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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컬러 영상의 검색을 위하여 영상을 색상 정보에 기반한 pixel layer (cluster)의 집합체로 

모델링하고, 두 layer 간의 유사도를 각 layer 를 이루는 pixel 들의 색상 분포에 따른 공간적 분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먼저 pixel layering 단계에서는 HSV 색 공간에서 mean-shift clustering 
알고리즘을 통해 초기 layer 들을 얻고, 비슷한 색상의 layer 들은 합쳐 영상의 soft segmentation 과 유사한 
결과를 얻는다. 비교할 두 영상에서 pixel layering 을 한 후, 각 layer 를 이진화된 공간분포 지도로 형성하고 
그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유사도를 측정한다. 이 때, 사용하는 가중치로서 HSV 색 공간 분포의 비슷한 정도를 
정의하는데, 이는 HSV 색 공간을 XYZ 의 3 차원 좌표로 설정하고, overlap 되는 pixel 수로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pixel layer 들 간의 색상 공간 분포에 따른 공간적 분포를 이용한 영상 검색 기법은 MPEG-
7 에서 정의한 대표색상 기반의 영상 검색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1. 서론 

최근 개인용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 단말기 보급의 증가로 
사용자가 많은 양의 영상들을 저장하고 관리하게 되면서, 
자동적인 영상 검색/분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 단어의 분포상태를 중심으로 문서를 검색하는 
BOW(Bag-of-Words) 방식은 자료검색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검증된 기술이지만, 영상을 검색하는 기술은 
문서검색만큼의 신뢰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BOW 개념을 사용하여 특징추출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에서 시각단어(visual word)를 추출하여 
영상검색을 시도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문서에서의 단어와 달리 시각단어는 영상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명확히 규정되기 어렵고, 분류한 시각단어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검색되는 영상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사용자가 특정한 대상을 
검색하거나 비슷한 분위기의 영상을 검색하는 경우에 특징점을 
이용한 기술보다는 색상을 이용한 기술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색상정보를 기반으로 유사한 
객체나 배경을 중심으로 영상을 검색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색상 기반의 검색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양한 색 공간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방식들[1-3]은 
통계적으로 유사한 색상 분포를 갖는 영상들을 검색하는데 
효과적이지만, 히스토그램이라는 공간적 속성을 제거한 정보를 
이용하므로 영상 속의 객체나 배경과 같은 내용 기반의 영상 
검색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공간적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4]에서는 영상 내에서 같은 색상의 응집 여부를 이용하였으나, 

공간 정보가 극히 적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5]에서는 색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색상 히스토그램의 모멘토를 이용하고 
공간 정보 반영을 위해서 웨이브릿 부이미지를 가우시안 
분포로 근사한 뒤 계수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색 정보와 
공간 정보를 분리해 다루었으므로 영상 간 유사도 정의 시 
실험에 의해 각 특징량의 가중치를 결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대표 색상을 이용해 유사 영상을 검색하는 MPEG-7 의 
대표 색상 기술자[6]는 영상의 색상정보의 통계적 특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영상검색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두 영상이 
같은 색상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 공간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칭이 잘 안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을 pixel layer 
들의 집합체로 모델링하고, 각 layer 의 색상 분포에 따른 
공간적 분포를 고려함으로써 쿼리 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검색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색상 정보를 이용한 pixel 
layering 방법과 색상 분포에 따른 공간적 분포를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3 절에서는 제안한 방법과 
MPEG-7 standard 방법을 이용한 비교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4 절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2. 제안하는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컬러 영상의 검색을 위하여 영상을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pixel layer 들의 집합체로 모델링하는 pixel 
layering 방법과 비교할 두 영상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ayer 들 간의 색상 분포에 따른 공간적 분포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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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안한다. 

 

2.1 색상 정보를 이용한 pixel layering 

컬러 영상의 검색을 위하여 먼저 영상을 색상 정보를 

이용해 pixel layer 들의 집합체로 모델링한다. 즉, 영상 I 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layer 들의 집합체로 표현된다. 

1

N

i iI L== U  

여기서 iL  는 N 개의 추출된 layer 들 중에 i 번째 layer 

를 의미한다. 초기 layering 은 HSV 색 공간에서 mean-shift 
clustering 알고리즘을 통해 얻는다. 이 결과는 색상 공간에서 
픽셀들을 대략적으로 clustering 한 것이므로, 이를 좀 더 
refinement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각 cluster 
의 중심 값의 차이가 적으면 layer 를 결합하여 영상의 soft 
segmentation 과 유사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 실제 색상은 
어두워질수록 채도 값에 따른 색상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서 색상 정보는 채도 값과 명도 값이 매우 작지 않을 
때에만 유효하므로 refinement 하는 과정은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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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ixel layering 단계의 예. (a) 쿼리 영상, (b) 
초기 layering 결과, (c) refinement 과정 후 얻어진 

layering 결과 

여기서 
new

iL 는 jL 와 kL 를 결합한 layer 이고, jc 와 

kc 는 각 layer 에 해당하는 cluster 의 중심 값으로 채도 

값 ( js )과 명도 값 ( jv )이 매우 작지 않을 때에는 색상 

( jh ), 채도, 명도로 3 차원 벡터를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명도 값만 나타내는 값이다. 그림 1 은 이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1.(a) 는 쿼리 영상이고, 그림 1.(b) 와 (c)는 색상 
정보를 이용한 초기 pixel layering 의 결과와 refinement 
과정 후 얻어진 layering 의 결과를 보여준다. 

