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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내용 기반의 텍스타일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 다. 텍스타일 이미지에 한 색

상, 질감, 모양 특성 추출 조합을 각각 혹은 가 치를 이용한 방법으로 검색한다. 검색은 사용자 인터

페이스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이미지의 색상, 질감 특성 값에 한 검색과 결

과 피드백을 보면서 진행된다.  검색 상 이미지들을 유사도에 따라 다차원 비례법에 의하여 2차원 

화면에 클러스터링하여 체 이미지의 군집화 특성을 쉽게 악할 수 있는 기능을 구 하 다.

1. 서론

   디지털 이미지의 증가와 더불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에서 이미지의 장과 추출 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미지에 한 메타 데이터의 장을 통

하여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최근의 DBMS는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 방법을 제공해 가고 있다[1]. DBMS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색상, 질감, 모양에 한 검색을 함으

로써 이미지 검색과 더불어 데이터베이스 응용 개발이 용

이하다는 장 이 있다.    

   이미지 클러스터링은 이미지들에 한 기  데이터 없

이 비슷한 특성을 갖는 이미지를 서로 모으는 작업을 말

한다. 클러스터링의 목 은 데이터를 구분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복잡함을 이기 한 것이다. 량의 텍스타일 

이미지의 경우 소량의 텍스타일 이미지에 비하여 이미지

들의 속성들과 분포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클러스터

된 이미지를 통하여 기존데이터를 요약하고 표함으로써 

데이터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2].

   텍스타일 이미지의 검색 시스템은 텍스타일 디자이

에게 디자인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용

이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텍스타일 클러스터링은 텍스

타일 정보에 한 요약을 쉽게 할 수 있는 장 을 제공한

다.  

   2 에서는 텍스타일 이미지 검색의 개요를, 3 에서는 

구 된 시스템에 한 설명을 한다. 마지막으로 4 에서는 

결론과 향후 더 연구해야할 들을 논한다. 

2. 이미지 검색 개요

   이미지에 한 검색 가능한 속성은 색상, 질감과 모양

이 있다. 색상 검색은 색상 히스토그램을 이용한다. 히스

토그램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미지 크기와 타입에 상 없

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히스토그램은 통계 으로 세 

가지 색의 강도를 나타낸다. 질감에 한 정확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체 으로 시각  패턴의 동질성을 나타낸다.

   이미지들 간의 색상과 질감의 유사도를 계산하면 유사

도 값을 이용하여 다음의 2가지 질의가 가능하다.  

범  질의(Range Query) : 데이터 집합 s∈S이고, 질의 

심이 sc∈S, 반지름 r∈R일 때 d(sc, si) ≤ r을 만족하는  

si∈S 인 집합이다.

k-가까운 이웃질의(k-Nearest Neighbor Query) : 데이터 

집합 s∈S이고, 질의 심이 sc∈S, 정수 k ≥ 1일 때, sc

로부터  거리가 가장 짧은 k개의 원소를 찾는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DBMS)을 이용하여 유사도 질의

를 지원하려면 DBMS는 거리 함수(d)와 이미지 특성 추

출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IBM DB2는 DB2 Image 

Extender[3]을 제공하고, Oracle은 Intermedia[4][5]를 지원

한다. 본 연구에서는 Oracle의 Intermedia의 이미지 특성 

추출기를 사용하 다. 

   오라클 Intermedia는 멀티미디어를 지원하는 모듈로  

내용 기반 검색은 ORDImageSignature 데이터 타입으로 

제공된다. 입력이미지에 한 특성 값은 

ORDImageSignature.generateSignature 함수로 지원한다. 

2개의 이미지에 한 특성 값의 유사도는 

ORDImageSignature.evaluateScore 함수로 계산한다. 

   이미지 유사도는 색상, 질감과 모양의 특성 값을 이용

한 가 치를 주어 색상을 0-1, 질감을 0-1, 모양을 0-1까

지로 부여하며 체 합이 1이 되도록 하여 검색한다. 를 

들어 color=0.5, texture=0.3, shape=0.2와 같이 가 치를 

주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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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 Intermedia를 이용한 범  질의의 는 다음과 

같다. 

SELECT * FROM person p

WHERE ORDImageSignature.evaluateScore(image_signature,

  ORDImageSignature.generateSignature(’example.jpg’),

  ’color="1.0" texture="0.8" shape="0.1" location="0"’

) <= 1.5;

   오라클 Intermedia를 이용한 k-NN 질의의 는 다음

과 같다. 

