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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컬러영상의 검색을 위하여 대표색상의 통계적 특성과 그 공간적 분포를 이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대표색

상은 HSV 색상공간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1-8개의 색상영역으로 선택되는데, 대표색상의 값과 각 대표색상이 영상에서

어떻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검색되는 영상의 종류와 객체의 형태가 크게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을 일정한 개수의 작

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각 대표색상이 충분히 존재하는지를 평가하여, 각 대표색상이 영상평면에서 분포한 상태를

이진화된 공간분포 지도로 표시한다. 이로부터 영상간의 대표색상마다 이진공간분포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색상의 통계적

특성과 공간적 분포가 동시에 반영된 특징으로 영상을 검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대표색상의 공간적 분포 모델을 이용한

영상검색 기법은 MPEG-7에서 정의한 대표색상 기반의 영상 검색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진공간분포 지도의 생성

방법 및 거리측정 파라미터에 대한 최적화가 이루어지면 영상검색 성능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웹기반의 영상검색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주요 단어의 분포상태를 중심으로 문서를 검색하는 BOW

(Bag-of-Words) 방식은 인터넷이나 자료검색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

여주고 있는검증된기술이지만, 영상을 검색하는 기술은 아직 문서검

색 만큼의 신뢰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MPEG-7에서

는 영상의 색상정보의 통계적 특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영상검색 기

술을 개발하였다 [1]. 다양한 색공간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기존의

방식들은 통계적으로 유사한 색상분포를 갖는 영상들을 검색하는데

효과적이지만, 히스토그램이라는공간적속성을 제거한 정보를이용하

기 때문에, 영상속의객체나배경과같은 내용 기반의 영상검색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문서검색에서 사용

되는 BOW 개념을 SIFT [8], SURF [9] 같은 표현자 (descriptor) 기반

의 특징추출 기술에 적용하여 영상검색을 시도하는 BOF (Bag-of

Feature)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7]. BOF 기

술에서는영상으로부터 추출된 SURF 또는 SIFT 벡터를 일정한 개수

로 양자화 또는 분류하여 시각단어 (visual words)를 우선 추출하고,

시각단어를 문서에서의 단어처럼 간주하여 영상을 문서검색과 같은

방법으로 영상을 찾는다. 그러나 BOF 기반의 영상검색도 아직까지는

좋은결과를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문서에서의 단

어와는 달리 시각단어는 영상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명확히 규정되기

가 어려우며, 분류한시각단어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서 검색되는 영상

이나 객체가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SIFT나

SURF 특징벡터가충분히 검출되지 않거나객체나배경의자세변환이

심한 경우에도 BOF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검색에 있어서 MPEG-7에서 정의한 대표 색

상의통계적특성을이용하면서, 대표 색상의공간적인분포를함께고

려하여객체의형태와배경을반영하는영상검색기법을다룬다. 본 논

문에서는 사용자가 특정한 대상을 검색하거나 비슷한 분위기의 영상

을 검색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이 때 특징점을 이용한

BOF 기반의 기술보다는 색상을 이용한 영상검색이 더 효과적인 경우

가많다. 본 논문에서는색상정보를기반으로유사한객체나배경을중

심으로 영상을 검색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색상 기반의 검색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3]

에서는 쿼리 영상과 데이터베이스 영상과의 색상 히스토그램 간의 거

리를 계산함으로써 두 영상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히스토그램 자체는

공간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공간적정보를이용하기위해서 [4]에서는 영상내에서같은색상의응

집 여부를 이용한 Color Coherence Vectors를 제안하여 기존의 색상

히스토그램 방법을 개선하였으나, 공간 정보가 극히 적다는 단점이 존

재한다. [5]에서는색정보를반영하기위해서색상히스토그램에대한

모멘트를 이용하였고, 공간 정보 반영을 위해서 웨이브릿 부이미지를

가우시안 분포로 근사한 뒤 그 계수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특징량

추출 시 색 정보와 공간 정보를 분리해 다루었기 때문에 영상 간 유사

도 정의 시 실험에 의해 각 특징량의 가중치를 결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대표 색상을 이용해 유사 영상을 검색하는 MPEG-7 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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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색상기술자는대표적인색상기술자로서, 영상의색상분포를효율

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두 영상이 같은 색상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 공간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칭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표 색상의 공간적 분포를 표현하고 그 차이를쉽게 구할 수 있는 공

간분포 지도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같다. 2절에서는대

표 색상의 통계적 특성(히스토그램)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3

절에서는 대표색상의 공간분포를 모델링하는 이진공간분포 지도 생성

방법을 설명한다. 4절에서는 제안한 방법과 기존 MPEG-7 방법을 이

용한 비교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5절에서 본 논문에 대한 향후 개선

사항과 결론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2. 제안하는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쿼리 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검색하기 위하여 쿼리

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HSV 색 공간에서 설계하는 방법과, 대표

색상의 공간적 분포를 이용하여 두 영상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1 HSV 색상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영상의명암값의분포를보여주기 위해사용되며, 두

히스토그램의유사도를 계산함으로써 영상을 비교할수 있다. 색상 히

스토그램이란색상공간 (color space) 을 일정구간으로나누고, 각 구

간에 분포하는 픽셀들의개수를측정하는것으로 다음식과같이 표현

된다.

    · Pr      

여기서 A, B, C 는 색상 공간에 해당하는 3 개의 색상 채널을 의미하

고, N 은 영상 전체의 픽셀 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RGB 색 공간은 색상들 간의 의존성이 높고

이들 간의 근접성이 색상의 유사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진

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논문에서는 HSV 색 공간

을 이용한다. 이는 색상(Hue), 채도(Saturation) 그리고 명도(Value)

로 구성되어 있는색 공간으로, 3 개의 구성 요소의 정의에 따라 HSV

색 공간은 그림 1과 같이 원뿔 모형으로 나타난다.