 

2.2 색상 분포에 따른 공간적 분포를 이용한 유사도 
측정 

 

2.2.1 색상 분포에 따른 가중치 설정 

쿼리 영상과 DB 영상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두 
영상을 pixel layering 한 후에 유사한 색상을 가지는 layer 
간의 색상 분포가 얼마나 비슷한 지에 대한 가중치를 정의한다. 
그림 2 는 HSV 색 공간 원기둥 모형과 이를 XYZ 의 3 차원 
좌표로 설정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2. HSV 색 공간 원기둥 모형과 XYZ 3 차원 좌표. 

그림 2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HSV 색 공간을 XYZ 의 
3 차원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layer 에 해당되는 
pixel 들의 색상 분포를 3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분포를 
X-Y, Y-Z, 그리고 Z-X 의 2 차원으로 투영시킨다. 비교할 두 
layer 의 색상 분포가 유사하면 overlap 되는 pixel 수가 많게 
되므로, 전체 영상의 pixel 수 대비 overlap 되는 pixel 수를 
가중치로 설정한다. 즉, 쿼리 영상의 k 번째 layer 와 DB 

영상의 i 번째 layer 간의 가중치 kiω 는 X-Y, Y-Z, Z-X 

평면으로 투영시켰을 때의 가중치들의 평균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2.2.2 공간적 분포를 이용한 두 영상의 유사도 측정 

컬러 영상에서는 그 색상이 어떻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검색되는 영상의 종류와 객체의 형태가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각 layer 영상을 일정한 개수의 작은 
영역으로 나누고 색상이 영상평면에서 분포한 상태를 이진화된 
공간분포 지도로 표시한다. 즉, 쿼리 영상의 k 번째 layer 영상 
Q

kL  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는 이진 공간분포 지도 
Q

kM  는 

영상을 n n×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에서 layer 에 속하는 
pixel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블록 p 에서의 

이진 공간분포 지도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1,   if  

0,         otherwise

Q

k

N A

M p N B
γ


>

= 



 

여기서 ( )N A 는 각 블록에 속하는 모든 pixel 의 

개수이고, ( )N B 는 각 블록에서 각 layer 에 속하는 pixel 

의 개수이다. 마찬가지로 DB 영상의 i 번째 layer 영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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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공간분포 지도 
DB

iM 를 생성하면, 두 layer 간의 유사도 

( ),
Q DB

k idist L L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1

,
n n

Q DB

k i ki

p

dist L L H p
×

=

=∑  

where 

( ) 1,   if  1 and 1

0,                        otherwise

Q DB

k i

ki

M M
H p

 = =
= 


 

결과적으로 색상 분포에 따른 공간적 분포를 이용하여 

쿼리 영상과 DB 영상의 유사도 
,Q DBS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1 1

,
n m

Q DB

Q DB ki k i

k i

S dist L Lω
= =

= ⋅∑∑  

여기서 n 은 쿼리 영상의 총 layer 개수이고, m 은 쿼리 
영상의 k 번째 layer 와 유사한 색상을 가진 DB 영상의 layer 
개수이다. 그림 3 은 쿼리 영상의 k 번째 layer 와 DB 영상의 
i 번째 layer 간의 유사도 측정의 예를 보여준다.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Corel_1K 

Database 영상을 이용하였다. 이는 10 개의 class 들로 
이루어진 1000 장의 영상으로, 그림 4,5 는 MPEG-7 대표 
기술자를 사용한 결과와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한 검색결과로써,  
쿼리 영상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상위 20 장의 영상을 
뽑은 것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하는 영상 
검색 방법은 영상에서의 색상 분포를 가중치로 하여 공간적 
분포와 결합하여 고려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보다 우수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컬러 영상의 검색을 위하여 영상의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을 pixel layer 들의 집합체로 모델링하고, 
각 layer 들 간의 색상 분포에 따른 공간적 분포를 이용하였다. 

초기 pixel layering 은 mean-shift cluster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였고, refinement 과정을 거쳐 soft segmentation 와 
유사하게 layer 들을 생성하였다. 그런 다음 layer 들 간의 
색상 분포와 공간적 분포를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각 
layer 에서 색상이 공간적으로 분포한 상태를 이진화된 
공간분포 지도로 모델링 하였고, 이를 색상 분포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비교함으로써 영상을 검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영상검색 기법은 기존의 MPEG-7 standard 영상 검색 
기법보다 더욱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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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쿼리 영상의 k 번째 layer 와 DB 영상의 i 번째 layer 간의 유사도 측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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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실험 결과. (a) 대표 색상 기술자를 사용한 결과, (b)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한 결과. 

 

 

 

(a) 

 

(b) 

그림 5. 실험 결과. (a) 대표 색상 기술자를 사용한 결과, (b)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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