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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ge Histogram Descriptor는 image의 edge 분포 정

보를 표 하며 방향성을 가지는 Bio Image 검색에 있

어 높은 검색 성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Bio Image의 

객체 분포의 특성으로 인해 지역  edge 분포 비교는 

충분한 검색 성능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징 block을 이용한 효율 인 검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Local histogram으로부터 Global 

bin을 얻어 image의 표 방향성을 선정하고 특징 

block을 선정한다. 특징 block의 비교는 edge 분포와 

함께 주요 객체의 치 정보를 더하는 효과를 가진다.  

 Bio Image의 검색 실험에서 제안 알고리즘은 향상된 

검색 성능을 보여 다. 한 Bio image 검색을 한 

descriptor 조합 연구에도 용 가능하여 검색 효율을 

기 할 수 있다.

Ⅰ. 서론 

 네트워크와 멀티미디어 련 기술의 발달은 미디어 

정보량을 기하 수 으로 증가시켰다. 동시에 방 한 

멀티미디어 정보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 장, 

리, 송하려는 사용자의 요구 한 증가하 다. 이에 

한 수많은 연구를 토 로 content 표 과 검색을 

해 특징을 서술하는 MPEG-7 표 이 제정되었다.[1-2]

 방 한 Bio Image를 장하고 송, 리하는 PACS( 

Picture Archive and Communication System)의 도입

과 함께 최근 의학 분야에서는 Bio Image의 효과  

검색을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4] 

Feature를 서술하는 MPEG-7 Descriptor는 에서 

EHD는 image의 지역 인 edge의 분포를 표 한다. 

EHD는 방향성을 가진 Bio Image 검색에 높은 성능을 

나타내지만 Bio Image의 객체 분포 특성으로 인해 충

분한 검색 성능을 보장하지 못한다.[5] 

  본 논문에서는 Bio Image 검색을 해 특징 edge 

block을 이용하여 검색성능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Ⅱ장에서 Edge Histogram Descriptor를 소

개하고 Ⅲ장에서는 제안 알고리즘을 설명하며 Ⅳ장에

서 제안 알고리즘의 검색 성능을 평가하고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Edge Histogram Descriptor

2.1 Local Edge Histogram 

 EHD는 image의 수직, 수평 각선의 4개 방향성과 

비방향성 edge를 검출하여 그 분포를 나타낸다. Block

을 기반으로 하는 Edge Extraction Scheme을 이용하

여 edge를 검출한 결과, 80개의 Local Histogram이 생

성되며 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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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 Local histogram bin of sub-image in image
Set dist to 0         
for i to Local histogram(16 sub-image * 5(edge type) = 80 bin) do

get dist between Total EdgeHist Ref and Total EdgeHist Query
endfor

Extract Local histogram bin of sub-image in image
Set dist to 0         
for i to Local histogram(16 sub-image * 5(edge type) = 80 bin) do

get dist between Total EdgeHist Ref and Total EdgeHist Query
end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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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림 1. Division of the Image

2.1.1 Image 분할  

edge를 추출하기 하여 image를 그림 1과 같이 4 * 

4 의 sub-image로 분할한다. 각 sub-image들은 다시 정

해진 image-block size로 나 어져 image-block으로 분

할되며, image-block은 edge detection filter를 용하기 

한 sub-block으로 분할된다. 

2.1.2 Edge histogram bin 생성

분할된 sub-block 역에서 5가지 방향을 검출하기 

하여 각 sub-block 역의 평균 표치를 구한다.

그림 2 . Edge F ilter for Edge Detection

sub-block의 표치들은 그림 2와 같은 방향성 검출

filter를 용하여 식 (1)～(5)과 같이 5가지 edge의 크기

를 가지게 된다. 5개의 edge  가장 큰 edge의 크기가 

식 (6)과 같이 지정된 임계 값보다 클 때 해당 block의 

edge로 정하게 되고 작을 경우에는 edge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e ver= ∑
3

i=0
|S( i)*ver edge( i)|             (1)

            e hor= ∑
3

i=0
|S( i)*hor edge( i)|             (2)

e 45= ∑
3

i=0
|S( i)*45 edge( i)|               (3)

            e 135= ∑
3

i=0
|S( i)*135 edge ( i)|             (4)

e non= ∑
3

i=0
|S( i)*nonedge( i)|             (5)

max {ever,ehor,e45,e135,enon} >Thedge      (6)

image-block의 sub-block을 이용한 edge 추출 과정을 

거치면 sub-block을 토 로 각각의 image-block의 edge 

type에 한 histogram을 생성한다. 각 sub-block마다 5

가지 edge type이 존재하기 때문에 4*4=16의 sub-image

에서 체 16 * 5 = 80 bin의 histogram이 추출된다. 

