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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양한 정보기기를 통해 수많

은 자료가 생산 및 축적되고 있다. 방대한 자료들로

부터 원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는 

색인 작업이 필수적이다. 사진(photograph), 다이어

그램(diagram), 그림(painting), 드로잉(drawing) 등

의 영상 자료로부터 색인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검색

하기 위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기술은 1990년대 중반

에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휴대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텍스트 이외의 영상이나 비디

오 자료가 급증함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가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영상 내에 존재하는 대상물의 형태(shape), 색상

(color), 질감(texture) 정보는 영상으로부터 색인을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주된 특징이다. 영상에 존재하

는 대상물의 형태를 기술하는 문제는 영상 분할 및 

인식이 수반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 형태 기술에 

의한 영상 검색은 주로 실루엣 영상, 상표 등 단순한 

형태의 영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1-3]. 색상과 질

감 정보는 추출된 저차원 자료의 통계적 특성으로 

기술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상 자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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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색상 정보는 내용기반 영상 

검색 연구의 초기부터 널리 사용되어온 특징으로 컬

러 히스토그램이 대표적인 색상 기술자이다. 컬러 히

스토그램은 형태 변형에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보

이지만 영상의 색상 분포만을 나타낼 뿐 공간적인 

정보는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컬러 히스토그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제안되었다. G.

Pass 외[4]는 연결요소를 이용하여 색상의 분포에 대

한 색상별 응집도를 나타내는 색상 응집 벡터(CCV,

color coherence vector)를 제안하였고, J. Huang 외

[5]는 임의의 두 화소간의 색상 변화에 대한 공간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컬러 코릴로그램(color corre-

logram)을 이용하여 CCV에 비하여 검색 성능이 개

선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K. Kang 외[6]는 공

간정보와 색상변화율을 이용하여 CCV의 성능을 개

선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질감에 대한 인간의 고차원적인 인지적 특징들은 

반복성(repetitiveness), 방향성(directionality), 입자

의 크기(granularity)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기술

할 수 있는 저차원의 자료로 에지(edge)를 비롯한 국

부 패턴들이 사용되었다. P. Haldar 외[7]는 케니

(Canny) 방식으로 에지를 검출하여 각 열별 최대값

으로 특징 벡터를 구성하였고, C. Won 외[8]는 

MPEG-7에서 제안된 에지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였

다. MPEG-7의 에지 히스토그램은 영상을 16개

(4×4)의 영역으로 분할한 후 각 영역별로 4방향의 

에지와 비에지(non-edge)의 5개 빈(bin)을 구성하

여, 총 80개의 빈으로 구성된 지역 에지와 이를 조합

한 전역 에지로 특징벡터를 구성한다. 국부 이진패턴

(LBP, local binary pattern)은 중심 픽셀의 명도 값과 

이웃한 픽셀의 명도 값의 대소 관계에 따라 이진패턴

을 구성한 것으로, 영상을 부분 영역으로 분할하여 

각 영역에서 LBP 히스토그램을 추출하거나[9], 영상 

전체 영역에서 LBP 히스토그램을 추출하는 방식[10,

11]이 제안되었다. S. Murala 외[12]는 수평, 수직 방

향의 1차 미분 값을 이용하여 중심 화소과 이웃 화소

의 관계를 방향 정보로 나타내는 새로운 형태의 국부 

패턴으로 LTrP(local tetra pattern)을 제안하고, 이

를 영상 검색에 적용하여 LBP에 비하여 검색의 정확

도가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질감 정보는 

대상물의 움직임이나 카메라의 시점 변화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색상 정보를 결

합하여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상 내 색상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는 컬러 레

이아웃 기술자(CLD, color layout descriptor)와 질감 

정보를 결합하기 위하여 R. Balasubramani 외[13]는 

에지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였고, H. A. Jalab의 연구

[14]에서는 가버 필터(Gabor filter)를 적용한 특징 벡

터를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컬러 히스토그램에 에지 

히스토그램이나 하르 웨이블릿(Haar wavelet)으로 

추출한 질감 정보를 결합하거나[15, 16], 컬러 모멘트

(moment)와 가버 필터를 적용한 특징 벡터를 결합하

였다[17]. 색상과 질감 정보를 결합한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검색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을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특징 기술자를 제안한다. 색상 정보

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상 검색을 위한 안정적인 특징

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질감 정보와 결합되어 영상 

검색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제안하는 특징 기술자는 중심 화소와 이웃 화소간의 

색상 변화를 중심으로 국부 특징에 따라 히스토그램

을 정교화(refinement) 한다. 제안하는 영상 색인 방

법은 색상 정보를 이용하는 히스토그램 방식이지만,

지역적 색상 변화를 이용함으로써 질감 정보를 내포

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단초가 된 히스토그램 정교화

의 개념과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

는 제안하는 지역적 색상 변화 기반의 히스토그램 

정교화 방식과 정합 방법을 설명하다. 그리고 4장에

서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제시

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제안된 방법의 타당

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과 향후 과

제를 제시한다.