그림 1. HSV 색 공간 원뿔 모형

색상 값 H 는 가장 파장이 긴 빨강을 0도로 하였을 때 상대적인 배치

각도를 의미하고, 0~360도의범위를갖는다. 채도값 S 는 특정한 색상

의 가장진한상태를 100%로하였을때진하기의 정도를나타내며, 명

도 값 V는 흰색을 100%, 검정을 0%로 하였을 때 밝기의 정도를 나타

낸다. 원뿔 모형에서보이는바와같이, 명도 0%는 검정을 의미하므로

단하나의점으로표현되며원뿔의꼭지점에해당한다. 또한실제색상

은 어두워질수록 채도 값에 따른 색상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높은

명도에 비해채도값이 나타내는 폭이 줄어든다. 이러한 사실을이용하

면 영상에서 색상 정보는 채도 값과 명도 값이 매우 작지 않을 때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개수의 빈을 가지는

HS 색상 히스토그램은 채도 값과 명도 값이 특정 문턱치 값 이상인

값 (     ) 에 대하여만 생성한다. 나머지 색상 정

보가없는 픽셀은명도 값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므로,  개수의빈을

가지는 V 색상 히스토그램을생성한다. 결과적으로 생성된 HSV 색상

히스토그램은     개수의 빈으로 이루어진다 [6]. 이

러한 히스토그램 구조를 바탕으로 빈도수가 높은 1-8개의 대표색상을

추출한다.

2.2 대표 색상의 공간적 분포를 이용한 유사도 측정

대표 색상은 주어진 영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색상이 무엇인가

하는정보이다. 이를 구하기위한가장보편적인방법은색상히스토그

램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진 색상을 대표 색상으로 정의한다.

쿼리 영상  의 HSV 색상 히스토그램에서 최소 1 개에서 8 개

사이의 대표 색상  를 추출한 후, 영상의 픽셀 값이 각 대표 색상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인 이진 맵  
을 생성한다. 쿼리 영상의

대표 색상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는 이진 공간분포 지도  
는

 
를 ×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에서대표 색상에속하는 픽

셀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와  

는  

(∈ ) 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각 채널에서의 공간분포 지도



의 픽셀 위치  에서의 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 f


≻ 

 
.

여기서  는픽셀 가 속하는 블록에서의 대표색상  값에 속

하는픽셀의개수이고,  는각블록에속하는모든픽셀의개수

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데이터베이스의 영상  에 대하

여, 쿼리 영상의 대표 색상에 대한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는 공간분포

지도  
를생성한다. 그림 2는쿼리영상의 HSV 히스토그램으로

부터추출한 2 개의 대표 색상의 공간분포 지도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결과적으로 쿼리 영상  와 데이터베이스의 영상  간의 유

사도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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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쿼리 영상과 데이터베이스 영상에서 픽셀 위치

 에서의 값이 같은 대표 색상에 속하면 1 이고, 그렇지 않으면 0 인

이진 값을 갖는다.

그림 2. 쿼리 영상의 대표색상에대한공간분포지도  
와  

를 구하는 과정.   (  ) 는  번째 대표 색상을 의미한다.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68 장의 쿼리 영상과

318 장의 데이터베이스 영상을 이용하였다. HSV 색 공간에서의 색상

히스토그램의 빈의 개수는    ,    그리고   

로 ×    개로 양자화 하였고, 대표 색상  의 개수

는 8 개로 사용하였다. 각 대표 색상의 공간적 분포를 위하여 영상을

× 로 분할하고 각 블록에서 각대표 색상의 값을 가지는 픽셀

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  ) 이상일 때 1의 값을 가지는 이진

맵을 형성하였다. 그림 3, 4 는 MPEG-7 의 대표 색상 기술자를 사용

한결과와제안하는방법을사용한검색결과로서, 쿼리영상과가장유

사하다고 생각되는 상위 10 장의 영상을 뽑은 것을 보여준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하는 영상 검색 방법은 영상에서의 객체나 배

경형태를고려하여대표색상의분포를반영하기때문에, 기존의방법

보다 우수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공간분포지도를 생성하거나

비교하는 과정이 정수연산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서와

같은제한된연산기기에서도큰 제약없이 사용이 가능하여, BOF 영상

검색 기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론

본논문에서는대표색상의통계적특성과 그공간적분포를 이용하

여 영상을 검색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대표색상은 HSV 색상공간에

서 빈도수가 높은 1-8개의 색상영역으로선택되며, 대표색상이영상에

서 분포하는 상태를 이진공간지도로 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을 일정한 개수의 작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각 대표색상이

충분히 존재하는지를 평가하여 각 대표색상이 공간적으로 분포한 상

태를 이진화된 공간분포 지도로 모델링하였다. 그런 다음 대표색상의

이진공간분포 지도를 비교함으로써, 영상을 검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대표색상의 공간적 분포 모델을 이용한 영상검색 기법은

MPEG-7에서 정의한 영상 검색보다 더욱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향후이진공간분포지도의생성 방법및 파라미터에 대한최적화를통

하여검색성능을개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 웹기반의컬러영상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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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실험 결과. (a) 대표 색상 기술자를 사용한 결과, (b)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한 결과.

(a)

(b)

그림 4. 실험 결과. (a) 대표 색상 기술자를 사용한 결과, (b)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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