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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생성  분배가 폭발 으로 증

가함에 따라 산재된 메타데이터에 한 효율 인 검색

이 필요하게 되었다. 내용기반의 효율 인 검색을 지

원하기 해 MPEG-7의 표 이 제정되면서 내용기반 

상의 검색의 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조건들을 해결하기 해 MPEG-7 디스크립터와 자

체 개발한 Compact 디스크립터를 이용하여 Web 기반

으로 검색 시스템을 구 하고 바이오 이미지를 한 

디스크립터의 조합을 제공한다. 이미지의 feature 추출 

인터페이스와 검색 인터페이스를 웹 어 리 이션으로 

구 해 웹 라우 만으로 이미지의 효율 인 장, 

검색  리를 할 수 있고 XML 형태로 표 된 

feature 를 다양한 용도로 확장 할 수 있다.

I. 서론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고 멀티미디어 련 하드웨어 기술의 발달과 고속 

통신망의 발달로 다양한 미디어를 할 수 있게 되었

다.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송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보편화되고 그에 따른 멀티미디어 정보량이 

폭발 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자 기반의 검

색 시스템이 주류인 재로서는 멀티미디어 정보의 검

색이 제한 일 수 밖에 없다. 같은 데이터에 한 표

도 인간에 따라서 혹은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

다. 이러한 텍스트 키워드는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해

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최근 멀티미디어 데이

터의 인덱싱과 검색에 수많은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1-2]. 그 연구들에 힘입어 방 한 양의 멀티미디어 컨

텐츠에 한 효율 인 검색, 장, 리, 송 등을 

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효과 으로 표   검색하기 

한 MPEG-7 표 이 제정되었다[3].

MPEG-7의 응용분야 에 의학분야, 즉 바이오 이

미지(Bio Image)에 한 응용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

다. 여러 병원에서 PACS(Picture Archive and 

Communication System)의 도입에 따라 많은 양의 바

이오, 의료 상이 디지털화 되어 하나의 데이터베이

스(database)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바이오 상이 내

포하고 있는 의미는 일반 자연 상과는 다르며, 그 검

색방법에 한 많은 연구가 지 까지 진행되어 왔다

[4]. MPEG-7의 상 디스크립터(Visual Descriptors)

의 경우 그동안 자연 상 검색에 많이 응용되어 왔으

며, 성능도 입증되었다. 

MPEG-7의 각 디스크립터[5-7]는 고유한 상특징 

정보를 기술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검색할 수 있는 

상의 종류도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미지의 종

류에 따라 각 디스크립터의 성능이 다를 수 있다. 

를 들면, 바이오 상에서는 세포의 염색재료에 따라 

이미지의 세포 색상이 변함으로서 상을 표하는 색

깔이 달라진다. 즉, DCD(Dominant Color Descri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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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검색효율이 극히 떨어진다는 뜻이다. 자연

상에서는 CLD(Color Layout Descriptor), DCD, 

EHD(Edge Histogram Descriptor), TBD(Texture 

Browsing Descriptor)의 조합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 제와 같은 상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 을 향상시키기 하여 여러 다른 

연구들이 진행 이다. 본 논문에서는 내용기반 상검

색의 국제표 인 MPEG-7 디스크립터와 자체 개발한 

Compact Shape 디스크립터를 이용한 Web기반 바이

오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Compact Shape 디스크립터

상의 모양정보를 간단히 나타내면 어떤 물체가 어

느 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의 좌측 상의 

모양정보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 간과 우측에 작고 

동그란 검은 부분이 있고, 간 검은 부분은 수평방향

으로 희미한 선이 있고, 우측 검은 부분은 수직방향으

로 선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간단한 그림으

로 나타내면 그림 2의 우측 그림으로 나타 낼수 있다.

      

그림 1. 간단한 상변환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

   1. 64×64로 분할 역 지정

   2. 각 역 픽셀값의 평균으로 64×64 이미지

      재구성

   3. 체 픽셀의 평균값보다 작으면 0, 아니면 1로

     픽셀값 변경

     (  : 000000000000010010011000001000000...)

   4. 4블럭씩 0과 1의 패턴을 한 문자로 표

(Run-Length 부호화,

       : P A3 B2 I A P M2 B10 O6 ...)

그림 2. 패턴 알고리즘의 슈도코드

III. Web 기반 검색 시스템의

설계  구

3.1 시스템의 설계  구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특별한 입력시스템이 없이 마우

스나 터치패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GUI(Graphic User Interface)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미지의 서버 등록  검색을 한 두 번의 조작으로도 

자동 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 으며  검색할 디스

크립터를 사용자가 직  선택할 수 있도록 UI를 제공

한다. 이동성을 고려해 웹 기반으로 구 하여 사용하

고자 하는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웹 라

우 가 내장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근하여 추출/검색

을 할 수 있다. 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이미지에서 

추출한 특징들을 XML 형태로 장해 다른 분야에서

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시스템의 최  장 은 클라이언트에 웹 라우

만 있으면 서버에 설치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즉,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통신하기 한 별

도의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서버

의 리자도 웹 라우 로 어느 곳에서든지 리를 

할 수 있고, 사용자도 자신이 원할 때 언제나, 어디서

나 웹 라우 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검

색 할 수 있다. 즉, 웹 라우 가 들어가는 모든 기기

를 클라이언트로 쓸 수 있다. 

