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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검색을 위한 점진적 블록 크기 기반의 효율적인 손실 좌표 압축

기술

최 경 민a), 정 현 일a), 김 해 광a)‡

Gradual Block-based Efficient Lossy Location Coding for Image 
Retrieval

Gyeongmin Choia), Hyunil Junga), and Haekwang Kima)‡

요 약

MPEG-7 CDVS (Compact Descriptor for Visual Search)분야에서 표준화하고 있는 현대의 모바일 디바이스 및 서버에서 사용되는

영상검색과 매칭 알고리즘들은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와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같은 강인한 디스크립터

를 기반으로 하는 특징 점에 의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징 점들은 크게 좌표와 디스크립터로 나누어져 있다. 빠르고 정

확한 검색을 위해서 특징 점들은 디바이스에서 서버, 또는 서버에서 디바이스로 자유롭게 전송이 되어야 하므로 과거에 여러 압축 알

고리즘들이 제안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특징 점들의 분포 및 연관성 등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좌표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압축하면서

정확도를 보존할 수 있는 점진적 블록 크기 기반의 손실 좌표 압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로부터 현재 가장 효율이 좋은 알

고리즘 보다 특징 점당 비트가 평균적으로 0.3~0.4bit(5%~6%) 감소하고 정확도(TP,FP,TN)가 데이터 종류에 따라 유지되거나 미약하

게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Abstract

Image retrieval research activity has moved its focus from global descriptors to local descriptors of feature point such as SIFT. 
MPEG is Currently working on standardization of effective coding of location and local descriptors of feature point in the context 
mobile based image search driven application in the name of MPEG-7 CDVS (Compact Descriptor for Visual Search). The 
extracted feature points consist of two parts, location information and Descriptor. For efficient image retrieval, we proposed a 
novel method that is gradual block-based efficient lossy location coding to compress location information according to distribution 
in images. From experimental result, the number of average bits per feature point reduce 5~6% and the accuracy rate keep 
compared to state of the art TM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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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MPEG-7 의 CDVS (Compact Descriptor for Visual 
Search)[1]

에서 다루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영상검색을 위한

새로운 영상 검색 표준 기술은 1980년대 말에서부터 연구

되어 1997년에는 MPEG-7[2]
에서 다루기 시작했고, 2001년

에 버전1 표준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급속도로 발

전하는 모바일 환경에 대비하여 빠른 전송과 정확한 매칭

을 위한 강인한 디스크립터 기반의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3]

와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4]
같은 알고리즘들의 특징 점 정보의 압축 알고리즘들이 많

이 제안되었다(그림 1). 좌표와 디스크립터정보 중 이 논문

에서는 현재 MPEG-7 CDVS CE 3의 ‘Feature point loca-
tion coding’에서 다루는 좌표 압축 분야의 효율적인 알고

리즘을 제시한다. 먼저 좌표압축 기술의 과거 기술 및 배경

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한 다음 실험 및 결

과를 보고한다.

그림 1. SIFT로 추출 된 특징 점 예시
fig 1. Example feature points on image extracted from SIFT

1. 좌표 압축의 과거 기술 및 배경

좌표 압축에서 각각의 특징 점들은 영상마다 그 분포와

연관성이 다르고 영상의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밝기가 변하

는 특정부분에 많이 모여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stanford 대학에서는 각각 점들을 모두 압축 하는 것이

아닌 점들을 모아 블록화 시켜서 손실 압축하여 효율적인

결과를 얻었다
[5]. 또한 특징 점들의 주변 분포를 읽어 압축

하는 Context-based 코딩이 효율적이라는 것도 보였다.

그림 2. stanford 대학교 Sum-based context 코딩, 주변의 특징 점의
개수를 파악하여 context를 정하는 arithmetic 코딩 방법
Fig 2. Sum-based context coding from stanford, context based 
arithmetic coding method as number of feature point

이러한 기초 지식들을 바탕으로 매 MPEG-7 CDVS 표준

화 회의에서 많은 기관과 학교는 연구 알고리즘 및 결과를

제안 하였다. 최근 stanford 대학교는 그림 2에서와 같이 블

록 주변의 정보를 특징 점이 하나라도 있는 블록의 개수를

파악하여 다른 context를 적용해서 압축 효율을 높이는

Sum-based 블록 코딩을 제안하였고
[6], Peking 대학교는 그

림3에서와 같이 Core area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특징 점들

이 중앙에 모여 있는 성질을 이용한 일정 지역만 좌표를

압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7]. 끝으로 Huawei는 그림 4에

서와 같이 Scan 오더를 기본적인 Raster scan 오더에서

Circular scan 오더로 바꾸어 비트를 절약 할 수 있는 효율

적인 압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8]. 결국 이 알고리즘들

중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이 보안되기 위해 stanford 대학교

와 Huawei의 알고리즘이 결합되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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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eking 대학교 Core-area 방법, 중앙의특징점이밀집된곳만잘라
서 코딩하는 방법

