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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공간 특성(Spatial properties) 및 통계적 특성(Statistical properties)을 포함한 특
징이미지를 구성하고, 지역 분산 크기를 이용한 공분산 행렬을 생성하여 텍스쳐 분류에 이용함으로서 조도
(illumination) 및 노이즈(Noise) 그리고 회전(Rotation)에 강인한 텍스쳐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영역 합계의 빠른 
연산을 위해 사용된 중간 이미지 표현인 적분 이미지(Integral Image)를 이용함으로서 텍스쳐 검출 프로세스의 수행 
시간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브로다츠(Brodatz) 질감 이미지를 이용하여 잡
음 추가 및 히스토그램 명세화 그리고 회전 이미지를 생성하여 실험하였으며, 96% 이상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make up a feature image including spatial properties and statistical properties on 
image, and format covariance matrices using region variance magnitudes. By using it to texture classification, 
this paper puts a proposal for tough texture classification way to illumination, noise and rotation. Also we offer 
a way to minimalize performance time of texture classification using integral image  expressing middle image 
for fast calculation of region sum. To estimate performance evaluation of proposed way, this paper use a 
Brodatz texture image, and so conduct a noise addition and histogram specification and create rotation image. 
And then we conduct an experiment and get better performance over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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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상처리 분야에서 텍스쳐(Texture)는 상호 련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물체표면의 조직구조를 나타내

는 것으로 주어진 역에서의 통계  구조  계를 특

성화함으로서 객체 인식(Object Recognition), 형태 인식

(Pattern Recognition), 반도체  속의 표면 검사

(Surface Inspection), 원거리 감지(Remote Sensing), 의

료 상 분석과 상 복구(Medical Image Analysis and 

Restore), 항공사진으로부터의 지형 추출(Topograp hical 

Extraction)등 폭넓은 응용분야에서의 기반 기술로 사용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뿐

만 아니라 통  방법인 통계  근 방법(2차 통계 분

석(Second Order Statistics),  GMRF(Gaussian Markov 

Random Fields)[1], 명암도 상호발생 행렬(Gray Level 

Co-occurrence Matrix)[2], 지역  선형 변환(Local 

Linear Transforms))  구조  근 방법[3]에서부터 

재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4]을 이용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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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살펴보면 구 의 복잡성과 수행 시간이 오래 걸

리는 단 , 그리고 주어진 이미지의 조도(illumination) 

 노이즈로 인한 이미지 손상  회  변화에 따른 성능 

감소를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역의 외형 특성 뿐 아니라 통계  특성을 포함하는 특

징이미지를 구성하고, 그것의 공분산 행렬을 이용함으로

서 조도  노이즈, 그리고 회 에 강인한 텍스쳐 분류 

 여러 종류의 텍스쳐가 혼합된 이미지에서 동일한 텍

스쳐를 빠르게 검출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을 통한 특징 이미지의 구성은 텍스쳐 이미지의 회

뿐만 아니라 조도  노이즈에 해서도 우수한 성능

을 나타냄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동일 

텍스쳐의 검출에서는 역 합의 계산을 해 사용된 

간 표 인 분 이미지를 이용함으로서 검출 로세스의 

속도 향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주어진  역에 한 특징 추

출 단계로서 특징이미지와 그것의 공분산 행렬  회

에 독립 인 공분산 행렬을 만들기 한 특징이미지의 

구성에 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주어진 텍스쳐 이미

지에 하여 동일한 텍스쳐를 가진 객체를 빠르게 검출

하는 방법에 하여 기술한다. 4장은 제안한 방법의 성능

을 실험을 통하여 나타내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특징 추출

1. 특징 이미지에 대한 공분산  

공분산은 두 개 이상의 변량 데이터가 주어질 경우 각 

변량간의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통계  척도로서, 

서로 간의 계에 따라 음수, 양수, 혹은 의 값을 가지

게 된다. 

     (a)              (b)              (c)

그림 1. 공분산 행렬과 상관계수(:분산, :상관계수)
Fig. 1. Covariance matrix and Correlation 
        coefficient

만약 특징이 함께 증가한다면, 공분산은 그림 1의 (c)

와 같이 양의 값을 가지며, 하나의 특징이 증가하고 다른 

특징이 감소하면 그림 1의 (a)와 같이 음수, 만약 두 특징

이 독립이라면 그림 1의 (b)와 같이 공분산은 의 값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식 (1)과 같이 각 텍스쳐 이미지 

  로부터 획득 되어진 픽셀에 한 임의의 사상에 해 

M×N×d차원의 특징 이미지 을 구성하고, 이것

의 공분산 행렬을 생성하여 텍스쳐 분류에 이용한다.

                             (1)

식 (1)에서 는 칼라 이미지에 한 각각의 색상 값

(R, G, B), 에 한 변화량 :  , 에 한 변화량 :  , 

는 필터 응답과 같은 각 픽셀에 한 사상으로, 높은 

차원의 미분계수, 이미지 원 에서의 반지름 거리  각

도, 그리고 주어진 이미지 상이 동 상일 경우 상 

임 사이의 차이 값 등을 포함하여 확장 할 수 있다. 식 

(2)은 주어진 역에 한 특징의 d×d 공분산 행렬을 나

타낸다.


