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1호 (2007. 5) 

 
 

3 

윤곽선 특성과 동적 시간 정합을 

이용한 식물 잎 이미지 검색 기법
* 

 
탁윤식, 황인준 

고려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과 
e-mail : {life993, ehwang04}@korea.ac.kr 

 

A Leaf Image Retrieval Scheme based on Shape Descriptor and 
Dynamic Time Warping 

 

Yoon-Sik Tak, Een-Jun Hwang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기법으로 식물 잎의 윤곽선에 대하여 동적 시간 
정합 기법을 이용하여 유사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식물 잎의 기준점에 대하여 잎의 가장자리를 따라 가면서 구해지는 거리의 곡선을 통하여 잎의 
외형 특성을 표현하였다. 추출된 곡선 정보의 효율적인 저장과 처리를 위하여 곡선의 특성을 표
현할 수 있는 퓨리에 계수(Fourier Coefficients)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계산하

였다.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으로는 복잡한 형태의 곡선에 대해서는 퓨리에 계수를 통하여 
저장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원본 곡선의 세부적인 형태 정보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곡선 유형에 대해서는 복원시 상실되는 정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퓨리에 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퓨리에 계수 세트를 
추출하는 이진 구간 분할 (Binary Range Reduc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질의 이미지와 저장된 
이미지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검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적 시간 정합(Dynamic Time 
Warp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검색의 효율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추출된 외형 정보를 
기반으로 잎의 유형을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외형 기형 기반의 잎 분류 기법을 제안하였

다.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기법이 식물 잎 검색에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보인다. 
 

                                                           
*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사업(IITA-2006-(C1090-0603-0002))과 
과학기술부 국책연구 개발 사업인 유전자원지원 활용사업단의 연구비 (no. BDM0100211)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

었습니다. 

1. 서론 및 관련 연구 

최근 들어 IT 기술의 발달과 관련 기기들의 보급

에 힘입어 내용 기반의 이미지 검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내용 기반의 이미지 검색을 위해서는 
내재된 다양한 특징 (Features)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
출하고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미지 검색에 효
과적인 특징 정보의 하나로 외형 정보를 들 수 있다. 
외형 정보를 추출하고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이
미지의 외형을 다각형으로 표현하는 Minimum 
Perimeter Polygon(MPP)를 예로 들 수 있다.[1][2] 이 외
에도 사용자의 피드백 정보를 활용하여 이미지 검색

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3]과 잎의 외형을 잎의 중심

점을 기준으로 외형을 따라가면서 각 점들간의 거리

를 계산하여 하나의 연속 그래프로 표현하여 방법이 
있다.[4][5] 

 

질의에 대한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내기 위한 매칭 
단계에서는 대상이 되는 이미지의 외형 곡선에 대한

Euclidian Distance 나 Manhattan Distance 를 계산하여 사
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매칭 방법은 매칭의 대
상이 되는 두 개체의 특징 수가 동일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유형의 이미지이지만 이미지의 크기가 
다른 경우 외형 곡선을 크기나 높이 등이 다를 수 있
으므로 앞의 방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 
동적 시간 정합 (Dynamic Time Warping)을 이용하면 그
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6] 

 
 본 눈문에서는 식물 잎 이미지의 효과적인 검색

을 위하여 잎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잎의 외형을 따라

가면서 얻어지는 거리 그래프를 기반으로 이를 표현

하고 분류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외형 곡선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퓨리에 계수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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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간을 동적으로 결정하는 이진 구간 분할 알고

리즘과 검색 시간을 줄여서 더 좋은 검색 효율을 얻
기 위한 이미지 분류 기법을 제안한다. 잎의 거리 그
래프의 주기가 잎 이미지마다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미지 매칭 방법으로 동적 시간 정합 알고리즘을 사용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2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를 나타내

며, 3 장에서는 이진 구간 분할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4
장에서는 이미지의 외곽선 형태에 따른 이미지 분류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
험결과를 나타내고 결론을 낸다. 

 
2. 전반적인 시스템 구조 

그림 1 에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잎 이미지 검색을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사용자로부터 PDA 와 같은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스
케치 이미지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사진 등의 잎 
이미지를 입력 받는다. 입력 받은 이미지는 이미지 처
리 모듈에서 잎의 중심점을 계산하고, 중심점을 기준

으로 외곽선을 따라가면서 거리를 계산하여 곡선을 
추출한다. 이미지 분류 모듈에서는 이미지 처리 모듈

에서 추출한 곡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잔 곡선으로 이
루어지지 않은 곡선, 비교적 주기가 긴 곡선으로 이루

어진 곡선, 주기가 짧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곡선의 3
가지 형태로 이미지를 분류한다. 만약 입력된 이미지

가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하기 위한 질의 이미지였다

면, 이미지 비교 모듈에서 질의 이미지와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된 이미지들의 퓨리에 계수로부터 복원된 
이미지와의 유사한 정도를 동적 시간 정합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계산된 값을 사용하여 이미지

