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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요도 맵과 Mean Shif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바일 폰 상 내의 와인 라벨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Mean Shift 알고리즘은 비모수  클러스터링 기술로 클러스터의 수에 한 사  지식이 없

이도 클러스터링이 가능한 알고리즘인데 실행 시간이 많이 필요한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해서 입력 칼라 와인 상에 Saliency Map을 먼  용하고 상의 두드러진 역을 찾는다. 다
음으로 Mean Shift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할 결과에서 얻은 칼라 마스크를 따라 빈도가 가장 높은 칼라 

역을 찾고 와인 라벨 역을 검출한다. 실험결과를 통하여 제안된 방법을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획

득된 다양한 와인 상의 라벨 역을 효율 으로 검출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1. 서론

   모바일 폰 활용에 따라서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획득

한 상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를 들어 

마트에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제공하는 련 정보가 부족

하여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이 자기와 어울릴지 모른다. 그

러므로 상품에 련된 많은 정보를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요도 맵과 

Mean Shif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모바일 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기 해서 다양한 상품 

 와인 상에서 라벨 역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Mean Shift 방법만을 용했을 때[1]의 오

랜 계산시간을 이기 하여 요도 맵을 먼  용하여 

기존의 수행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효율 인 라벨 검출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2. 와인 라벨 검출 방법

   논문에서 용한 Mean Shift 알고리즘은 칼라 정보를 

기반으로 커 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심을 찾는 알고

리즘으로 2002년에 D.Comaniciu[2] 등이 제안하 다. 그런

데 역폭(bandwidth)이 고정이 되어 있어있다면 입력된 

상의 크기가 클수록 실행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단

과, 기의 모드를 정확하게 결정해야하는 단 이 있다. 

한 일반 인 와인 상에서 와인 라벨 역은 주변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Mean shift를 바

로 용하는 것보다는 두드러진 라벨 후보 역을 먼  

분리하는 것이 효율 이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B. C. 

Ko[3]등이 제안한 요도 맵을(Saliency map) 먼  원본 

와인 상에 용하고 다음으로 Mean Shift를 이용하여 

와인 라벨 역을 검출한다.

2.1 요도 맵 생성

   요도 맵은 칼라, 밝기, 방향성에 기반을 두고, 주변 

픽셀과 앙 픽셀의 값 차이를 통하여 상에서 두드러진 

부분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다. 

2.1.1 칼라 특징 맵과 밝기 특징 맵

   칼라 특징 맵(color feature map)과 밝기 특징 맵

(Luminance feature map)을 생성하기 해서 

CIE(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L*a*b 색

상모델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칼라 특징 맵으로 a*, b* 색

상 모델만을 사용하며, L*는 밝기 특징 맵으로 생성한다.

먼  각 a*, b*, L* 상은 원본 와인 상에 한 1/2

크기로 다운 샘 링 한 후에 각 상에 도우 크기가 

× ×인 가우시안 두 필터를 용한다. 다음으

로 각 칼라의 특징 맵 과 밝기 특징 맵 을 

구성하고, 각각의 필터에 의해 얻어진 4개의 칼라 특징 맵 

과 2개의 밝기 특징 맵 의 각 합을 정규화 

함으로서 하나의 칼라 특징 맵( )과 하나의 밝기 특징 맵

( )을 생성한다. 생성된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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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방향 특징 맵

방향 특징 맵(Orientation feature map)을 생성하기 

해서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여 수평(LH), 수직(HL), 

각(HH) 방향의 3개 상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칼라 

특징 맵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필터를 용하여 6개의 방

향 특징 맵을 생성한다. 생성된 6개의 방향 특징 맵 

의 합을 정규화 하여 최종 인 방향 특징 맵을 

생성한다[식 3].

 

 
∈ 

∈××
         (3)

2.1.3 특징 맵 결합

앞 에서 생성된 칼라, 방향, 밝기 특징 맵을 결합하여 

최종 요도 맵을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상마다 칼라, 

방향, 밝기 맵의 가 치가 다르다. 각 가 치()를 계산

하기 해서 먼  각 특징 맵의 분산 를 계산하고 다음 

식 (4)를 이용하여, 식 (5)에 따라서 최종 인 요도 맵

()을 만들 수 있다.

     




                     (4)

 ×
×

×
    (5)

  3. 실험결과

실험에서 사용한 상은 모바일 폰으로 은 와인 

상이며, Matlab 7.7.0.471(R2008b)에서 수행한다. 한, 입

력 와인 칼라 상은 640*480 크기의 64장 상으로 구성

된다. 

(그림 1)은 논문에서 제안하는 와인 라벨 검출 과정 

 결과이다. (a)는 입력으로 사용된 원본 칼라 와인 상

이며, (b)는 상(a)의 요도 맵을 용한 결과이다, 그리

고 (c)는 요도 맵에 따라서 얻은 후보 와인 라벨 역이

며,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불필요한 주변이 제거됨

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d)는 요도 맵을 이용하여 얻은 후보 와인 

역을 sobel 에지 탐색기를 용하여 수직, 수형 방향의 

히스토그램을 계산하여 얻은 결과이며, (e)는 (d)의 결과 

상에 Mean Shif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할한 결과이

다. (f)는 Mean Shif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얻은 (d) 역 

내의 칼라 마스크를 계산하고 가장 높은 칼라 요소를 찾

아서 검출한 사각형 와인 라벨 역이며, 마지막으로 (g)

는 최종 으로 검출된 와인 라벨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mean shift 알고리즘만을 사

용한 방법보다 수행시간을 1/3로 일 수 있었다.

      (a)                (b)                (c)

     (d)           (e)           (f)            (g)

(그림 1) 와인 라벨 검출 과정 (a) 원본 상, (b) 요도 

맵, (c) 후보 와인 라벨 역, (d) 수직, 수평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얻은 역, (e) Mean Shift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할 결과, (f) 검출된 와인 라벨, (g) 최종 와인 라벨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폰에서 와인 상에 한 라벨

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와인 상의 칼라, 밝기, 

방향 특징에 한 요도 맵을 생성하고, 불필요한 배경이 

삭제된 후보 라벨 상에 해서, 에지 기반 방법과 Mean 

Shif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와인 라벨 역을 검출하 다.

실험 결과는 기존의 Mean Shift만을 사용했을 때의 상

보다 더 복잡한 배경이 포함된 와인 상에 해서도 효

율 으로 검출할 수 있었다.

향후 보다 많은 와인 상  다양한 상품의 상을 

사용하여 제안한 방법을 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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