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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MPEG-7 비주얼 디스크립터를 기반으로 Digital Image의 효과적인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의 개발하였다.

MPEG-7에 포함되어있는 비주얼 디스크립터 툴은컬러, 텍스처, shape, motion, localization, 얼굴 인식 등을포함한다. 이들

MPEG-7에서 제공하는비주얼디스크립터를 그대로 이용하여 Digital Image의 검색 시스템을구현하기에는 시스템이불필요

하게 커질 수 있으며 Digital Image의 검색 성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디스크립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모든 Digital Imag에 대한 검색을수행하기에는 많은 처리시간이 요구된다는것과 어떠한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야 정확한 검색이 이루어질지 알 수없기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MPEG-7 비주얼 디스크립

터의 특성을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받은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분석하고 이들디스크립터의효과적인결합기술을개발하

였다. 기존의디스크립터 결합방식은 각각의 디스크립터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검색을수행하는방식이었으나본 논문

에서는 정보이론을 기반으로 디스크립터의 가중치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검색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시스템

은 기존의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시스템에 비해서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각디스크립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중치를결정하

도록 구성하였다.

1. 서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방대한

양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비디오, 음악, 영상 등)가 끈임 없이 생성, 제

작, 유통 및 서비스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Image는,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과 대용량 저장장치나 휴대용 저장매체의 가격

하락과 함께 가히 폭발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 새로운 저작

물이나 기존의 저작물을이용하여제작된저작물도점차 그수가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은 고의 혹은 비고의적으로 복사(혹

은 모사)되거나, 인터넷이나 재생장치의 종류에 따라 본래의 특성(영

상의 크기, 형태나 품질 등)이 변하여 유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데이러한유통과정을미연에방지하는것이 불법저작물의유통 방지

기술이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Digital Image Signature 기술이다.

Digital Image Signature 기술은, 기본적으로 Image가 가지고 있

는 고유 영상 특징정보(색상, 텍스쳐, Image내 객체의 형상정보 등)를

표현하는기술인데 MPEG-7 Visual Descriptor는 그중가장대표적인

기술이고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0,000여

종의 Digital Image UCC 저작물에 대해 상기 MPEG-7 Visual

Descriptor를 적용, 통계 및 분석 작업을 하여 저작물간의 상호 식별

및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한 최적의 Descriptor(혹은 Descriptor군)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저작물의 검색 및

새로운 저작물의 등록을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2. 비주얼 디스크립터 결합 기법

MPEG-7에서 제공되는 컬러 디스크립터는 Color Space, Color

Quantization, Dominant Colors, Scalable Color, Color Layout,

Color-Structure, and GoF/GoP Color 등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텍

스처 디스크립터로 Homogeneous texture, Edge histogram, Texture

browsing 등 3개의 디스크립터, Shape descriptor로 Region shape,

Contour shape, Shape 3D가 있다. 이외에도 Motion 디스크립터로

Camera motion, Motion trajectory, Parametric motion, Motion

activity가 있으며 Localization 디스크립터로 Region locator,

Spatio-temporal locator 가 있다. 이 절에서는, 기존의 연구내용 분석

을 통해 보다 우수한 디스크립터 결합 전략을 세우고자 한다.

가장 간단한방법은각각의 디스크립터에동일한가중치를주거나

사용자의 피드벡을 통해 디스크립터에 사용자가 지정한 가중치를 부

여하는방법일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MPEG-7 기술자의결합을위한

기법으로 두가지 기법을 제안되었다: 1) 가중치를 확률로 변환해서 반

영하는 방법, 2) 가중치를 각 비교 연산 결과값의 중요도로 간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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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제안된 방법의개략적인구성도는그림 2-1과같다. 각각의 디스

크립터에서 계산된 값은 정규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정규화된 각각의

디스크립터 결과 값은 지정된 웨이트와 곱해지고 최종적으로 결합되

게 된다.

