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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급속히 발전한 정보기술로 인해 정보들을 쉽게 생산 및 배포 할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정보들이 

범람하게되었다. 이러한 정보의 범람으로 대량의 정보들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턴분석 방법으로 다차원 입력 데이터을 

군집화하여 2 차원 형태의 결과값을 도출하는 무감독학습방법인 SOM(Self-Organizion Maps)을 이용하여 

입력된 디지털 이미지 결과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론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생산 및 배포를 쉽게 

만들었으며, 그로인해 많은 양의 정보들이 범람하게 

되었다. 또한 멀티미디어 기기의 대중화를 통해 

텍스트 정보 뿐만 아니라 동영상과 이미지, 오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사용자가 원하는 의미 

있는 이미지 데이터 정보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의 이미지 검색 방법에는 이미지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검색에 사용하는 키워드 기반 검색방법과 

이미지 내용을 기반한 내용 기반 검색 방법으로  

분류 할수 있다[2][3].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과 다차원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구 등에서 사용되는 SOM(Self-Organizion 

Maps) 알고리즘은 입력된 다차원 데이터을 군집 

화하여 2 차원 형태의 결과값을 도출한다[4]. 그러나 

SOM(Self-Organizion Maps) 알고리즘의 결과는 초기 

weight 값에 따라 군집화 성능 및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적 분류가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 

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입력된 디지털 이미지의 이동, 회전, 

크기에 불변하는 특징값을 추출하는 Hu Invariant 

Moment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미지 특징값을 추출 

하고, 추출된 다중의 특징값을 SOM(Self-Organizion 

Maps) 알고리즘에 입력하여 최적 분류된 군집화 결과 

를 얻는다. 그리고 앞의 과정을 거쳐 얻어진 여러 

개의 군집화 결과 중  최적의 분류 결과를 찾는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제한하고자 한다. 

 

2. 이미지 특징값 추출 

본 논문에서 이미지의 특징값을 추출하기위해 크기, 

회전, 위치 변화에 강인한 결과를 가지는 Hu 

Invariant Moments 알고리즘 사용하였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139 139´ 크기의 

0 에서 9 까지 10 개의 숫자 이미지에 이진처리를 

하였다.  

Hu 불변 모멘트 알고리즘는 이미지의 패턴을 

계산하여 최종 7 개의 이미지 특징값을 추출 

한다.[5]. 이렇게 추출된 7 개의 이미지 특징값은 

이미지 분류 실험을 위한 SOM(Self-Organizion Maps) 

알고리즘의 입력값이 된다. 

 

이미지 특징값 

 

1f = 0.53418995440006256  

2f = 0.17228662591605898 

3f =0.03979976002683689  

4f = 0.0031610496489603494  

5f = 0.000012177943202567929 

6f = -0.000772383689042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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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 = -0.000033298813075759531 

<그림 1> Hu Invariant Moments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진 

 숫자‘3’ 이미지 의 특징값 

 
차수 내용 

1F  수평과 수직 방향의 분산의 합 

2F  수직 과 수평축에 대한 상호분산 값 

3F  좌우, 상하로 치우친 값의 강조 정도 값  

4F  좌우, 상하로 치우친 값 상쇄 정도 값 

5 6 7, ,F F F  크기, 회전, 위치에 불변인 특징값 

<표 1> Hu Invariant Moments 의 추출된 이미지 특징 값의 내용 

 

3. SOM(Self-Organizing Maps) 알고리즘 

 SOM(Self-Organizion Maps) 알고리즘은  Kohonen 

(1982)에 의해서 제안된 자율학습 알고리즘이다. 

일반적으로 n 차원의 입력층과 출력층인 두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입력 노드들은 모든 출력 노드들과 연결 

가중치(weight)를 가지고 있으며, 초기 연결 상태는 

0 에서 1 사이 임의 값을 가진다. 이러한 초기 연결 

가중치 및 배열된 형태는 SOM(Self-Organizion Maps)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습 과정에서 랜덤으로 입력벡터가 입력되면 각 

뉴런의 연결강도와 입력벡터 간의 유클리드 거리 

계산을 통해 각 노드 가장 가까운 노드가 무엇인지 

본다. 각 뉴런들은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뉴런이 승자 뉴런이 된다. 승자 뉴런이 

정해지면 승자 뉴런과 인접한 이웃 뉴런들은 

입력값에 대하여 학습한후 연결강도를 조정한다 

[6][7]. 

