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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와인라벨의 문자를 인식한 후, 데이터베이스내의 와인이미지들 중에서 입력 와인라벨

이미지와 유사한 순서대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미지의 유사도 계산을 위해 본 논

문에서는 이미지의 각 영역별 대표색상, 텍스트 영역의 텍스트 색상과 배경색상, 그리고 특징점의 분포를

특징으로 사용한다. 이미지의 색상차를 계산하기 위해 RGB색상을 CIE-Lab색상으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특징점은 해리스코너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추출한다. 각 셀의 대표 색상차와 텍스트 색상차 및 배경

색상차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색상차 유사도를 계산하고 색상차 유사도와 특징점 분포 유사도를 정규화하

여 최종 이미지 유사도를 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내의 이미지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유사도 순으로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검색 결과로부터 다시 최대 유사 와인라벨

을 수동으로 찾는 노력을 줄일 수 있다.

■ 중심어 :∣내용 기반 영상 검색∣와인 라벨∣유사도 검색∣특징 추출∣

Abstract
Recently the research on the system using images taken from camera phones as input is

actively conducted. This paper proposed a system that shows wine pictures which are similar

to the input wine label in order. For the calculation of the similarity of images, the

representative color of each cell of the image, the recognized text color, background color and

distribution of feature points are used as the features. In order to calculate the difference of the

colors, RGB is converted into CIE-Lab and the feature points are extracted by using Harris

Corner Detection Algorithm. The weights of representative color of each cell of image, text

color and background color are applied. The image similarity is calculated by normalizing the

difference of color similarity and distribution of feature points. After calculating the similarity

between the input image and the images in the database, the images in Database are shown

in the descent order of the similarity so that the effort of users to search for similar wine labels

again from the searched result is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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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 기기는 휴대

폰일 것이다. 요즘 휴대폰이 주위에 없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사용자가 많을 정도로 휴대폰은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휴대폰은 문자메시지나 전화통

화 기능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인터넷에 연결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고, 휴대폰

에 내장되어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한다. 휴대폰

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은 텍스트 입력이다. 휴대폰에 있는 버튼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어 텍스트 입력 시 많은 텍스트 입력 시간

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텍스트 입력 시간을 단축하고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카메라를 이용하

여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1].

최근 카메라 이미지 인식 기술은 휴대폰 카메라 및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화로 일반 사용자 편의와 현장으

로부터 관련 영상 자료의 빠르고 정확한 입력 및 업무

처리 시간 단축 등의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로 필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카메라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비중이 증가하여 텍스트 대비 정보

전달 수단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 이미지 인식 기술은 영상의 입력, 추출, 해석 기능

을 기반으로 주어진 패턴을 탐색, 식별, 판독하여 인식

한다[3]. 이미지 인식 기술은 이러한 패턴 인식 알고리

즘과 인식엔진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 휴대폰 카메

라에서 이미지 인식을 위해서는 특징 이미지 영역을 추

출하거나 처리 속도 및 다양한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

들이 필요하다[4].

이미지 인식 기술에서 이미지 관심 영역 검출은 지속

적으로 연구되어온 주제이다. [5]는 색상과 공간 정보를

이용하여 이미지에서 특징 영역을 추출 하였고, [6]은

유사 특징 화소들에 대한 군집화를 통해 이미지를 특정

객체 단위로 분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들은

이미지 분할을 위한 시간복잡도가 높고 객체 영역을 정

확히 추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자화된 HSV색상 공간에서

의 전역적인 색상 히스토그램과 색상이 영상의 가로,

세로 축에 대해 가지는 색상 공간 정보를 조합하여 이

미지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7]. 또한 [8]

에서는 양자화된 RGB색상 공간에서 특정영역을 검출

하였다. 그 외에도 이미지 인식이나 주석 태깅 기술을

적용하여 이미지를 요약해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되었다[9][10].

휴대폰 카메라 기반 이미지 인식 방법으로 이미지로

부터 비쥬얼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들 간의 위치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여 이미지의 내용을 분석한 뒤 이벤트

를 인식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1]. [12]은 휴대폰에서

이미지의 관심 영역을 블랍으로 추출하고, 이를 다층

신경망 학습을 통해 이미지를 인식하여 분류하였다.