그림 2-1 디스크립터 가중치 결합을 통한 검색 알고리즘 구성도

3. MPEG-7 기반의 Digital Image Signature

3.1 시스템의 구성

MPEG-7의 기본클래스는 크게 2개로 나눌 수가 있다. Feature

Data들이 저장소인 Descriptor, 그리고 Descriptor들을 이용해서 작업

하는 Tools로 나눌 수 있다. Tools는 입력영상에 대해 feature를 추출

하는 extract와 query와 reference의 distance를 구하는 search, 그리

고 파일저장 및 불러오기를 위한 CodeSheme 등 3개로 다시 나누어진

다. Descriptor와 Tools 사이에는 Interface를 통해서 데이터 접근을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그림 3-1 클래스 내부 인터페이스 구조

MPEG-7의 기본적인 클래스 상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 디스크립터

DscrtBase -> Descriptor -> 각각Descriptor

- 디스크립터 툴

DscrtBase -> CExtractor -> 각각Extractor

DscrtBase -> CSearch -> 각각Search

DscrtBase클래스는 멤버함수 GetDescriptorType()과 멤버변수

myType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최종 디스크립터 클래스의 생성자에

서 초기화해주고, Extractor, Search 그리고 데이터 저장 및읽기에 있

어서 디스크립터 데이터가 자신에게 맞는 데이터인지 비교할 때 사용

한다.

3.2 영상 관련 구조체 MomVop

MomVop는 MPEG-7에서 사용하는 영상 읽기용 구조체이다. BGR

Array를 각각의 컬러채널 R채널 G채널 B채널로 나눠서 데이터를 담

고 있는 구조체이다. 먼저 Descriptor의 사용을 위해서 영상을

MomVop라는 구조체를 불러들여서 사용한다. 여기서는 OpenCV라이

브러리를 사용하였다.

3.3. sort의 2가지 방식 (순위방식과 distance방식)

Query 영상에 대해 디스크립터들을 이용해서 특징을 추출한 후에

비슷한 영상을찾기위해서 각각의 DB와비교한 후에 비교 결과를합

산하여 정렬하여비슷한 영상을 찾는다. 정렬을 위한 값을순위방식과

distance방식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distance는 search tool을 이용해

서 얻을 수있는 float형 값이고, 순위는 각디스크립터들의 distacne를

이용해서 sort한 결과이다. 즉 순위 방식은 distance의 합산한 후에

sort를 하는 것이 아니고, 디스크립터들 마다 distance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정해진 순위를 더해서 다시 정렬하는 방식이다.

- 순위 방식 : Descriptor -> Search -> Distance에 따른 정렬 ->

각 DB 파일마다 순위합 -> 최종순위로 유사도 판별

- Distance 방식 : Descriptor -> Search -> Distance합 -> 정렬

하여 유사도 판별.

이러한 방식의 차이는 정규화 방식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디스크립터들의 distance는같은파일이여도다르기 마련이기때문

에, distance를 구하고 0~1.0사이 값으로 정규화를 하게 되고, 이 값을

합하여 distance방식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순위방식은 구해진

distance값을 정규화를 통하지 않고 디스크립터 자체에서 sort를 하면

서 1~DB개수의 값으로 정규화가 된다. distance와 순위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군집화에서 나타나게된다. 추가로 ContourShape 디스크

립터는 query와 reference의 distance 계산에 있어예외처리가되도록

되어있는데, 이 때 반환 값은 FLT_MAX 즉 float형이 지원하는 최댓

값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ContourShape의 반환값이 FLT_MAX인

reference는 영상의 정렬 목록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3.4. I-Checker_cmd

I_Checker_cmd의 경우는실제로영상을비교하는 프로그램은 아니

다. 영상이 담겨져 있는 폴더 내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Feature폴더를

생성하고 폴더 안에 각 디스크립터들의 DB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순이 영상이 담겨져 있는 폴더에서 실행만 하면되는 프로그램이다.