2.2 유사도 matching 알고리즘 

유사도 matching 수행과정은 그림 3과 같이 질의 

image에서 추출된 80개의 Local bin의 값과 참조 image

에서 추출된 Local bin의 값의  오차 차분을 구하고 

된 차분의 합의 크기가 작은 순으로 정렬되어 검색

된다.

그림 3 . Algorithm of Similarity Matching  

Ⅲ. 제안 알고리즘 

 

  EHD는 방향성을 가진 image 검색에 높은 성능을 

나타내지만 공간  edge 분포에 한 정보만으로는 충

분한 검색 성능을 가지지 못한다. Bio Image는 배경이 

부분 모노톤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미를 가지는 

주요한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 즉, 특징이 없는 

공간이 존재한다. 때문에 EHD의 Local histogram의 

유사도 matching은 non-edge block의 비교로 인해 오

차를 증가시켜 검색 성능이 하된다. 제안 알고리즘

은 EHD를 효과 으로 이용하여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

기 해 지역 edge 분포 정보에 더하여 표 인 edge

가 존재하는 객체의 치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특

징 없는 block 비교로 인한 오차 값을 상쇄시키는 검

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추출된 Local bin(80)에서 

image 역 방향 특성을 나타내는 Global bin(5)  

표 edge를 선정하고, 16개의 sub-block  표 

edge와 동일한 type의 평균이상의 큰 값을 가진 block

을 선택하여 해당 block의 bin(5)을 유사도 matching

에 추가시켜 비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Global bin 생성과 표 edge 선정

3.1.1 Global bin

 그 림 4. G lobal histogram bin( 5 )

 Image 체의 edge 분포를 나타내는 Global Edge 

Histogram은 추출된 Local edge Histogram의 5가지 

edge 크기를 한 평균으로 얻을 수 있으며 그림 4와 

같이 총 5 bin이 생성된다. 

3.1.2 Image의 표 edge type 선정 

 Image내에 요한 객체의 방향성을 찾아내기 하여 

image의 역 인 방향성 특성을 나타내는 Global 

histogram에서 식 (7)을 이용하여 가장 큰 값을 가지는 

edge type을 해당 image의 표  edge로 선정한다.

representativeedge= max {Gver,Ghor,G 45,G 135,Gnon}    (7)

3.1.3 표 edge의 평균 산출과 특징 block 선택

 그림 5와 같이 image의 표 edge가 구해지면 image의 

그림 5 . Selection of Characteristic Block

4*4=16개의 sub-image에서의 표 edge의 평균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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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ic Local 
Variance 0.07839175 0.1065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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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 22008

국부분산 : 93.75

분산 : 22008

국부분산 : 656

Extract Local histogram bin of sub-image in image
Set dist to 0         
for i to Local bin(80) + Global bin(5) + Th_blocks*5 bin) do

get dist between Total EdgeHist Ref and Total EdgeHist Query
endfor

Extract Local histogram bin of sub-image in image
Set dist to 0         
for i to Local bin(80) + Global bin(5) + Th_blocks*5 bin) do

get dist between Total EdgeHist Ref and Total EdgeHist Query
endfor

고 각 block의 동일 type의 edge와 표 edge의 크기를 

비교하여 클 경우 해당 block을 image의 주요 객체와 동

일한 표 방향성을 가지는 특징  block으로 선택한다.

3.2 유사도 matching 알고리즘

3.1.1 Block 개수 선정

 그림 6 . Block 개수 선정과 Local Variance

 Image의 edge 크기가 유사한 분포를 가질 경우 즉, 

요한 객체가 크게 차이 나는 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표 edge의 평균과 유사한 값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선택되는 block 개수가 많아지게 되고, 유

사도 matching에서 오차를 증가시켜 극단 으로 국부  

edge 분포 정보만을 비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검색 성능 하에 비하여, Database의 참조 

image들의 평균 특징 block 개수를 구하여 임계 값으로 

선정한 뒤 선택된 특징 block의 개수가 임계 값보다 클 

경우에는 국부분산을 이용하여 분산이 큰 block을 특징

 block으로 선택, 크기가 작은 block들을 탈락시킨다.

3.1.2 국부분산(Local Variance)

  그림 7. 분산과 국부분산( Local Variance)  의 비교

 Image의 block들이 평균과 유사한 분포를 가질 경우에

는 국부 인 image의 변화도(활동도)를 검출해낼 수 있

는 국부분산(Local Variance)을 이용한다. 그림 7은 동일 

분산을 가지더라도 지역 으로 차이가 큰 상을 국부분

산을 이용하여 찾아낼 수 있음을 보여 다. 식 (8)과 같

이 국부분산은 체 평균이 아닌 상, 하, 좌, 우의 주  4 

block 과의 평균과 비교하여 오차를 하여 얻을 수 

있다. 