[13]은 이미지의 검색, 처리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지의 의미정보인 사람, 물체, 장소 등과 촬영 환경 정보

인 위치, 각도 등총 12가지 속성을MPEG-7 형식의 메

타데이터로 정의하였다. 최근 모바일기기에 탑재되어

있는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이 향상됨에따라손쉽게 필

요한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보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방대한 양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거나 브라우

징하기위한 방법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와인 라벨에 있는 문자를 인식하여 와

인의 정보를 검색하는 시스템에서 와인의 특성으로 인

해 텍스트 검색만으로는 정확한 와인정보를 검색할 수

없기에, 와인라벨 이미지를 이용한 내용기반 이미지 검

색을 추가하여 와인라벨 이미지와 유사한 와인 정보를

상위에 표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와인의 이름은 대부

분 원산지, 포도품종, 와인의 종류, 생산자명, 생산농장

이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와인라벨에 있는

특정 텍스트를 인식하여 와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내

용을 검색할 경우 중복되는 정보가 검색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많은 양의 와인라벨 검색 결과 중에 사용자

가 입력한 와인과 유사한 와인 정보를 상위에 표시할

수 있도록 와인 라벨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

어있는 와인라벨 이미지와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유사

도가 높은 순으로 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

는 와인검색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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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유사도 계산을 위한 특징추출 방법과 이미지의

유사도 계산방법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제안방법을 이

용한실험과 결과를 보이고 6장에서 결론및 향후 연구

에 대해 살펴본다.

Ⅱ. 관련연구 
최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수많은 정보

들이 멀티미디어화, 디지털화 되고 있으며, 스캐너, 디

지털 카메라 등의 다양한 디지털 입력장치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대용량의 저장 장치의 발달로 인해 많은

양의멀티미디어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

과로 많은 분야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들이 구

축되고 있으며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가 영

상이며, 가장 정보 전달력이 강하다. 이러한 방대한 영

상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원하는 영상을 일일이 찾아내

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문자키워드대신원하는 영상을질의 자료로 제시하

고 자동적으로 질의 자료와 유사한 영상들을 순서대로

출력하면 검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

율적인 검색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을 내용기반 영상

검색이라 하며 검색을 위한 영상의 정보로서 컬러, 모

양, 질감 등의 특징을 사용하는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14][15]. 대부분 개발되어 상용화된시스템들은 검

색 결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단일 특징 정보를 사

용하지 않고 복합적인 특징 정보를 사용한다.

2.1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 촉진
MUIFIN은 체코의Masaryk 대학에서 개발한 시스템

이다[16-18]. [그림 1]은 MUIFIN의 검색 결과로서 키

워드검색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찾고 찾은 이미지 중에

서 한 이미지를선택하여선택한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

지들을 검색하여 보여준다.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는

CoPhIR(Content-based Photo Image Retrieval)에서 제

공하는 데이터와 Flickr 이미지 검색 사이트의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한다[19]. 이미지 유사도 검색을 위해 사

용하는 특징은 MPEG-7에서 정의하는 특징 기술자 중

에서 ColorStructure, ColorLayout, ScalableColor,

EdgeHistogram, HomogeneousTexture를 사용한다. 각

각의 특징들에 가중치를두어 유사도를 계산한다. 데이

터베이스는 M-Chord, M-Tree 인덱싱 방법을 이용하

여 구축하고 검색에 사용한다.

그림 1. MUFIN 검색결과 

2.2 MiPai
MiPai는 이탈리아의 Consiglio Nazionale delle

Ricerche 연구소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다[20]. MiPai는

텍스트 검색과 이미지 검색을모두지원하며이미지 검

색 입력으로 URL이나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MiPai

검색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Flickr의 이

미지를 사용하여 구축하였으며, Permutatio Prefix

Index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에 사용

한다. [그림 2]는 MiPai의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 MiPai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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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심 영역 이미지 검색 시스템

관심 영역 이미지 검색 시스템은 강원대학교에서 개

발한 시스템으로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사용자가 질의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21]. 이미지 검색을 위한

특징으로컬러와모양 특징을 사용한다. 컬러 특징으로

는 영역의 면적, 대표색, 무게중심을 사용하고, 모양 특

징으로 에지 검출 후모멘트값을 이용한다. [그림 3]은

관심 영역 이미지 검색 시스템 이용 예로서 왼쪽 요트

사진에서 돛 부분을 질의 영상으로 사용하여 오른쪽의

6개의 이미지를 검색하였다.