4. 실험영상의 분석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하기 전에 대상 영상들의 구조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개발된 기술의 적용가능성과 세부 Descriptor를 조합, 적

용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총 분석영상은, 2,340매로 아래의 세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4.1.1 실험영상의 종류

실험영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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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경과 객체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

b) 객체 판별이 쉬운 도면, 도안 DB들

c) 객체 판별이 쉬우면서 도면 도안이 아닌 DB들

그림 4.1 실험영상의 종류

4.1.2 배경이 복잡한 경우 vs 배경이 단순한 경우

가장 중요한 선별요소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Color디스크립터의

경우색상에따라그룹화를하거나카운트를하는데, 배경이객체에대

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되어 선별을 해야 하며, Shape관련

Descriptor들도 세그먼트가 되어있는 객체에 대해서 뛰어난

Description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4.1.3 도면, 도안 vs 그 외의 객체

건축물 등의도면의경우판별해야할 객체외에주변 환경적인요인

들도같이그려진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 descriptor들의 오류를높

이는 요인을 갖추고 있고, letter등의 도면들은 실제 판별해야하는 객

체 부분이 글씨와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였고 이는 descriptor의

성능 저하를 가져오는 요인이라 판별되어 일괄적으로 분리를 해주었

다.

4.1.4 문제가 될 수 있는 DB 영상들

- 영상 하나에 여러 개의 객체가 존재 : 아래와 같이 2가지 타입의

입력영상이있다. 왼쪽의경우에는 1개의객체에대해서여러가지모

습이 담겨 있는 것이고, 오른쪽 영상은 단하나의 경우에 대해서만

descriptor에 대해서 description이 될 것이다. 하지만 왼쪽의 영상은

자체로써 descriptor에 대해 description될 것이고, 이는 한 장씩의 영

상에 대해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DB에 대해 개개의 분할된 영상을 실험영상으로 추가하였다.

그림 4.2 여러 개의 객체를 가지고 있는 그림

- 대상 객체 배치에 문제가 있는 영상 : 아래와 같은 영상은 실제

객체 부분보다 입력된 배경이 넓은 경우이다. 특히 Color 디스크립터

의 경우에는 흰색에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게 된다. 판별해야할 객체

부분을 따로 추출해서 추가하였다.

그림 4.3 객체의 위치가 중심이 아닌 경우와 처리 결과

4.1.5 실험 영상 DB 혹은 Query 영상에 대한 분석 결과

각 디스크립터들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체만있는 영상이 필

요하다. 또한 각 디스크립터들은 alpha channel을 지원을 하는데,

Color 디스크립터들의 경우 알파채널(투명채널)의 부분은 배제를 하고

특징을 추출한다. Shape 디스크립터들의 경우에는 알파채널 자체를

이용해서 description을 수행하는데 이는 알파 채널 외의 부분을 객체

로 판단하고 outline의 shape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5. 실험결과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 사양은 다음과 같다.

- OS : Windows7 Professional 64Bit

- CPU : Intel i5 750 2.67Ghz

- RAM : 4GB

5.1 디스크립터 추출시간 측정

특징 추출시간측정은 5가지영상(RGB모델)에 대해 30회씩진행되

어 평균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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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로딩시간

5번 테스트영상의경우 영상의해상도도높으며 32bit의 CMYK 영

상이었기 때문에 RGB모델로의 변환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영상 로

딩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 디스크립터 추출 시간

디스크립터의 추출시간은 영상의 크기와 크게 비례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두드러진 특징은 Dominant Color 디스크립터의 추출시간

이 다른 디스크립터에 비해서 굉장히 길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영상 검색 시간

여기서는 객체 판별이 쉬우면서 도면 도안이 아닌 DB들로 선별된

1024개 DB에 대한 30개의 Query 영상의 검색 시간을 측정하였다.

Contour의 경우 검색시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테

스트 PC의 사양이 높고, 커맨드 모드의 간략 화된 모듈 상태, DB개수

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Indexing 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순차

적인 검색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2 검색결과

아래 그림은 선정된 질의영상에 대한 검색결과의 예를 보여준다.

6. 결론

MPEG-7 디스크립터는 Digital Image 에 포함되어있는컬러, 텍스

처, 형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최적화 되어 있는 국제 표준 디스크립

터이다. 따라서 MPEG-7에서 제공된 디스크립터를 활용하되 최대의

검색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디스크립터의 효과적인 활용에 포커스를

맞추어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MPEG-7 비주얼디스크립터의특성을 저

작권위원회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들 디

스크립터의 효과적인 결합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의 디스크립터 결합

방식은 각각의 디스크립터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검색을 수행

하는 방식이나 유전자 이론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소

개 하였다. 또, 정보이론을 기반으로 디스크립터의 가중치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검색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기존

의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시스템에 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각

디스크립터의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결정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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