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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유자 수는 1300만 명 이상으로 세계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그에 따라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졌다. 본 

논문서는 스마트폰 의 GPS기능과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쉽고 새로운 방법으로 서울시관광

지를 검색 할 수 있는 기능을 제안한다. 기존에는 관광지의 이름을 이용해서 검색하는 방법

이 일반적이었다. 검색의 정확성을 요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관광자의 이름을 모르는 상활

에서는 검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지를 이용해 관광지를 검색하므로 사진 한 장

만 있으면 바로 이미지의 검색이 가능해서 글자 검색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었다. 논문에

서는 이미지 비교알고리즘 중 색의 분포도를 이용한 이미지 비교알고리즘을 기술하고자 한

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GPS기능을 이용해 사용자의 위치와 관광지의 위치를 구글맵에 표

시해서 사용자가 관광지를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1. 서론

  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삶이 보다 나

아졌고 그 이유로 국민들의 여가생활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  은 표 인 여가생활 보내는 방법 

의 한가지로 자리 잡았다. 재 지에 한 정

보제공이 활성화 돼 있는 상태이고 지 이름으로 

인한 검색방법이 일반 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

다. 재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검색에 한 문제

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이미지 검색방법을 

지 검색에 이용하려 한다. 지에 한 사  정

보 없이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지에 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어 을 하려는 사람들에

게 많은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T강국이라 불리는 한민국은 스마트폰 보 률

이 1300만 를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의 보

이 활발한 상태이다. 이 을 착안해서 스마트폰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 검색 로그램을 설계하게 되었다. 이미지를 

이용해 검색을 제공하므로 기존의 한계 을 극복할 

수 있고 지 에서 을 하며 지 정보를 바

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양한 이미지 

검색 방법  색 비교 방법을 사용해서 사진의 조

명, 배경 등의 사진촬  시의 제약사항을 이려 노

력했다. 그리고 스마트폰 단말에서 많은 양의 정보

를 리하고 이미지 비교를 수행하는데 속도가 느릴 

수 있어서 서버와 통신을 통해서 서버에서 빠르게 

비교한 이미지를 스마트폰이 결과만 표시해 주는 형

태로 구성해서 속도의 최 화 에도 노력을 기울 다. 

  지를 찾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약도나 로 표

시된 치정보에 의존하는 평면 인 방법을 일반

으로 사용했었다. 행길이나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용자 에게는 불편한 이었다. 하지만 GPS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치와 지의 치를 정확히 지

도에 표시해 주고 나침반을 표시해서 사용자가 쉽게 

길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치정보를 알려주고 있고, 

일반지도와 성지도 모두 사용 가능해서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상한다.

2. 련 연구

2. 1 컬러 모델

 컬러모델에는 RGB 컬러 모델과 HSV 컬러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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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RGB 컬러 모델은 빛의 삼원색인 빨강, 록, 

랑을 이용하여 색상 을 표 하는 방식이다. 이 세 

가지 색상을 갖고 색을 분리하는 방법인데 각 성분

을 8비트의 256단계로 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을 True Color라고 한다. 검정색을 00으로 표  

하고 흰색을 FF로 표 한다. 각 성분에 16진수 두 

자리씩 총 16자리를 이용하면 모든 색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의 감각 체계가 빨강, 랑, 

록에 해당하는 세 가지 장의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컬러큐 의 3차원 인 모습

[그림 1]으로 표 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림 1] RGB색상들과 컬러큐

HSV컬러 모델은 이미지의 색상과 채도와 밝기 정

보를 구분해서 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것은 원뿔 

모양의 좌표계로 표 한다. 색상(Hue)은 그 색의 원

색을 나타내는 역할이고, 채도(Saturation)는 색의 

순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원색에 어느 정도의 흰색

이 혼합되어있는지를 나태난다. 밝기(Brightness)는 

색상의 밝은 정도를 나타낸다. 그 다면 이것을 원

뿔 모양의 좌표로 나타난다면 [그림 2]와 같이 표

[그림 2] HSV컬러 모델

할 수 있다. 0도를 빨강색으로, 120도는 록색으로, 

240도는 란색을 각각 표 한다. 채도는 0에서 1까

지의 값을 가지며 원뿔 심으로부터의 수평거리로 

표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수평거리는 Z축과의 거리

를 나타내고, 명도는 세로축에 해당한다. 가장 아래

쪽의 값을 명도의 0인 검정색으로 표 하고, 가장 

쪽은 명도 1인 흰색을 표 한다. 이 게 표 되는 

것은 RGB와는 다르게 HSV는 색상과 채도, 밝기로 

표시되기 때문에 RGB를 이용해 색 비교를 할 때보

다 색상만을 이용해 색 비교를 수행할 때 이미지 비

교의 정확성을 얻을 수 있다.