 





   
             (2)

이때 는 n개의 픽셀을 포함하는 이미지 내의 역에 

한 특징들의 평균 벡터이고,    는 역내

의 d-차원 특징 벡터이다. 그림 2는 주어진 이미지(a)에 

하여 (b)의 특징 벡터로 구성된 특징 이미지의 샘  공

분산 행렬(c)을 나타내었다.

    

(a) Texture image

       

(b) Feature vector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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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ovariance matrix of feature image

그림 2. 다섯 가지 특징에 의해 생성된 공분산 행렬
Fig. 2. Covariance matrix generated for 5 

features

공분산 행렬은 이미지 내의 역 특징을 나타내는데 

있어 명암의 평균 신에 분산을 이용하는 본질 인 특

성으로 인해 조도에 덜 민감하며, 개별  샘 들을 오염

시키는 노이즈는 공분산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평균값에 

의해 여과됨으로서 잡음에 강인하다. 한 공분산 행렬

은 텍스쳐 분류에 자주 사용되어진 통계  근 방법보

다 그것이 가지는 칭성으로 인해 단지  의 

서로 다른 값을 가짐으로서 낮은 차수를 유지할 수 있다. 

2. 텍스쳐 분류를 위한 공분산 

본 연구에서는 공간 특성으로서의 기능인 픽셀 좌표

와 통계  특성으로서의 기능인 각 픽셀 값, 그리고 그것

으로부터 획득되어진 와 에 한 일차, 이차 미분 계

수를 통한 특징 벡터 을 식 (3)과 같이 구성한다. 

  ′′  ′′  
     

       (3)

식 (3)에서 ′′는 역 심에 한 상  좌표이

며, ′′는 역 심으로부터 ′′까지 거리로

서 식 (4)과 같이 정의된다.

′′  ′ ′


                  (4)

식 (5)은 특징 이미지에 한 공분산 행렬이 회 에 

하여 독립 인 특성을 만들기 해, 좌표에 한 주 수 

변환함수 ′′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 ′  
′ ′

′′
            (5)

여기서 는 역의 최  반지름에 해당하는 정규

화 상수이며, ′′는 픽셀 치에 한 방향으로서 

식 (6)으로 정의 된다.

′′  ′
′
                      (6)

주 수 변환함수 ′′는 복소수의 공분산을 생

성함으로 공분산 행렬을 구성할 때 공분산 계수의 크기

를 사용한다.         

Ⅲ. 텍스쳐 검출 

1. 유사도 측정

특징 이미지와 그것으로부터 생성된 공분산 행렬은 

제곱 계를 가지고 있다. 달리 표 하면, 특징 이미지에 

한 공분산 행렬은 비선형(nonlinear) 계라고 할 수 있

다. 그 기 때문에 두 공분산의 유사성을 비교하기 한 

방법으로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척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고  기계 학습 알고리즘의 

부분을 이용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개의 공분

산 행렬의 비 유사성을 측정하기 해[6] 에서 제안된 거

리  척도, 식 (7)을 이용한다.

  







               (7)

식 (7)의   는 식 (8)로부터 계산된 공분산 

행렬 과 의 일반화된 고유값(Eigen Value)이다.

     ⋯                (8)

그리고 0이 아닌 는 일반화된 고유벡터(Eigen 

Vector)이다.  의 값은 작을수록 두 공분산 행

렬의 유사성이 높음을 나타내고, 만약   면, 

 을 나타낸다.

 

2. 효과적인 공분산 계산 방법

여러 종류의 텍스쳐가 혼합된 이미지에서 동일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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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를 검출하기 해서는 이미지의 일정 부분에 한 식 

(7)의 유사도 측정을 이미지  구간에 걸쳐 계산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계산의 성능 향상을 해 

Viola와 Jones가 제안한 Adaboost 알고리즘
[5]에서 하알-

유사 특징(Harr-like feature)의 빠른 계산을 해 사용된 

간 이미지 표 인 분 이미지를 특징 이미지의 공분

산 계산에 이용한다. 그림 3의 (x',y')에 한 분 이

미지는 식 (9)로 구할 수 있다. 

 ′′  
≤′ ≤ ′

             (9)

식 (9)에서  ′′는 분 상이고, 

 는 원 상의 밝기 값이다. 분 상에서 

′′의 값은 식 (9)과 같이 가로 방향으로 ′좌표까

지, 세로 방향으로 ′좌표까지의 픽셀 값을 모두 시

킨다. 한 ″″의 값은 ″″까지 모두  

시킨 값에서 ″′  그리고 ′″까지  시킨 

값을 빼고, ′′까지  시킨 값을 더함으로서 구

할 수 있다. 