LV( i,j)=
{X( i+1,j)+X( i-1,j)+X( i,j+1)+X( i,j-1)}

4
  

         N N 

Lvar = ∑∑ { X(i, j) - LV(i, j) }2 / N2          (8)
          i=1j=1 

3.3 유사도 matching 수행 알고리즘

 유사도 matching은  그림 8과 같이 질의 image에서 

추출된 80개의 Local bin, 5개의 Global bin, 지정된 임

계 개수만큼 선택된 특징 block 각각의 5개 b in들을 

참조 Image에서 추출된 bin의 값의  오차 차분을 

구하고 된 차분의 합의 크기가 작은 순으로 

Image가 정렬되어 검색된다.

그 림 8 . Algorithm of Similarity Matching

Ⅳ. 실험 결과

 실험은 Database의 5628개의 Bio Image, 25개의 질의 

image, 14개의 Ground-Truth를 사용하 다. Edge 추

출을 한 분할 block 개수는 1100, 방향성을 결정짓는 

임계 값은 10으로 설정하고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특징 

block 개수의 임계 값은 Database의 참조image들의 

특징 block 개수의 평균과 특징 block 개수가 많은 

image 개수를 고려하여 8로 지정하 다. 성능 분석의 

지표로는 재 MPEG-7의 Descriptor 검색 성능평가 

방법인 ANMRR(Average of Normalized Modified 

Retrieval Rank)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ANMRR은 

항상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작은 값을 가질수록 좋은 

검색 결과를 나타낸다. 

 표  1. Database Image의  분 산 과 국부변 화 도  측 정

 표 1은 Database의 참조 image들의 일반 인 분산과 

국부분산의 평균을 나타낸 것으로 일반 인 분산보다 

국부분산의 평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사한 

분포를 가지는 image라도 국부 으로는 차이를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국부분산을 이용하여 변화도가 큰 

block을 선별할 수 있음을 보여 다. 

 표 2는 Local, Local/Global/Semi-Global, 제안 알고리

즘에 의해 생성된 bin을 이용해 유사도 matching을 수

행한 검색 결과를 ANMRR를 이용하여 검색 성능을 

구하고 이를 비교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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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80) Local/Global/Semi-Global(150) 제안 알고리즘

ANMRR 0.363226 0.348820 0.297962

 표  2 . 세 가 지  검 색  알 고 리 즘 의  검 색  성 능  비 교 

 Local/Global/Semi-Global histogram은 추출된 Local 

histogram으로부터 체 방향 특성을 나타내는 Global 

bin과 수직, 수평, 이웃의 4 block group의 패턴에 

한 평균 bin을 생성하여 역,  역의 정보를 더하

는 검색 알고리즘으로 Local Histogram만을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보다 높은 성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을 통해, 특징 block들을 이용하여 Bio Image 내

의 주요 객체의 치 정보와, non-edge 부분의 비교 

오차를 이는 제안 알고리즘이 두 가지 검색 방법보

다 높은 검색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림 9. L ocal Edge Histogram ( 8 0)

그 림 10. L ocal/ G lobal/ Semi-G lobal Histogram

그 림 11. 제 안  알 고 리 즘

 그림 9 ~ 11에 나타나는 image들은 왼쪽 상단의 질

의 image에 하여 Local, Local/Global/Semi-Global, 

제안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histogram을 이용한 검

색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통해 제안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histogram을 이용한 검색 결

과가 주요 객체의 치와 유사한 치와 방향을 가진 

image들이 더 많이 검색하여 성능이 크게 향상됨을 확

인 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image내의 주요 객체에 한 치 정

보를 나타내고 non-edge block 비교로 인한 오차 값을 

상쇄시키는 특징 block을 이용한 EHD로 Bio Image의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

된 알고리즘은 추출된 Local histogram으로부터 image 

체 방향성을 나타내는 Global histogram을 생성하고 

표 edge type을 지정한 뒤, 표 방향성에 한 

block들의 평균을 산출하여 평균보다 큰 block들을 특

징 block으로 선정, Local histogram bin과 함께 유사

도 matching에서 비교된다. 동시에 유사 분포를 가지

는 image의 경우에는 지역  변화도를 측정하는 국부

분산을 이용하여 특징 block을 선별한다. Bio image에 

한 검색 실험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향상된 검색 

성능을 보여 다. 

 하나의 특징을 서술하는 Descriptor로는 정확한 검색

이 힘든 Bio Image 검색 분야에서 제안 알고리즘은 

image의 여러 특징을 기술하는 Descriptor의 조합 연

구에도 용하여 검색 성능의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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