그림 3. 관심 영역 이미지 검색 시스템

2.4 이미지 특징 추출 및 매칭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색상을

사용하는 색상 특징과 공간 특징을 추출해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22]은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색상 특징을 추출하였다. [23]는 색

상 공간상의 양자화를 통하여 색상 수를 줄이고 라벨링

(labeling)하여 공간 특징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양자화

하는 과정에서 구간 경계에 있는 색상의 경우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단점과, 양자화 하여 얻은 이미지를 각

색상별로 라벨링하여 공간 특징을 도출해 내므로 비용

이 높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S. Chua는 지배적 색상 집합을 구한 후 해당지배적

색상으로 라벨링하여 위치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채

택하였다. 그런데 이미지는 반드시 배경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접근 방법은잘못된색상을 추출할 수

있다[24]. Y. Gong은 색상 공간(color space)상의 클러

스터링(clustering)을 수행하여 색상 수를 줄이고 라벨

링(labeling)하여 공간 특징을 추출하였다. 이 방법 역

시 색상 수를 줄이는 과정을 거친후 각 색상별로 라벨

링 해야 하므로 특징 추출에 대한 비용이 높다[25].

이미지 처리 분야의 주요 연구 중 하나인 이미지 매

칭은 주어진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찾는 문제이다

[26]. 이미지매칭을 위해 지금까지 색상, 질감, 모양 등

다양한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려는 시도 들이 있었다.

모양기반 이미지 매칭으로 [27]은 인덱스를 사용하여

매칭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DFT의 진폭이 회전 불변의 특성을 가짐을 보이

고, 이를 인덱스 구축 및 필터링에 사용하였다. Keogh

은 회전-불변 이미지 매칭에 LB_Keogh[28]가 적용됨

을 보이고, 이를 사용하여 회전-불변 거리계산이 필요

한 후보개수를 크게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29]. 그

러나회전-불변 이미지매칭은 필터링을 통해회전-불

변거리 계산이 필요한 후보 데이터 시퀀스 개수를 줄이

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궁극적으로는 후보 데이터 시

퀀스와질의 시퀀스와의회전-불변 거리계산이 요구된다.

Ⅲ. 와인 정보 검색 시스템 
본 장에서는 휴대폰 와인 정보 검색 시스템의 구성과

각 단계별 기능을 소개하고마지막검색 결과에서의 문

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방법을 소개한다.

3.1 휴대폰 와인검색 시스템
휴대폰 와인 정보 검색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4와

같다. 사용자는 와인라벨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텍스트

를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

여 이미지를 와인 검색 시스템에 입력한다. 입력된 이

미지에서 사용자가 검색하고자하는 텍스트의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이미지를 웨이블릿 변환을 하여 수평,

수직, 대각선의 주파수 변환 성분을 분석한다. 세 가지

의 주파수 성분에서 주파수 변화가 큰 부분이 텍스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텍스트 영역을 검출한 뒤

K-means를 이용하여 텍스트와 배경을 분리하는 이진

화 과정을 거친다. 이진화 된 텍스트 영역은 문자단위

인식을 위해 텍스트 인식 모듈에서 문자별로 분할하여

각 문자를 인식한다. 이때 각 문자의 인식은 신경망을



이미지 유사도를 이용한 와인라벨 인식 시스템 129

통해 수행된다. 인식된텍스트는 검색모듈로 전달된다.

검색 모듈에서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

스에서 인식된 텍스트가 포함된 와인정보를 검색하고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와인의 정보를 보여주게 된다.