 상 특징 추출 모듈은 UI에서 쿼리 이미지를 받아 

MPEG-7 엔진에서 그 특징을 추출한 후 검색에 쓰일 

장소에 송하는 역할을 한다. 장하는 요소는 원

본 이미지, thumbnail 이미지, XML 형태의 특징이 

장된다. thumbnail 이미지는 검색결과를 보여  때 네

트워크 트래픽을 이기 해 쓰인다. 

 그림 3은 상 특징기반 검색 모듈의 동작을 나타낸

다. 이 모듈은 클라이언트에서 질의 이미지를 송받

아 이와 유사한 이미지를 찾는 역할을 한다. 쿼리 이

미지를 받으면 그 특징을 추출해 내고, 지정한 검색 

분류의 XML 형태의 특징들과의 유사도를 측정해서 

유사한 이미지 순서로 클라이언트 화면에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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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eature 검색 인터페이스

그림 3. 상 특징기반 검색 모듈 구조도

 특징 추출 인터페이스의 구성은 크게 입력, 특징 선

택, XML 형태의 특징 보기, 장할 분류(category) 부

분으로 나뉜다. 사용자는 먼  추출할 이미지의 선택

하고 서버로 보낸 뒤에 추출할 디스크립터를 선택한

다. 그리고 특징을 추출하여 XML 형태로 만든 뒤에 

장소의 분류를 선택하고 장하게 된다. 이때 장

되는 요소는 XML로 표 된 특징, 원본 이미지, 

thumbnail 이미지이다. thumbnail 이미지의 용도는 검

색 인터페이스에서 이미지 검색결과를 빠르게 보여주

기 함이다.

 그림 4의 검색 인터페이스는 입력, 특징 선택, 분류 

선택, 결과보기로 나뉜다. 사용자는 질의 이미지를 선

택하고 서버로 보낸 뒤에 비교할 특징를 선택한다. 그

리고 질의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한 후 장소에 있는 

일들의 XML 형태의 특징만을 가지고 비교를 수행

하게 된다. 비교는 분류별로 할 수도 있다. 비교가 끝

나면 가장 유사한 이미지 순으로 화면에 보여 다. 이

미 추출된 특징과 thumbnail 이미지를 통하여 빠른 수

행이 가능하다. Result Images에는 쿼리 이미지와의 

차이값(distance)이 숫자로 표시된다.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검색결과의 이미지를 쿼리 이미지로 하여 

다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최종으로 사용자가 원하

는 이미지를 찾았을 때 그 이미지를 원본으로 볼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을 해서 조합된 필터를 미리 

제공한다. 기존 연구[4]에서 MPEG-7 디스크립터  

CSD, SCD, EHD가 바이오 이미지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연구되었다. 이 조합을 제공함으로써 바이오 

이미지에 최 화된 검색 성능을 낼 수가 있다. 조합 

검색 알고리즘은 CSD의 검색결과 차이값으로 유효 랭

킹(Ranking)을 구한 후  값을 일반화(Normalize) 한다. 

그리고 그 값과 SCD와 EHD 차이값을 일반화하여 합

한 후 다시 검색을 수행한다. 일반화 알고리즘은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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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Histogram

Region
Shape

Compact
Shape

ANMRR 0.44784 0.78056 0.33953

   (1)

 k는 랭크된 이미지의 인덱스이고 max는 가장 높은 

값의 디스턴스를 가지는 이미지의 인덱스 이다. 즉 

Distance(k)는 각 이미지들과의 distance 이고 

Distance(max)는 그 distance  최 값을 말한다. 한 

특징에 한 차이값을 0과 1사이로 일반화 함으로써 

특징값들을 조합할 때 그 비 을 동일화 하 다.

 어느 특징의 랭킹을 기 으로 삼을 것인가와 특징의 

비 을 얼마만큼  것인가에 한 연구는 계속 되어

야 할 것이다.

3.2 Compact Descriptor의 분석

이 디스크립터의 성능 테스트를 하여 Database의 

5628개의 Bio Image, 25개의 질의 image, 14개의 

Ground-Truth를 사용하 다. Compact Shape 디스크

립터를 MPEG-7의 회색도 상에 성능이 좋은 Edge 

Histogram 디스크립터, 모양정보를 비교하는 Region 

Shape 디스크립터[7]와 비교하면 표 1과 같이 좋은 성

능을 나타낸다.

표 1. 각 디스크립터들의 ANMRR

Ⅴ.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Web 기반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이용하여 어디서나 근할 수 있는 이미지 검색 시스

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리자나 사용자 모두 웹 

라우 만으로 서버에 근하여 이미지의 특징정보를 

추출/ 장/검색이 가능하다. 이러한 근 용이성과 

XML 정보의 확장성이 있다는 에서 본 논문의 의의

가 있다. 근 용이성은 PDA나 Hand Held Device에 

의해 이동하면서도 쓰일 수 있다는 장 으로 차후 바

이오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른 확장 인 용도로 용이 

가능하다. 장된 XML은 이미지를 여러 다른 시스템

에서도 근해서 검색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의 모양정보 특징을 다루는 Compact 

Shape 디스크립터에서 모양정보 변형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바이오 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세세한 분류에 따른 디스크립터 조합과 그 조합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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