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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휴대단말 환경에서 획득한 영상에서 관심 객체의 특성을 추출하여 검출하

는 내용 기반 영상 검색 기술을 제안한다. 검출하고자 하는 모델 영상의 HSI 컬러 정보를 이용한 컬
러 히스토그램 정합법을 사용하여 관심 객체가 존재하는 템플릿을 검출한다. 해당 영역에서 해리스 

코너 검출 기법을 사용하여 코너 포인트를 검출 후 영역 성장법을 적용하여 관심 객체를 검출해내는 

기법을 제안한다. 객체 검출 성능을 향상시키며 휴대단말 간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색상(Hue) 
영역 정보만을 이용하여 연산량을 감소시키며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image detection technique is proposed to extract image features in a mobile terminal 
environment. To detect objects, the HSI color model of the image is used. The object's corner points are 
detected using the Harris corner detection method. Finally we detect the object of interest using region growing 
The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improves detection performance and reduces the 
amount of co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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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급속한 휴대 단말의 발달로 휴대 단말에서 얻
은 영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로는 멀티미디어 검색을 

위한 서술자(Descriptor)를 개발한 MPEG-7[1]이 
있으며 색상, 질감, 형상과 같은 객체의 특징을 

기술하고 서술자 기반 내용 검색 기법(CBIR)[2]을 

제안되었다. 촬영 영상 내의 내용물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법(Description)으로 MPEG-7에서 기술하

고 있는 색상 서술자[3]는 RGB, YCbCr, HSV, 
HMMD 등이 있다. 이러한 MPEG-7 서술자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쉽게 탐색하여 추출할 

수 있도록 정보 표현 방식을 제안하는 표준화된 

방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휴대 단
말에서 획득한 영상이 아닌 일반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영상을 기반으로 객체 검색을 수행하였고 

고정된  카메라 및 동일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해왔다. 다양한 휴대 단

말에서 획득한 영상은 휴대 단말에 따라 관심 대

상의 색감, 질감 등이 다르게 된다. 따라서 휴대 
단말 영상에 최적화된 관심 정보 검출을 위한 표

현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거리, 각도, 방향에서 획득한 휴대 단말 
데이터베이스에 HSI 색 정보, 컬러 히스토그램, 
경계선 정보, 코너 정보를 조합하여 휴대 단말 환

경에 적합하고 낮은 연산량을 요구하는 실시간 
객체 검출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절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흐름

도, 절에서는 모델 학습 과정을 설명한다. 이후
부터 테스트 과정을 설명하며 절에서는 관심 

객체가 존재하는 템플릿 검색법, 절에서는 최종

적으로 관심 객체 검출법을 설명한다. 절에서는  
설험 결과를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잘에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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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맺는다.

. 제안하는 방법의 흐름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컬러 기반 서술자를 사

용한 휴대 단말 객체 검출 기법의 전체적인 흐름

도는 그림 1과 같다. 다양한 휴대폰 단말에서 촬
영한 640x480 크기의 이미지에서 특정 관심 영역

의 특징 값을 추출하고 테스트 영상에서 해리스 

코너 검출 기법을 사용 후 영역 성장법을 적용해 
관심 객체를 검출해낸다. 

그림 1. 제안하는 방법의 흐름도.

. 모델 학습 과정

본 논문에서는 관심 객체의 실시간 검출이 가

능하도록 객체 서술자로 HSI 컬러 히스토그램 인
덱싱 벡터 및 H 채널 4x4 블록 색상 벡터를 사용

한다. 그림 2와 같이 휴대 단말에서 획득한 

640x480 영상에서 관심 객체를 추출하며 학습 영
상들을 180x140 영상으로 양선형 보간법을 사용

하여 크기 정규화를 수행해준다. 
모델을 서술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인간 

시각에 기반한 HSI 컬러[4]를 사용하고 있다. HSI 
색상 체계는 식(1)과 같이 표현되며 색상(H), 채도

(S), 명도(I)에 기반한 색상 체계이다. 

   ≤
   

   




 


 







       (1)

HSI 색상 체계 중 본 논문은 채도와 명도의 변

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H(색상) 채널만을 이용한
다. 모델 학습 과정에서 컬러 히스토그램 인덱싱

[5]을 위해 사용하는 색상 채널을 360개로 양자화

한다. 두 번째로 사용하는 H 채널 4x4 블록 평균 
벡터는 180x140의 템플릿을 4x4 블록으로 나누어

서 각 블록의 평균 색상(H) 값을 16x1 벡터값으로 

테스트 과정에 전달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영상에서 획득한 학습 데이

터들을 식 (2)와 같은 평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

인 히스토그램 인덱싱 벡터와 4x4 블록 평균 벡
터들을 테스트 과정에 전달하게 된다. 

