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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리 기법을 이용한 이미지 인식에 관한 콘텐츠들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영상처리 기법 중 이미지 인식 기법

에는 대표적으로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알고리즘이 있으며, 이 알고리즘에 적용된 대표적인 콘텐츠로 얼굴·문자

인식이 있다. 이 알고리즘은 정확성을 위하여 학습을 통한 영상의 저장과 인식을 통한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복잡한 알

고리즘의 사용으로 간단한 이미지 인식 콘텐츠의 경우 시스템 처리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색상의 분

포를 통하여 그 수치를 이용한 이미지를 분석한 실험을 통하여 간단한 이미지인식 시스템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이 알고

리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키워드: 히스토그램(Histogram), 컴퓨터비전(Computer Vision), 영상처리(Image Processing)

I. 서론

많은 영상처리 알고리즘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시하였고, 얼굴

인식, 차량번호인식 등 다양한 응용영역을 가진 컨텐츠들이 영상

인식기술을 사용하였다. PCA알고리즘은 그 수많은 영상처리 알

고리즘 중 하나이다. 이 알고리즘은 영상의 인식대상을 학습하여 

인식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정확성은 매우 우수하다. 하지만 알고

리즘이 복잡하고, 학습효과로 인하여 인식의 비교대상이 되는 데

이터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시스템의 처리속도 저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동일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축

산물 원산지 판별과 모래 유해물질을 비교 하는 두 가지 실험과 

얼굴의 색상분포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1)제시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동일인물의 얼굴을 비교연산을 실증적 실험을 통하여 알

고리즘의 적용범위를 정의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2.1 주성분 분석 기법

[1]은 HMM(Hidden Markov Model) 입력패턴을 전체 표준패

이 논문은 (사)컴퓨터정보학회 2011하계학술대회의 논문을 확장한 결

과임[8]

턴과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단점을 전처리 단계를 거쳐 학습 데이

터와 인식 데이터의 체인코드를 생성하고, 인식 단계에서 입력데

이터에 주성분 분석(PCA)기법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차원을 줄여 

문자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주성분 분석 기법은 

HMM보다 빠른 속도를 나타내지만 학습단계와 인식단계로 구별

되는 복잡한 시스템의 구조는 많은 양의 학습데이터를 비교할 때 

실험을 통한 연구결과 시간보다 더 많은 처리속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인식이 필요한 컨텐츠에 사용이 부적절하다.

2.2 색상의 분포

[2]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으로부터 과일 영

상의 색깔에 대한 분포를 파악하고 이 표본 위치문제에서 Wilcoxon 
검정을 이용하여 에지를 검출한 후 체인코드로부터 과일 영상의 

면적, 둘레, 장·단축의 길이와 원형도 등 기하학적 특성 값을 얻어 

과일의 등급을 분류하는 시스템이다.
[3]에서는 통계적 방법에 기초한 사과 선별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과의 색깔을 식별한다. 이를 위해 T-검정을 이용하여 에지를 검

출하였고 검출된 에지로부터 체인코드를 이용하여 사과 영상의 경

계선과 환상대(環像帶) 영역으로부터 R, G, B 채널 상에서 히스

토그램과 평균 명암 값을 구하여 색깔 판정용 표준사과로부터 얻

은 기준 값들과 비교함으로써 사과의 색깔을 식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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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프로세스

그림 1. 시스템 프로세스

Fig. 1. Proposed System Process

그림 1은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이다. 정지영상 이미지를 

취득하여 이 이미지의 에지를 추출, 패턴을 이용하여 색상의 분포

를 수식 1을 이용하여 수치를 통한 이미지를 비교 연산한다[7].

수식 1. 색상 분포를 이용한 비교연산 식

수식 1의 H1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원본 이미지의 색상의 

분포 값이고, H2는 비교대상이 되는 이미지의 색상의 분포 값이

다. 수식 1은 두 이미지의 색상 분포가 일치하면 낮은 점수를 갖

고, 불일치 하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식 1을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IV. 실험

4.1 축산물 원산지 판별 

4.1.1 알고리즘 설계

표 1 원산지 정보를 이용한 알고리즘 설계

Table 1. Design Algorithm Using Livestock Products

Information

국내산 미국산

뼈를 발라낸 형태가 다양 뼈를 발라낸 부분이 고름

가늘고 고른 분포의 지방층 두껍고 고르지 못 한 지방층

지방층의 분포로 에지 추출을 적용

육색이 선홍색 육색이 검붉은 색

육색을 기준으로 색상의 분포를 비교

원산지별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표 1과 같이 알고리즘을 설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국내산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의 등심을 비교하였다.

4.1.2 축산물 색상의 분포

그림 2. 원산지 별 색상 분포

Fig. 2. Livestock Products Color Distribution

그림 2는 각각의 에지가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색상의 분표

를 그래프화 한 것으로 생상 분포로 국내산 쇠고기 등심은 분포가 

매우 고르며, 미국산 쇠고기 등심의 분포는 매루 고르지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산 쇠고기 등심의 데이터는 수식 1의 

H1가 되고, 미국산 쇠고기 등심의  데이터는 수식 1의 H2이다[4].