SELECT * FROM (

  SELECT p.id, p.name, ROW_NUMBER() OVER (

    ORDER BY ORDImageSignature.evaluateScore(

      image_signature,

      ORDImageSignature.generateSignature(’example.jpg’),

      ’color="1.0" texture="0" shape="0.1" location="0"’)

    ) AS rownum

  FROM person p

) WHERE rownum <= 10;

3. 텍스타일 이미지 검색 시스템 구

   이미지 검색 시스템은 먼  텍스타일 이미지로부터 이

미지들에 한 색상, 질감, 모양에 한 특성값(signature)

을 계산하여 특성값(feature)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그

림 1은 검색시스템의 구조도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질의 이미지를 입력받으면 유사도 계산 알고리즘은 질의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낸다. 텍스타일 이미

지 데이터베이스는 텍스타일 이미지로부터 특성을 모두 

계산하여 미리 특성 데이터베이스에 장해 둔다.

       

그림 1 : 검색시스템 구조도

   검색을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림 2와 같다. 검색

은 k-가까운 이웃질의를 사용하며 k 값은 10으로 설정하

다.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검색하려는 목 에 

따라 색상, 질감, 모양에 한 가 치를 주어가면 화식

으로 여러 검색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검색 상이 되는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

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따로 입력할 수도 있다. 

검색 화면의 맨 로부터 색상(color), 질감(texture), 모양

(shape), 가 치검색(weighted) 순으로 검색한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검색 상 이미지의 개수는 100개이다. 

  

그림 2 : k-가까운 이웃질의 검색시스템

4. 텍스타일 이미지 클러스터링 시스템

   텍스타일 이미지의 클러스터링은 색상, 질감 속성들에 

의하여 유사도가 가까운 이미지들을 카테고리화하여 보여

주는 방법이다. 클러스터 분석은 분석 에 카테고리의 성

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미지들 간의 유사도만을 이용하

여 카테고리화하는 비감독형 학습 기법이다. 

   텍스타일 이미지의 카테고리화는 많은 양의 이미지를 

표하는 이미지들로 나타냄으로써 이미지의 리를 편리

하게하고 사용자에게 체 이미지에 한 내용을 쉽게 

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텍스타일 이미지를 색상, 

질감, 감성 등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텍스타일 이미지의 클러스터링은 유클리디안 거리법에 

의하여 2차원 화면에 유사도 값과 실제 거리가 비례하도

록 표시하 다. 표시하는 알고리즘은 다차원 비례법

(multidimensional scaling)[6]을 사용하여 2차원 평면에 

실제 유사도에 비례하도록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

하 다. 색상에 의하여 클러스터링한 결과는 그림 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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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클러스터링 결과(색상)

   그림 4는 질감에 따라 클러스터링한 결과이다. 그 외에 

색상과 질감, 모양에 한 가 치를 주어서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그림 4 : 클러스터링 결과(질감) 

    그림 5는 검색된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볼 수 있는 

상세 이미지 정보이다. 

그림 5 : 상세 이미지 보기

5. 결론

   텍스타일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하고 색상, 질감, 모양 혹은 가 치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 다. 텍스타일 검색 시스템은 많은 

양의 텍스타일 이미지에서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냄으로써 

텍스타일 디자이 가 많은 디자인에서 아이디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텍스타일 클러스터링 시스템은 많은 양의 텍스타일 이

미지에서 색상, 질감, 모양 혹은 가 치에 따라 이미지의 

분포를 악하고 있으며 표 이미지로 체를 요약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텍스타일 이미지의 

특성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이며 좀 더 다양하게 검

색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S. Nandagopalan, Dr. B. S. Adiga, and N. Deepak., 

A Universal Model for Content-Based Image 

Retrieval.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46, 2008.

[2] Clustering of Texture Features for Content based 

Image Retrieval,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Information 

Systems Table of Contents, 2000.

[3] DB2 Image Extender, www.ibm.com.

[4] Oracle® Multimedia User's Guide, www.oracle.com.

[5] Oracle® interMedia Reference, www.oracle.com.

[6] Multidimensional Scaling for Java, 

http://www.inf.uni-konstanz.de/algo/software/mdsj/.

[7] Daniel S. Kaster, et al., Incorporating Metric Access 

Methods for Similarity Searching on Oracle 

Database. SBBD 2009: 196-210.

- 154 -

제3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7권 2호 (2010.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