Fig 3. Core-area method from Peking, the method by using core-area 
for compression

그림 4. Huawei의 Circular scan orderd 방법, 압축의스캔순서를이미지의
중앙으로부터 외각으로 하는 방법

Fig 4. Circular scan order method from Huawei, the method that com-
pression begins from center of image to outcorner by circular way

하지만 특징 점의 분포를 보고 더욱 효율적인 위치 정보

(x,y)의 압축을 위해 점진적인 블록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고안하게 되었다.

Ⅱ. 제안 알고리즘

앞선기술소개의그림 3에서와같이 SIFT나 SURF로추출

된 특징 점들은 대부분 영상의 중간에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이전의모든알고리즘들이선택했던균일블록

기반의압축에서정확도유지와압축률향상을위해유동적인

블록크기 기반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SIFT에 의해 특징 점이 추출된 이미지의 위치 정보(x,y)

를 압축하기 위하여 크게 3단계의 압축단계로 나눌 수 있

고, 각각의 단계는 영역 1~ 영역 3까지 구분되어 순차적으

로 압축 된다.

 

그림 5. 제안 하는 알고리즘 영역 1~영역 3이 나타내는이미지의 공간예시
Fig 5. Proposed algorithm example Area1~ Area3 in image

블록크기
Context 
방법

스캔 오더
특징점블록

분포량

영역 1 5x5 sum[0] circular 많음

영역 2 7x7 sum[0] circular 중간

영역 3 7x7 sum[n] circular 적음

표 1. 6x6블록 사이즈 영상 일 때 각 영역 정보
Table 1.Each area information as 6x6 block size image

먼저 영역 1에서는 표 1에서와 같이 특징 점의 분포 량이

가장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sum-based cotext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트레이닝 된 cotext 정보를 이용 하여 6x6보다

사이즈 1작은 5x5블록으로 인코딩 한다. 이때 많은 블록으

로 인해 정확도는 향상되지만 압축률은 떨어진다. 
두 번째 영역 2의 코딩은 영역 1 지역보다 듬성듬성한

특징 점들의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5x5 사이즈가 아닌 기존

의 6x6보다 사이즈 1 큰 7x7 블록 사이즈로 코딩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가까운 쪽부터 circular scan하여 코딩

한다. 영역 2는 영역 3 을 코딩하기 위해 sum- based con-
text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미리 트레이닝 한 영역 2 의 context를 사

용하여 압축한다.
끝으로 영역 3 코딩은 미리 인코딩된 영역 2의 블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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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코딩하게 되는데 기존의 6x6 보다 1 사이즈

큰 7x7 블록사이즈를 이용하여 인코딩하게 된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매우 듬성듬성 분포한 특징 점 블록들의 상호

관계가 중심 지역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몇 개의

특징 점을 포함한 블록이 있느냐에 따라 context가달라지

는 sum-based context 코딩을 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6x6
으로 코딩 했을 때 보다 블록의 개수는 적어 비트효율은

좋아지지만 그만큼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영역

1~ 영역 3까지 각각 정확도와 비트효율 상호 효과로 전체

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림 6. operating point 별 bits per feature
Fig 6. bits per feature on each operating point

그림 7. operating point 별 True Positive 값
Fig 7. True positive rates on each operation point

Ⅲ. 실험 및 결과

모든 실험은 MPEG-7 CDVS standard dataset을 사용하

고, TM3.0의 알고리즘과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각각

의카테고리별영상들의 Operationg point 별 평균 값들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냈다. 비교요소는 압축률을 확인

할 수 있는 특징 점 하나당 비트수와 정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TP값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6 에서와 같이 기

존 TM3.0[9]
보다 특징 점당 비트수가 약5%~6%정도감소

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림 7에서와 같이 TP값은 TM3.0과
거의 비슷하거나 데이터 카테고리 종류에 따라 미세하게

높거나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이 논문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영상 검색을 위한 점진

적 블록 크기 기반의 효율적인 손실 좌표 압축 기술을 제

안 했다. 영상의 특징 점들의 분포가 2차원 가우시안 형

태를 띠는 것을 관찰하여 점진적 블록 크기를 이용하여

TM3.0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유지하고 압축률을 5%~6% 
높였고 이후 특징 점들의 분포를 더욱 자세히 분석하여

보다 높은 효율을 가진 알고리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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