그림 4. 와인 정보 검색 시스템

3.2 문제점
와인 데이터베이스에는 와인명, 생산연도, 용량, 생산

자, 생산국가, 생산지역, 포도품종, 어울리는 음식 등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와인의 정보가저장되어 있다. 와

인라벨에 표기 되는 정보는 생산지역이나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와인명, 생산연도, 생산자, 생산

국가, 생산지역, 포도품종, 용량이 표기되어 있다. 이처

럼와인라벨에 표기된정보가 많기 때문에 와인검색 시

스템에서 검색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필드의 정

보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다중의 필드정보를 검색해

야한다. 이처럼다중의 필드정보를 검색할 경우 휴대

폰 환경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조건 때문에 실행시간

이길어질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와인 데이터베

이스에키워드라는컬럼을 추가하고 와인데이터베이스

에 해당하는 와인라벨에서 주요 단어를 키워드컬럼에

추가한다. 와인 데이터베이스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인

덱싱하여 텍스트 검색 시 와인데이터베이스 전체를 탐

색하지 않고 인덱싱된 문서만을 탐색하여 빠르게 검색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또한 가지 문제점은 와인라벨에 해당텍스트가 표기

되어 있지 않은 와인 정보도 검색되어 검색의 결과 수

가 많아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검색하고자하는 와인

의 라벨에 “BORDEAUX”라는 텍스트가 표기되어 있다

고 가정하자. 보르도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와인생산 지

역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와인이 생산되기로 유명

하다. 따라서 보르도(BORDEAUX)를 검색어로 검색하

게 되면 와인라벨에 “BORDEAUX”가 표기 되지 않은

와인을 포함하여매우많은 종류의 와인에 대한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 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검색 결

과 중에서 어떤 와인 정보가 원하는 와인 정보인지를

수동으로 판별해야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검색어에 의한 다수의 와인정보 검색결과를 사용

자에게 제공할 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와인영상과

데이터베이스에저장되어있는 와인영상을 비교하여 이

미지의 유사도에 따라 와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

자의 수동 검색 시간을 줄이고자 한다.

Ⅳ. 제안한 와인라벨 인식 시스템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술한다.

4.1 이미지 유사도 측정을 위한 특징 추출
이미지 유사도 측정을 위해서는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추출하여 각 특징의 유사도를 계산해야한

다. 본 논문에서는 와인 이미지의 텍스트 영역검출 단

계에서 구한 텍스트 영역을 기준으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한다. 이미지를 여러 개의 셀로 나누어 위치정보를

포함한 색상 특징, 이진화된 텍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텍스트 색과 배경색 특징 그리고 이미지의 특징점 분포

를 특징으로 사용하여 이미지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4.1.1 위치 정보를 포함한 색상
색상특징에서 각 색상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특징을 추출할 이미지를 여러 개의 셀

로 나누어 각 셀의 대표색상을 특징으로 사용한다. 이

미지의 유사도는 비교이미지의 셀과 대응되는 셀의 색

상차에 의해서 계산된다. 보다 정확한 색상차를 계산하

기 위해 RGB를 CIE-L*a*b* 색상공간으로 변환하여

색상차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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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L*a*b* 색상공간은 CIE(국제조명위원회)에서

규정한 색상 값으로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색차와

색 공간에서 수치로 표현한 색차를 거의 일치시킬 수

있는 색 공간이다. CIE-L*a*b은 균일한 색 공간 좌표

로서 눈과 매우 근사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색 공간이다. [그림 6]처럼

CIE-L*a*b*에서의 색 좌표는 L*, a*, b*로 표시하게

되며 L*는 명도, a*는 Red와 Green의 정도, b*는

Yellow와 Blue의 정도를 나타내는 입체 좌표이다.

그림 5. 각 셀의 대표색상

그림 6. CIE-L*a*b* 색상 공간

4.1.2 텍스트 및 배경색상
텍스트와 배경색을 구하기 위해 텍스트 영역의 이진

화 결과를 사용한다. [그림 7]과 같이 원본영상의 텍스

트 영역에서 이진화 영상의 검정색 부분은 텍스트영역

이고, 흰색부분은 배경색상이된다. 텍스트와 배경에 대

응하는 픽셀들의 색상값을 조합하여 텍스트 색상과 배

경색상을 특징으로 추출할 수 있다.