2. 2 컬러 모델을 사용한 이미지 비교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해 장한 이미지를 서

버로 송하고 서버에서 송 받은 이미지의 색상을 

비교하기 해 RGB컬러 공간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HSV컬로 공간으로 변형하면 [그림3]과 같은 결과를 

[그림 3] RGB TO HSV변환 결과

얻을 수 있고 HSV 상의 히스토그램([그림 4])을 구한 뒤

[그림 4] HSV 상의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비교를 실

행한다. 색상 값만을 사용해서 비교한다.  체 이미지

에 한 색상을 비교하면 잡음을 포함한 외상황의 이유

로 비교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알았고 최

한 인식률을 높이기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고 그 결과 

이미지를 [그림 5] 과 같이 9개의 역으로 나 고 각 역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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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이미지를 균일한 9 역으로 나눔

한 히스토그램을 비교한 뒤 비교대상 이미지와 같

은 영역에 해당하는 히스토그램을 비교하고 비교결

과 상위 6순위 결과의 평균을 구해 이미지를 비교해

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히스토그램의 유사도

를 비교하는 4가지 알고리즘인 ‘상관관계’, ‘카이제곱’, 

‘교차’, ‘바타차야거리’ 방법 중 가장 비교결과가 좋

은 상관관계 방법[그림 6]을 사용해서 최종결과를 

구한다. 

  [그림 6] 상 계 비교방법

결과값 (1.0:완벽한 일치, 0.7:절반 일치, 0.0:완전한 불일치)

2. 3 GPS센서를 이용한 지도 치 안내

  지의 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해서 

지의 치는 물론 사용자의 정확한 치를 표시해 

주어 사용자가 목 지까지 찾아가는데 편리함을 제

공한다. 다음의 [그림 7]은 사용자의 재 치를 

GPS센서를 통해서 받아오고 표시해주고 화면 상단

에 나침반까지 표시해주어 사용자가 깃을 찾아가기 

편하도록 구 맵을 사용해서 로그램을 구성 하

다. 자신의 치를 지도에 표시해 주는 방법은 크게 

GSP센서를 이용하는 방법과 IP주소를 인식하는 방

법이 있고 둘 다 높은 치인식률을 보인다. 로그

램이 서울시 지를 검색하는 로그램 이므로 서

울의 마스코트인 ‘해치’를 사용해서 [그림 8]과 같이 서울

시의 지 치를 표시했다. 지의 치를 

도와 경도로 설정해서 치의 정확성을 얻을 수 있

었다. 치를 표시할 때 안드로이드 MapView의 

layer기능을 사용해 구 했다. 

     [그림 7] 사용자의 재 치 표시

       [그림 8] 서울시 지의 치

해당 지의 해치 표시를 터치해서 지의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지도의 옵션 기능도 추가해서 

성지도에서 사용자가 지도를 찰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옵션을 설정한다.

재 사용자의 치로 지도를 옮겨주는 옵션을 설정

하여 지도를 검색하다 쉽고 본인의 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최 한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했다.

3. 실험  평가

3.1 개발환경

 1) 사용 로그램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  C언어
  OpenCv 2.2.0 

  Eclipse - Java 1.6

  Android 2.2 Froyo

 2) 사용기기

   갤럭시 S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기능을 이용해 

촬 한 상이나 이미 장되어있는 이미지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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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서버에 있는 상과 비교하는 과정을 설명하

고, GPS기능을 활용한 지도사용으로 사용자에게 원

하는 치를 제공하는 기능을 설명했다. HSV변환을 

통한 이미지 비교과정에서 높은 확률로 체 인 이

미지의 비교가 가능했다. 로그램의 동작 과정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로그램 동작 과정

[그림 10]은 실제 로그램의 동작 화면이다.

         [그림 10] 이미지 비교과정

6. 결론  향후과제

  지 정보 검색문제를 이미지 비교방법  

HSV변환을 통해 색상 역을 이용해 비교하는 방법

을 사용해 검색 문제의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하

다.  지의 치와 자신의 치를 GPS센서를 

이용, 지도상에 표시해 주는 기능으로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방법에 해 기술했다. 체 색

상에 한 정확성 높은 비교를 할 수 있었지만 비슷

한 색상을 가진 지가 검색되는 보완 이 있었

다. 그리고 이미지 상에서 지의 역을 사용자

가 지정해야 하는 단 도 있었다. 이미지에 한 검

색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서 색상비교 이외의 방법

을 추가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교된 결과를 구

해서 결과 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검색을 해서 서버와의 통신을 요구 하므로 3G

망이나 WIFI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미지

를 검색 할 수 없다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보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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