그림 3. 적분 영상
Fig. 3. Integral image

입력된 상에 하여 분 상을 만들어 놓으면 특

정 값을 계산하기 해서 사각형 내의 모든 픽셀 값을 매

번 더해야 하는 과정을 일 수 있다. 공분산 행렬에서의 

분 상을 구하기 해서는 먼  이미지 내의 모든 픽

셀에 한 공분산 행렬을 계산 하여야 한다. 이 때 생성

된 분 상은 d-차원 블록을 형성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서 M×N이미지 내의 모든 픽셀에 하여, d×d 공분산 행

렬을 생성할 것이다. 를 들어, 분 상 내의 (2, 2)

의 공분산 행렬은 d-차원 블록 내의 (1, 1), (1, 2), (2, 

1) 그리고 (2, 2)의 합이다. 그림 4는 공분산 행렬의 분

상을 생성하는 MATLAB코드이다. 

INTIM(1,1,:,:)=COVM(1,1,:,:);

for y=2:h;

    INTIM(y,1,:,:)=sum(COVM(1:y,1,:,:));

end

for x=2:w;

    INTIM(1,x,:,:)=sum(COVM(1,1:x,:,:));

end

for y=2:h;

    for x=2:w

       INTIM(y,x,:,:)=COVM(y,x,:,:)+INTIM(y,x-1,:,:)+...

              INTIM(y-1,x,:,:)-INTIM(y-1,x-1,:,:);

    end

end

그림 4. 적분영상에 대한 MATLAB 코드
Fig. 4. Matlab code of integral image

생성된 공분산 행렬의 분 상에서 그림 3의 녹색 

역의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기 한 방법은 식 (10)과 같

다.

    ″ ″  ′′ 
 ″ ′  ′′     

(10)

Ⅳ. 실험 및 결과

1. 실험방법

제안한 방법의 성능평가를 하여 사용한 데이터는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제공하는 

USC-SIPI Bradatz Texture Data Set[7]이다. 그  첩 

되지 않은 13개의 질감 이미지를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명세화 상  평균이 0이고, 분산이 0.03인 가우시안 노

이즈를 추가시킨 잡음이 추가된 이미지를 생성하 으며, 

회  상에 해서는 30, 60, 90, 120, 150 그리고 200도

로 회  시킨 78개의 이미지에 하여 각각 랜덤한 치

에서 100개의 서 이미지를 구성한, 총 11700개의 이미

지를 생성 하 다. 그리고 생성한 이미지 에서 각 텍스

쳐에 한 10개의 이미지는 목표 상(Target Image)에 

한 참조 상으로 데이터베이스 생성에 사용하여 분류 



2010년 10월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0권 제5호

- 137 -

텍스쳐

회 이미지

+ 원본이미지

(8,970/9,100)개

잡음이미지

+ 원본이미지

(2,470/2,600)개

체이미지

(11,570/11,700)개

D9 100.00 100.00 98.97

D12 93.09 96.02 95.98

D15 95.51 97.21 95.52

D16 96.54 98.21 98.65

D19 99.21 99.11 98.38

D24 97.62 96.20 97.08

D29 98.21 98.45 99.29

D38 96.65 98.21 98.01

D68 98.66 95.76 92.45

D84 91.24 96.59 89.14

D92 100.00 100.00 99.92

D94 94.35 99.83 94.31

D112 100 100 100

Total 97.01 98.20 96.75

실험을 하 다. 혼합된 텍스쳐에 한 검출 실험은 

128×128의 서로 다른 16개의 텍스쳐를 혼합한 512×512 

크기의 테스트 이미지를 만들어 실험 하 다. 그림 5는 

분류  검출 실험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5. 실험에 사용된 브로다츠 텍스쳐
Fig. 5. Brodatz textures used to experiment

2. 분류결과

텍스쳐 분류 실험은 제안된 특징 이미지의 구성에 

하여 회  이미지, 잡음이 추가된 이미지, 그리고 모든 

상을 포함한 경우 세 가지로 나 어 실험 하 으며, 표 1

에 나타내었다.

표 1. 입력 텍스쳐에 대한 정 분류율
Table 1. Percentage of correct classification 

rate for input textures.

3. 검출결과

텍스쳐 검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주어진 질의 텍스

쳐에 하여 식 (7)을 이용하여 유사도 맵(map)을 구성 

하 으며, 붉은 색의 색상에 가까울수록 유사성이 높으

며 그 지 않을수록 푸른색의 색상을 나타낸다.

          

  

그림 6. 텍스쳐 검출결과
Fig. 6. The result of texture detection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도  잡음 그리고 회 변화에 강인

한  특징 이미지를 구성하고, 그것의 공분산 행렬을 이용

한 질감 분류 방법을 제안하 으며, 실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 다. 한 동일 텍스쳐 검출에서의 고속 처리를 

한 방법으로 하알-유사 특징(Harr-like feature)의 빠

른 계산을 해 사용된 간 이미지 표 인 분 이미지

를 특징 이미지의 공분산 계산에 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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