 순서로 

정렬된 RGB는 그림 1과 같이 6가지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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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할한 블록의 간값의 순서

  나눠진 블록에서 R,G,B는 다음 식(2)에서 각각의 블

록에서 추출된 간값을 정렬된 순서에 따라 가장 큰

값과 간값의 차이와 간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

값(DV : Difference Value)을 추출하게 된다. 다음식도 

그림 1과 같이 6가지의 방법을 가진다.

  RGB(Sb)=DV(R(MSb)-G(MSb),(G(MSb)-B(MSb))   (2)

  본 알고리즘에서 RGB 칼라의 0 ～ 255 벨 모두를 

사용하지 않고 낮은 수치의 벨들로 양자화 하 다. 

256 벨의 값들을 0 ∼ 90까지는 9단 의 벨, 91 ∼ 

255까지를 1단  벨로 만들었다. 만들어진 벨의 

값들을 이용한 특징자들은 10x10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RGB순서의 6가지를 사용함으로써 10x10x6 가지의 특

징자로 구성된다. 한 구성된 특징 테이블에 들어가

는 값들은 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출된 값들은 

RGB 크기 순서와 0 ～ 255 벨을 양자화한 좌표 치

에 해당될 때의 빈도수로 장된다. 장된 빈도수의 

수치들은 상의 크기에 따라 높은 수치로 나타나며 

크기가 다른 같은 상들을 고려하여 값들을 일정크기

로 정규화를 한다. 칼라 특징테이블의 합도는 상

의 크기에 따라 특징 테이블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크기의 수치로 정규화 시킨 값들을 입력 상 특징 

테이블값과 비교 상 특징테이블 값들을 1∶1로 비교

를 하여 1차 인 합도를 구하고 코 로그램을 사용

할 수 있는 테이블로 재구성하여 2차 인 합도를 구

한다.

Ⅲ. 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과 구 한 웹 기반 

상검색 시스템의 흐름도이다.[그림 2]

   

그림 2. 제안한 알고리즘과 상 시스템의 흐름도

  검색하고자 하는 입력 상을 로딩하고 제안한 알고

리즘 구동 후 검색하고자 하는 입력 상에 한 RGB

칼라 특징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DB에 장된 비교 상들과 비교를 하여 각각에 한 

합도를 계산한다.

표 4.1 상검색 정합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00 79.6 45.3 42.8 39.6 36.5 35.3 40.5 47.5 47.3 45.7 58.9 50.4 57.9

2  100 44.5 41.1 37.0 36.6 34.6 42.8 47.9 47.1 44.8 57.3 52.3 59.1

3   100 86.2 48.7 46.5 44.7 45.0 56.8 57.3 59.8 60.0 63.2 57.9

4    100 48.4 47.1 44.5 45.7 55.8 56.3 60.1 59.2 64.2 56.5

5     100 77.6 75.4 84.6 49.5 48.3 45.6 47.2 45.1 49.1

6      100 71.6 78.7 38.9 36.8 40.5 39.4 38.5 40.0

7       100 70.1 39.3 37.6 37.5 37.2 36.9 37.8

8        100 47.6 49.2 50.1 43.5 42.5 45.6

9         100 72.3 71.2 50.7 51.6 52.9

10          100 78.2 51.3 50.6 52.6

11           100 53.5 52.8 51.9

12            100 82.7 85.6

13             100 81.8

14              100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내용기반 상검색을 한 칼라 RGB 

특징정보 추출에 median 필터링을 이용한 상검색의 

성능을 분석하 다. 1차 인 합과 코 로그램을 이

용한 상정보를 특징값화 하여 장함으로써 보다 효

율 인 검색 시스템을 가능하도록 하 다. 이러한 정

보를 사용함으로써 이미지의 크기 변화, 회 에 강인

하고 특징자를 게 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 고, 칼라 특징정보를 DB화 시

킴으로써 장공간의 크기를 여 웹 에서도 상검색

을 가능하도록 하 고, 여러 칼라 상들을 시험 상

으로 시뮬 이션 한 결과 좋은 성능을 확인하 다.

  향후 연구방향은 더 많은 칼라 상을 비교 검색해 

으로써 최 의 벨을 구축하고 비슷한 형태의 칼라

상에 해서도 정확한 검색이 가능한 알고리즘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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