2. 히스토그램 정교화

전역적 컬러 히스토그램(GCH, global color his-

togram)은 색상 정보를 기술하는 대표적인 방식으

로, 카메라의 시점 변화에 강인하고 처리 속도가 빠

른 장점이 있으나 색상의 공간적인 배치를 구별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 중 하나로 히스토그램 정교화의 

개념이 제시되었다[4]. 히스토그램 정교화란 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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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간적 배치 또는 지역적인 특징에 따라 서로 다

른 클래스로 세분하여 각 클래스별로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GCH의 단점인 색상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컬러 영상을 일정한 크기의 부 영역으로 분할하

고, 각 영역별로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지역적 컬러 

히스토그램(LCH, local color histogram)[18]도 히스

토그램 정교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부 영역을 분

할하는 방식으로 Stricker 외[19]는 주요 피사체는 영

상의 중앙부에 위치한다는 전제하에 영상을 중심부

와 4개의 주변부로 분할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G. Pass 외[4]는 색상 응집 벡터(CCV, color co-

herence vector)라는 히스토그램 정교화 기법을 제

안하였다. 영상의 컬러공간을 축소시킨 후 번째 색

상과 동일한 색상을 갖는 응집도가 높은 화소들의 

개수를  , 응집도가 낮은 화소의 개수를 라고 할 

때, CCV는 〈             〉으로 표현된

다. 동일한 색상을 갖는 화소들로부터 구한 연결요소

의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일 때 응집도가 높다고 판

단한다. 두 영상  와  ′의  번째 색상을 비교할 때 

거리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1)

GCH는 응집도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두 영상  와 

 ′의  번째 색상을 비교할 때 거리는 식(2)와 같이 

계산되고, 삼각부등식(triangle inequality)에 의하여 

∆ ∆ 이 성립한다.

∆     ′′ (2)

3. 지역 색상 변화 기반의 히스토그램 정교화

3.1 제안하는 정교화 방법

CCV에 의한 히스토그램 정교화는 색상의 빈도만

을 나타내는 GCH에 색상의 공간적 응집도를 추가하

여 검색 성능을 개선하였다. Fig. 1은 GCH, CCV에 

의한 히스토그램 정교화, 그리고 제안하는 방식의 차

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다. Fig. 1의 (a),

(b), (c)는 적색, 청색, 녹색 화소의 구성비가 모두 동

일하므로 GCH로는 구별이 불가능하다. CCV에서 

색상의 공간 응집도를 결정하는 연결요소의 크기가 

10이라고 하고, 응집도가 높은 적색, 녹색, 청색 화소

의 개수를 각각  ,  , , 응집도가 낮은 화소의 개수

를 각각  ,  , 라고 할 때, 색상 공간이 적색, 녹색,

청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CCV는 

〈         〉로 나타낼 수 있다.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a)와 (c)가 확연히 다르지만, CCV로 

표현된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이 (a)와 (c)가 동일하

게 표현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     〉
 〈     〉
 〈     〉

본 논문에서는 국소 영역에서 색상의 변화에 따른 

특징을 이용하여 색상의 공간적 응집도 뿐만 아니라 

지역적 변화라는 질감 정보를 포함하는 히스토그램 

정교화 기법을 제안한다. 3×3 영역에서 중심 화소와 

이웃 화소간의 색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동일한 색상

이 넓게 분포하는 공간적 응집도가 높은 영역의 내부

에서는 색차가 나타나지 않고, 그 영역의 경계 부분

에서는 색차가 발생한다. 또한 좁은 영역에 다수의 

색상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거나 에지가 뚜렷하게 나

타나는 부분은 중심 화소와 이웃 화소간의 색차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중심 화소와 이웃 화소간의 

색상의 차이에 따라 화소들을 서로 다른 클래스로 

분류하고, 각 클래스별로 히스토그램을 산출하여 히

스토그램을 정교화하면 효과적인 영상 색인이 가능

하다.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들을 중심 화소와 이웃 

화소 간에 색차의 유무로만 분류하여, 이웃 화소와 

색차가 존재하지 않는 번째 색상을 갖는 중심 화소

의 개수를  , 색차가 존재하는 중심 화소의 개수를 

라고 할 때, 〈             〉로 기술되

는 색차 벡터(CDV, color difference vector)를 정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ig. 1에서 영상 외곽의 경계

에 위치하는 화소들도 모두 색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Fig. 1의 (a), (b), (c)에 대한 CDV는 아래

와 같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이웃 화소는 4-연결 이

웃만을 고려하였다. CDV 표현에서 녹색 영역은 모

(a) (b) (c)

Fig. 1. Procedure of extracting fing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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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동일하게 기술되고 있는데, 이것은 색차의 유무만

으로 벡터를 구성하였기 때문으로 색차의 크기에 대

한 정보를 추가하면 보다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다.