4.2 모래 유해물질 분석

4.2.1 알고리즘 설계

모래 유해물질 분석 알고리즘은 표 2와 같이 설계되었고, 이 실

험은 수식 2의 한국도로공사에서 규정한 KS F 2512 골재의 점토

덩어리 함유량 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 전 이미지와 시험 후 

이미지를 비교하여 시험의 결과 값과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

였다[5].

표 2. 점토덩어리 특징 정보를 이용한 알고리즘

Table 2. Using by Clay Content Features Algorithm

모래 점토의 색상 점토의 형태

자연모래 검붉은색 뭉쳐있는형태

부순모래 검붉은색 잘개부순형태

혼합모래 검붉은색 뭉친형태&으깬형태

알고리즘

1.색상과 형태를 기준으로 패턴인식

2.패턴인식된 객체를 색상별 에지로 추출

3.추출된 이미지의 히스토그램 평균화

4.시험법에 의한 시험결과이미지와 비교

  Bhattacharyya matching

수식 2. 점토덩어리 함유량(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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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모래의 색상 분포

그림 3. 실험에 사용 된 모래 H1,H2

Fig. 3. Origin image(H1), Experiment image(H2)

그림 4. H1,H2의 색상분포

Fig. 4. Color Distribution(H1,H2)

그림 3에서 시험 전 시료의 중량 1500g의 이미지 H1이고, 시
험 후 시료의 중량 1498.8g의 이미지 H2이다. 수식2의 실제 시험 

결과 값은

C(%) = 0.08

로 이 값은 두 이미지를 그림 4의 색상 분포를 바탕으로 수식 

1의 연산과 비교하여 그 정확성을 증명한다.

4.3 얼굴 인식

4.3.1 알고리즘 설계

얼굴인식 알고리즘 설계는 동일 인물의 서로 다른 상황에서 촬

영 된 두 이미지를 바탕으로 실험하였다.

4.3.2 얼굴의 색상 분포

그림 5. 원본영상(H1)

Fig. 5. Origin image(H1)

그림 6. 비교대상 이미지

Fig. 6. Experiment image(H2)

그림 7. H1, H2의 색상분포

Fig. 7. Color Distribution(H1,H2)

이 실험은 H1의 저장된 이미지를 촬영 된 H2의 이미지에 대한 

얼굴의 색상분포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실험의 특징은 사람의 얼

굴에 대한 특징정보(홍채, 동공 등)에 대한 주성분 분석이 아닌, 
전체 이미지 촬영 영역에 대한 색상의 분포만을 가지고 비교 분석 

한다.

V. 실험결과

5.1 축산물 원산지 판별 

그림 8. 축산물 원산지별 분포 비교 결과

Fig. 8. Result of Livestock Origin Color Distribution

그림 8은 그림 2의 히스토그램 평균값을 수식 1을 이용하여 연

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이미지 

비교하여 점수를 부여한 평균값이 ‘0.736’으로 히스토그램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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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에 의해서 미국산 쇠고기 등심과 국내산 쇠고기 등심은 서로 

다른 원산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4].

5.2 모래 유해물질 분석

그림 9. 시험 전 후의 이미지 분포 비교 결과

Fig. 9. Result of Clay Content Features Distribution

그림 8은 H1과 H2의 영상을 비교 한 결과 값으로 수식 2의 계

산식에 의해 0.135의 결과 값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시험자에 의한 

시험 값과는 ±0.05∼0.07%의 오차범위를 가지고 있다[6].

5.3 얼굴 인식

그림 10. 두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분포 비교결과

Fig. 10. Result of (Fig.5 & 6) Color Distribution

그림 10는 그림 5와 그림 6의 두 이미지의 얼굴영역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이다. 두 이미지의 분포 비교 결과는 0.022로 매우 근

사한 값을 보여주지만, 실제 동일인물이 아닌 얼굴형태와 생김새

가 비슷한 닮은 꼴 인물로 이미지 분포를 비교연산 하였을 때 비

슷한 결과값을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VI. 결론

이 논문에서는 영상처리기술 중 히스토그램 매칭 기법을 

Real-time으로 간단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빠른 처리 결과 값을 

얻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알고리즘은 바타차야매칭 알

고리즘으로 두 이미지를 비교하여 일치하면 낮은 점수를 갖고, 불

일치하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완벽하게 일치하면 0에 가까운 점

수를, 완전히 불일치하면 1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제시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3가지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방

법은 특정영역의 색상분포를 비교 연산하는 방법으로, 얼굴인식에

서 보여준 실험결과는 사람의 얼굴이 갖는 특징적인 형태의 주성분

을 분석한 것이 아닌 순수한 색상의 분포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

기 때문에, 얼굴인식분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나
머지 두 실험에서는 색상정보를 이용한 명확한 식별이 가능실험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처럼 이 논문에서 제시 된 알고리즘은 

얼굴인식과 같은 주 성분 분석이 요구되는 콘텐츠를 제외한 다양한 

Contents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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