그림 7. 텍스트 배경색 추출

4.1.3 특징점 분포
위에서 추출한 색상 특징을 살펴보면 대표색상을 사

용한 특징 추출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정보가 많이손실

되어있다. 색상 이외에형태적인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

해리스 코너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특징점을 추출

한다. 해리스 코너검출 알고리즘은 수식 (1)과 같이 표

현된다.

    ⊗



 


 

 
  



  det ×

(1)

여기에서 R(x,y)는 한 점의 특징 값이며 Ix, Iy는

Sobel미분 필터를 적용한 x, y 방향의 미분 값이고 Gσ

(x, y)는 5×5인 가우시언 필터이다.

그림 8. 특징점 추출 결과

[그림 8]은 해리스 코너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검출된 특징점들을 나타낸 그림이다. 각각의 특징점의

위치 분포를 알기위해 이미지를 여러 개의 셀로 나누어

각 셀에 포함되는 특징점의 비율을 사용한다.

4.2 이미지의 유사도 계산
색상특징들의 유사도는 CIE-L*a*b*의 색차식을 사

용하여 유사도를 계산한다. 색차식은 수식 (2)와 같다.

∆   ∆   ∆    

∆  ∆
∆

 ∆


(2)

수식 (2)에 의해 계산된 색차 값이 작을수록 유사하

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9]에서질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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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 Image)와 데이터베이스이미지1(DB Image1)은

붉은색 계열의 색이고 데이터베이스이미지2(DB

Image2)는녹색계열의 색으로질의 이미지는 데이터베

이스이미지 1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색차에

의한 값은 질의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이미지 2가 유

사하다고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명도를 나타내

는 L값에 의해 발생한다. 즉,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는빛의 영향을 많이받기 때문에 L값의 처리가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10]에서와 같이

CIE-LCh 색상 공간의 h값을 이용한다[30]. CIE-LCh는

CIE-L*a*b*와 색상공간은 동일하지만 CIE-L*a*b*로

는 채도나 색상에 대한 표시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L*a*b*를 기초로 한 LCh 즉명도, 채도, 색상으로 표시

할 수 있는 체계이다. CIE-LCh에서 L은명도이고, C는

채도의 표시이며 구의 중심에서의 거리를 뜻한다. h는

색상을 나타내는 값으로 0-360도의 각도로 표시한다.

0°는 Yellow, 90°는 Red, 180°는 Green, 270°는 Blue를

뜻한다. 색상차 △H은 수식 (3)에 의해 계산된다.

그림 9. 색차에 의한 유사 비교 실패 예

그림 10. CIE-LCh색상 좌표

∆   ∆   

∆  ∆
∆

 ∆


∆  ∆
∆

∆


(3)

CIE-LCh의 C값은 CIE-L*a*b*값을 이용하여 다음

수식(4)에 의해 구한다.

    (4)

색상특징의 유사도는 색차와 색상차의 합으로 계산

되며, 유사도 값이 작을수록 두 이미지는 유사하다. 색

상특징은 각 셀의 대표 값과 텍스트의 색, 배경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색의 색상 차 값은 의미하는바

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색상 차에 가중치를 두어 유

사도를 계산하도록한다. 색상특징의 유사도는 수식 (5)

와 같다.

   ∆ ∆

∆ ∆

∆ ∆ 

       

(5)

특징점 분포의 유사도는 각 셀의 특징점 분포율 차의

합으로 표현한다. 정리하면 수식 (6)과 같다.

  
  



  (6)

색상 차 유사도와 특징 점 분포유사도를병합하여 최

종유사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하지만 각 유사도 값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

유사도 값의 정규화는 수식 (7)과 같다.

 
max   min    

  min     

  후보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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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된 유사도 값은 0에 가까울수록 유사하고 1에

가까울수록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색상 특징 유사도

와 특징점 유사도 값을 정규화한 후 더하여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이미지가 촬영된 이미지와 가장 유사하다고

판별한다.