( )new old oldw w x wa= + -
 

• oldw : 조정되기 이전의 연결 가중치 값    • x : 입력벡터 

• neww
: 조정된 후의 새로운 가중치        • a :학습 상수 

 

다음 <그림 2>은 SOM(Self-Organizion Maps) 알고리

즘을 2000 번 반복 수행하여 얻은 군집화 결과이다. 
초기 연결 강도는 0 과 1 사이의 임의값으로 초기화 
하였으며, 입력층과 출력층은 32 32X  크기로 학습상수 
는 0.99 를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OM(Self-Organizing Maps) 

알고리즘은 자율학습방법으로 학습되며, 임의의 가중

치를 가지고 바람직한 출력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 학습된다. 따라서, 군집화 결과

는 임의의 초기 연결강도 설정과 입력 벡터의 변화에 

따라 그 결과가 매번 달라지게 된다. 
 
 

 

  

  

  

  

  
<그림 2> SOM(Self-Organizion Maps) 군집화 결과 

 

4. 이미지 최적 분류 평가 방법    

SOM(Self-Organizing Maps)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진 군집화 결과는 매번 실행 할때마다 군집화 

성능 및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적 분류 결과를 

찾을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 최적 이미지 분류 결과는 각 군집간의 

거리가 멀수록 좋은  출력 결과라 가정하였다.  

먼저, SOM(Self-Organizing Maps) 알고리즘을 

통해서 10 개의 군집화 결과를 얻는다. 

다음은 얻어진 군집화 결과 안의 각 군집들의 

무게중심을 구한다. 

 

 
<그림 3> 각 군집들의 무게중심을 구함 (흰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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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집의 무게 중심을 구하면, 각 무게 중심점의 

위치를 계산하여, 모든 무게 중심 점을 포함하는 큰 

사각형을 구한다. 

 

 
<그림 4> 각 군집들의 무게중심을 구함 (노란색 선) 

 

사각형을 구한후, 사각형의 중심점을 계산 한다.  

다음 과정은 유클리드 거리 계산법을 이용해, 

사각형의 중심점과 전체 출력맵의 중심점 간의 거리 

차이를 구한다. 

 

 
<그림 5> 출력맵의 중심점(파랑색)과 사각형의 

중심점(분홍색)간 거리의 차이를 구한다. 
 

위의 <그림 5>에서 출력맵의 중심점(파랑색)과 각 

군집의 무게중심을 통해 계산된 사각형의 중심점 

(분홍색) 간 거리의 차이는  12 가 나왔다. 

 본 실험에서 총 10 개의 출력맵을 계산 비교하였다. 

 

6. 결론  

위의 실험을 통해서 총 10 개의 출력맵을 비교한 

결과, 가장 짧은 거리값은 9, 가장 큰 거리 차이값은 

28 이 나왔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출력맵의 

중심점(파랑색)과 사각형의 중심점 (분홍색) 간 

거리의 차이가 클수록 출력맵에서 전체 군집화 

형태가 한쪽으로 몰려 있었으며, 실제 군집간의 

거리를 제어 보았을때 우리의 실험에서 가장 군집화 

성능이 좋은 평가를 받은 출력맵과 성능이 좋지 못한 

출력맵의  각 군집 의 평균 거리는 약 9 배 차이가 

났다<그림 6>.  

본 실험을 통해 시각으로만 판단하던 출력맵의 

성능 결과를 군집간의 거리차이를 구하여 객관적   

방법으로 평가 할수 있었다. 

앞으로 진행할 연구에서는 군집간의 거리 뿐만 

아니라, 학습 시간 및 군집의 배열 형태에 변수를 

주어 다양한 변수에 따른 결과를 알아볼 예정이다. 

 

 

 

   

(a)               (b) 
<그림 6> SOM(Self-Organizion Maps) 성능이 좋은 출력맵(a)과 

성능이 좋지 못한 출력맵(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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