         


  



         
(2)

그림 2. 모델 영상 획득 과정.
. 관심 객체가 존재하는 템플릿 검색

모델 학습 과정에서 획득한 색상 히스토그램 

인덱싱 결과와 가장 확률적으로 부합하는 템플릿
(180x140)을 검출해내기 위해 슬라이딩 윈도우 기

반 템플릿 매칭 기법을 사용한다. 관심객체는 영

상의 중심부에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상, 하, 좌, 
우 5%의 crop 영역을 지정한 후 180x140 템플릿

을 가로, 세로 5픽셀 씩 이동하면서 템플릿 매칭

을 식 (3)에 따라 가장 높은 결과가 나오는 템플
릿을 관심 객체가 존재하는 템플릿으로 설정한다 

[5]. 이 때, 모델 영상(M(i))과 테스트 영상(I(i))의 

색 배치가 가장 유사할 때 템플릿 매칭 결과
()가 가장 높은 값을 보이게 된다. 

           

  






  





      (3) 

 
. 객체 경계선 추출 및 코너 검출 통한 

객체 검출

관심 객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템플릿이 
검색된 후 검색 템플릿 주위에서 관심 객체만을 

검출해내어 휴대 단말에 전달해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관심 객체를 검출해내기 위해서 전체 
영상의 경계선 추출 및 코너 검출을 통한 영역 

성장 기법을 사용한다. 
먼저 테스트 이미지에 분포하는 각 객체들의 

경계선을 추출하기 위해 RGB 컬러 영상을 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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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으로 변환 후 캐니 에지 추출 기법[6]을 
적용한다. 캐니 에지 추출 후에도 경계선 주위의 

약한 윤곽선은 검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x3 윈

도우 최대값 필터를 사용하는 팽창 연산을 통해 
전체적인 윤곽선을 강조하여 코너 검출을 수월하

게 한다.  
 이후 관심 객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템

플릿 영역 내에서 해리스 코너 포인트 검색법[7]
을 사용하여 해당 객체의 코너점을 검출해낸다. 
해리스 코너 검출법은 식 (4)와 같이 x축, y축 방
향으로 일정한 코너 응답을 보이는 지점을 코너 

포인트로 검출하는 기법이다. 
 





    (4)

그림 3(a)의 결과가 임계값을 10으로 설정하여 

얻은 템플릿 내의 코너 응답 결과이다. 그림 3(b)
는 팽창 연산을 통해 얻은 경계선과 코너 포인트
가 일치하는 지점을 표시해준 결과이다. 그림 

3(c)는 3(b)의 코너 포인트들의 각도에 대한 히스

토그램을 계산하여 가장 우세한 각도 성분의 코
너 포인트를 표시해준 결과이다. 각도 성분은 캐

니 에지 디텍터에서 얻게 되는 x축, y축 방향 기

울기 값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으며 일정한 각도
로 응답이 큰 점을 연결하면 객체의 직선 성분을 

검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심 객체만을 검출해내기 위해 

주축 코너 포인트를 중심으로 영역 성장 기법을 

사용한다. 영역 성장을 위한 seed 포인트는 주축 

코너 응답 포인트 중에서 학습 과정에서 얻은 
4x4 블록 평균 벡터들의 평균값과 가장 유사한 

지점을 선택한다. 해당 포인트를 중심으로 영역 

성장 기법을 통해 관심 영역 안에서 객체를 그림 
4와 같이 검출해낸다. 영역 성장은 seed 포인트에

서 좌, 우로 180, 상, 하로 140의 영역의 영역에서 

수행한다.

그림 3. 해리스 코너 포인트 검색 결과.

그림 4. 영역 성장을 사용한 관심 객체 탐색. 

. 실험 및 결과

총 6대의 휴대단말에서 다양한 크기/각도/거리
에서 촬영한 640x480 영상 68장의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하여 실험 결과를 도출하였다. 객체 검출 

시간은 1~ 2초의 응답 시간을 보이고 있기 때문
에 실시간 검출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식(3)과 

같은 템플릿 매칭 시에 개의 HSI 세 컬러 모
두를 사용하지 않고 H 컬러만을 사용하여 360개

의 bin만을 사용하여 연산량을 감소하였다. 또한, 
템플릿 매칭 연산에서 Full Search를 하지 않고 

일부 영역에 한해서만 템플릿 매칭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휴대 단말에서 다양한 각도/거
리/방향에서 촬영한 640x480 영상을 이용하여 관

심 객체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관심 객

체를 검출하기 위해서 HSI 색상 체계를 사용하는 
내용 기반 객체 검출 기법을 제안하며 해리스 코

너 포인트를 기반으로 영역 성장 기법을 사용하

여 관심 객체를 검출해내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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