그림 11. 유사도 병합 과정

[그림 11]은 유사도값의 정규화 과정과 결과를설명

하는 그림이다. 후보 1번과 2번이 각각 색상 특징 유사

도에서 1, 2위로 나타나고, 특징점 유사도값에서 2, 1위

를 하였지만 1번후보가 특징점 유사도에서 2번후보와

의 차이가작아 1번후보가 가장 유사하다고 결정된다.

Ⅴ. 실험 및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사용한 와인 데이터베이스는 1184개의

와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755개의 키워드에 대해 와인

데이터베이스가 인덱싱되었다. 이미지 검색을 위해서

와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미지의 특징정보를

미리 추출하여저장해놓는다. 이미지의 특징은 이미지

의 각 영역별 대표 색상, 텍스트 색상, 배경색상, 특징점

분포를 사용하였다. 이미지 특징 데이터베이스로는 총

1473개를 생성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실험은 카메라로

촬영한 입력영상에서 텍스트 영역을 검출하고 텍스트

인식을 완료한 후 텍스트 검색 결과 이후의 상황에 대

한 실험이다. 실험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이미지

들은 실험 전에 특징추출 모듈을 통해 모든 특징이 추

출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

와인 라벨 인식시스템에 입력 영상과 텍스트 영역정

보가 전달되면, 입력 영상의 텍스트 영역으로부터 4장

에서설명한 특징들을 추출한다. 추출된특징은 텍스트

검색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베이스의 후보군들과의 유

사도를 계산하고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를 정렬하여 보여준다.

그림 12. Eiswein 검색 결과

[그림 12]는 Eiswein으로 검색한 와인 이미지를 입력

이미지와의 유사도 순으로 정렬한 그림이다. 입력영상

과 비슷한 와인병 이미지가 첫 번째에 보여지고, 유사

한 와인 이미지를 찾아 정렬하여 줌으로써 사용자가더

쉽게 와인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안방법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OpenCV에서 제

공하는 템플릿매칭함수를 사용한 이미지매칭방법으

로 실험을 하였다. OpenCV는 인텔(Intel)사가 제작한

Open Source Computer Vision Library의 약자로 영상

처리를 위한 저수준의 함수를 표준 Dynamic Link

Library 또는 Static Library형으로 제공한다[31-33].

[그림 13]은 템플릿 매칭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템플릿 매칭 방법이란 대상 객체에 대한 표준

템플릿을 만든 후, 입력 영상과 비교하여 검출하는 방

법이다[34]. 이 방법은 대상 객체의 특징 성분 검출이

용이하도록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조명변화나 배

경의 영향을덜 받게 되고, 복잡한 배경에서도 대상 객

체 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3. 템플릿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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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개수

제안방법
템플릿매칭

(CV_TM_CCOEFF_NORMED)
템플릿매칭

(CV_TM_CCOEFF_NORMED)

1순위
2,3
순위

그 외 1순위
2,3
순위

그 외 1순위
2,3
순위

그 외

2 11/14
(78.57%)

3/14
(21.43%)

0/14
(0%)

9/14
(64.29%)

5/14
(35.71%)

0/14
(0%)

10/14
(71.43%)

4/14
(28.57%)

0/14
(0%)

3 4/9
(44.44%)

5/9
(55.56%)

0/9
(0%)

5/9
(55.56%)

4/9
(44.44%)

0/9
(0%)

4/9
(44.44%)

5/9
(55.56%)

0/9
(0%)

4 7/8
(87.50%)

0/8
(0%)

1/8
(12.50%)

5/8
(62.50%)

2/8
(25%)

1/8
(12.5%)

5/8
(62.50%)

2/8
(25%)

1/8
(12.5%)

5개
이상

15/28
(53.57%)

5/28
(17.86%)

8/28
(28.57%)

9/28
(32.14%)

9/28
(32.14%)

10/28
(35.71%)

7/28
(25%)

12/28
(42.86%)

9/28
(32.14%)