들간의 순위를 매겨서 사용자에게 나타낸다. 
만약, 입력된 이미지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신규 이미지였을 경우, 이미지 저장모듈에서 이
진 구간 분할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퓨리에 계수를 추
출하고, 이미지 분류 모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해당 이미지를 분류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이미

지와 이미지의 퓨리에 계수, 그리고 분류의 번호가 저
장된다.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3. 외형 특징 표현자 추출 

곡선이 짧은 주기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형

태를 가질 경우, 기존의 퓨리에 계수를 추출하는 방

법을 사용하면 원본 곡선과 추출된 퓨리에 계수로부

터 복원된 곡선과의 오차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오

차를 줄이기 위해서 퓨리에 계수를 추출하는 구간을 

줄여가면서 퓨리에 계수 세트를 추출하는 이진 구간 

분할 (Binary Range Reduction, BRR)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7] 

BRR 은 처음에 곡선 전체의 퓨리에 계수를 추출하

게 된다. 만약 원본 곡선과 추출된 퓨리에 계수로부

터 복원된 곡선과의 차이가 정해진 임계치 값을 넘어

가게 되면, 곡선을 반으로 분할한 후, 앞의 곡선의 

퓨리에 계수를 추출한 후 부분 곡선을 복원 후 비교

하게 된다. 만약, 이때 계산된 차이가 일정 값보다 

작을 때 앞의 곡선의 퓨리에 계수는 저장하고, 뒤의 

곡선의 퓨리에 계수를 추출한 후 지금까지의 작업을 

반복한다. 하지만 임계치 값보다 크면 다시 곡선을 

반으로 나눈 후 차이를 비교 하고 위의 작업을 반복

하게 된다. 전체의 곡선으로부터 퓨리에 계수를 추출

하게 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한다. 
 

4. 이미지 분류  

이 장에서는 이미지 검색 시간을 줄여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외곽선 기반의 이미지 분류 기법을 
설명한다. 잎 이미지의 분류를 위해서, 앞에서 설명한 
방법과 비슷하게 이미지의 외곽선 정보를 사용한다. 
잎 이미지는 그림 2 에서와 같이 잔 곡선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곡선, 비교적 주기가 긴 곡선으로 이루어진 
곡선, 주기가 짧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곡선의 3 가지 
형태로 이미지를 분류한다.  

 

 
(a) (b) (c) 

(그림 2) 잎 이미지의 분류 

잎 이미지의 분류를 위해서 먼저, 곡선 전체에서 
극소 점 1-극대 점- 극소 점 2 의 세트를 구한다. 최고

점은 곡선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위로 튀어나온 점을 
나타내고, 극소 점 1 은 부분 곡선의 왼쪽에 나타나는 
끝점, 극소 점 2 는 부분곡선의 오른쪽에 나타나는 끝
점이다. 한 세트의 최고 거리 ‘d’는 부분곡선의 좌우

의 점, 즉 극소 점 1 과 극소 점 2 를 연결한 직선과 최
고점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값이다. 극소 거리와 극대 
거리, 최고 거리 ‘d’는 그림 3 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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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극소 점과 극대 점 

 
만약 d 가 임계 값 1 보다 작고 극소 점 1 과 극소 

점 2 와의 거리가 임계 값 2 보다 짧고 임계 값 3 보다 
크면 긴 곡선의 수를 하나 증가시킨다. 그리고 d 가 
임계 값 1 보다 작고 극소 점 1 과 극소 점 2 와의 거리

가 임계 값 2 보다 짧고 임계 값 3 보다 짧으면 짧은 
곡선의 수를 하나 증가시킨다. 이렇게 계산된 수를 사
용하여 이미지를 분류하게 된다. (예: 짧은 곡선을 나
타내는 수가 15 보다 크면 이미지는 Type3 에 분류되

고, 긴 곡선을 나타내는 수가 10 보다 크면 Type2 에 
분류된다. 둘 다 해당하지 않을 경우, Type1 에 분류된

다.) 
 

5. 실험 결과 및 결론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안된 

알고리즘을 구현 후 다수의 실험을 시행하였다. 실험

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다수의 잎 이미지들과 
직접 그린 이미지들이 사용되었다. 실험을 위해 사용

된 시스템은 인텔 펜티엄 4 3.0GHz 의 CPU, 1GB 의 
RAM 을 가진 하드웨어 플랫폼이 사용되었다. 알고리

즘 구현을 위해서, C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림 4 는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샘플 질의에 대한 결과로부터 Precision 과 Recall 를 계
산하여 나타내었다. 이 그래프를 통해 BRR 알고리즘

을 사용하고, 분류 기법을 사용했을 때 더 나은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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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recision 과 Recall 그래프 (a) BRR vs BRR

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b) 이미지 분류기법을 사용

할 때 vs 이미지 분류기법을 사용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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