표 2. 후보 개수별 성능 비교

[그림 13]의 (a)처럼 입력영상과 텍스트 영역이 입력

으로 들어오면 (b)의 그림처럼 텍스트 영역의 크기를

데이터베이스이미지의 크기에 맞게 변형한다. 입력영

상의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되어있는 이미지를

상관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상관계수를 이용하는 방법

두가지로 이미지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각각의 결과는

정규화 하여 0~1사이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실험은 59가지의 텍스트 검색 결과에 대해서 이미지

검색을 실행하였다. 텍스트 검색 결과로 나온 여러 와

인 정보의 이미지와 입력 영상과의 이미지매칭을 통하

여 유사한 순으로 정렬하고, 정답인 와인정보가 몇 번

째순위로 나왔는지를 보여준다. 제안한 방법과 템플릿

매칭의 유사도 계산 방법 2가지에 대해 각각실험을 진

행하였다.

제안방법의 결과는 정답이 1순위인 것은 59개의실험

중 37개로 62.71%이고 템플릿 매칭을 사용한 결과는

각각 28개 47.46%, 26개 44.07%로 나타났다. 2순위나 3

순위로 나타난경우는 제안방법이 13개 22.03%, 템플릿

매칭은 20개 33.98%, 23개 38.98%이다.

구분 제안방법

템플릿매칭
(CV_TM_CCO
EFF_NORME

D)

템플릿매칭
(CV_TM_CCO
EFF_NORME

D)

1순위 37 / 
59(62.71%)

28 / 
59(47.46%)

26 / 
59(44.07%)

2, 3순위 13 / 
59(22.03%)

20 / 
59(33.98%)

23 / 
59(38.98%)

그 외 9 / 
59(15.26%)

11 / 
59(18.64%)

10 / 
59(16.95%)

표 1. 제안방법과 템플릿매칭과의 성능비교

그림 14. 제안방법과 템플릿매칭과의 성능비교 그래프

[표 1]의 내용을 [그림 14]처럼누적 그래프로 표현하

였다. 시스템에서 이미지 검색의 결과는 와인정보가 3

개씩페이지 별로 보이게 된다. 첫 번째페이지에 보일

3순위까지의 누적 결과를 보면 제안방법이 84.74%, 템

플릿 매칭이 각각 81.44%, 83.05%로 제안방법의 결과

가 더 우수하다.

실험대상이 되는 텍스트 검색 결과의 후보 개수는 2

개부터 15개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순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성능을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표 2처럼후보 개수별 순위로 분석하고, 후보 개수별 순

위의 결과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그림 15]처럼 그래프

로 나타내었다. 그래프를 보면 제안 방법이 템플릿 매

칭보다 1순위로 나온 결과들의누적이더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5. 후보 개수별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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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최근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간편하게 촬

영하여 휴대폰의 통신 기능을 통해 주고 받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렇게 생성된이미지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 카메라 폰에서

생성한 이미지를질의어로 이용하여 정보 검색을 행하

는 시스템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미흡한 상태

이다.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된이미지를 활

용하는 검색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지 처

리 기법이나 의미론적 정보를 적용시킬 수 있다. 하지

만 기존의 제안된 시스템들은 불편한 인터페이스와 카

테고리에 따라 급격한 성능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해결하고 와인 라벨 검색의 특성

을 반영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휴대폰 기반 와인라벨

검색 시스템에서 텍스트 검색 후 다수의 후보 이미지군

에서 이미지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유사도가 높은 순으

로 정렬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이미지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이미지의 특징으

로 이미지를 여러 개의 셀로 나누어 각 셀의 대표색상

을 추출하고, 텍스트 영역의 이진화 된 결과를 이용하

여 텍스트 색과 배경색을 추출하였다. 또한 특징 점을

검출하여 특징 점의 분포를 이미지의 특징으로 사용하

였다. 이세가지 특징들의 유사도값을합산하여 이미

지의 유사도를 계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계산

된 유사도에 의해 검색 결과를 정렬하여 와인 정보와

함께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사용자는 검색 결과에서 다

시 유사 이미지를 찾아야하는 수동 작업을 줄일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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