 〈     〉
 〈     〉
 〈     〉

3.2 CDV에 의한 영상 색인

통상적인 RGB 컬러 영상은 각 성분이 256레벨로 

나타나므로 총 개에 달하는 색상이 존재할 수 있

다. 따라서 히스토그램을 구성하는 빈(bin)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컬러 공간의 크기를 축소하여야 한

다. 컬러 공간의 크기를 축소할 경우 영상이 내포하

고 있는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어느 정도까지 

컬러 공간 크기를 축소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RGB

컬러 공간을 균등 양자화에 의하여 64개의 색상으로 

변환한 2만개의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대부

분이 30개미만의 색상으로 영상이 구성되어 있었다

[20]. 이것은 매우 적은 수의 색상만으로도 영상을 

식별력 있게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심 화소와 이웃한 화소들 간의 

색차를 이용하므로, 색상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HSV 컬러 모델을 이용한다. Fig. 2는 

CDV에 기반 한 영상 검색 절차를 제시한 것이다.

RGB 컬러 영상을 HSV 영상으로 변환한 후, 컬러 

공간을 축소하기 위하여 양자화를 수행한다. 양자화

를 통해 조도에 의한 미세한 색상 변화에 무관한 안

정적인 특징 추출이 가능하고, 빈의 개수를 줄여 기

억 공간의 효율화는 물론 정합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때 제한된 비트수로 색상(hue)에 대한 정보를 세

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색상 성분은 8레벨, 채도

(saturation)와 명도(value)는 각각 2레벨로 균등 양

자화 한다. 색상 성분은 그대로 두고 채도와 명도를 

모두 4레벨로 늘렸을 때, 빈의 개수가 4배가 되어 정

합 시간은 4배로 늘어나지만 재현율 10%를 기준으

로 정확률이 0.2% 올라가는데 그쳤으며, 채도와 명

도를 모두 8레벨로 양자화 하였을 때 검색 성능은 

오히려 저하되었다.

3×3 영역에서 중심 화소와 이웃 화소간의 색상,

채도, 명도 값의 차이에 따라서 화소, 화소, 

화소의 세 클래스로 화소를 분류하여 CDV를 구성한

다. 화소는 중심 화소가 이웃 화소와 동일한 색상,

채도, 명도를 보이는 화소이고, 화소와 화소는 

중심 화소와 이웃 화소간의 차이의 작고 큼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웃 화소들 간의 색상 차의 평균값

이 1보다 크거나 채도와 명도가 모두 다른 것은 화

소, 이것 보다 작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화소로 

분류하였다. Fig. 3은 화소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a)는 RGB 입력 영상, (b)는 

HSV 컬러 모델로 변환된 영상, (c)는 양자화된 HSV

영상을 색차에 의하여 세 그룹으로 분류한 영상을 

나타낸다. Fig. 3-(c)에서 검은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화소 그룹으로 원 영상에서 보면 색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다. 흰색 부분은 에지 성분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화소 그룹이고, 회색 부

분은 에지가 약하게 나타나는 화소 그룹이다. 이와

같이 분류된 화소에서 번째 색상을 갖는 중심 화소가

화소인 것의 개수를  , 화소인 것의 개수를  ,

화소인 것의 개수를 라고 하면, HSV 영상에서 추

출된 CDV는 〈                〉
으로 기술된다.

Fig. 2 Overall process of image retrieval based on C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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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DV에 의한 영상 정합

영상 검색은 질의 영상에서 추출한 색인과 탐색 

공간에 존재하는 임의의 영상에서 추출한 색인과의 

정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질의 영상 와 탐색 영상 

에서 추출한 CDV를 각각   ,  라고 하면,

두 영상간의 거리는 식 (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화소나 화소는 화소에 비하여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지만 영상에 나타나는 중요

한 특징을 잘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소의 개수

와 무관하게 동일한 가중치를 갖도록 각 그룹별 

CDV에 의하여 빈에 누적된 값의 합이 1이 되도록 

식 (4)에 의하여 정규화 한 후, 식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영상에서 추출한 대응되는 성분별 거리의 

합으로 영상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식 (5)에서 
 ,


 , 

 와 
 , 

 , 
 는 각각 질의 영

상 와 탐색 영상 에서 추출한 화소, 화소, 화

소의 정규화한 번째 빈의 값으로, 결국 두 영상간의 

거리는 화소 그룹별로 정규화한 빈의 값을 대응되는 

요소끼리 비교하여 그 차이의 절대값을 누적한 후 

이들을 모두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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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실험 데이터

영상 검색에 대한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Wang 연구 그룹[21]에서 연구 목적으로 

공개한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

베이스는 256×384 또는 384×256 해상도를 가지며 각

각 100장씩으로 구성된 10가지 주제(아프리카 주민

과 마을, 해변, 빌딩, 버스, 공룡, 코끼리, 꽃, 말, 산과 

빙하, 음식)에 관련된 총 1,000장의 영상으로 구성되

어 있다. Fig. 4는 각 주제별로 2장씩을 예시한 것으

로, 동일 주제의 영상이라도 형태, 색상, 피사체의 공

간적 배치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2 검색 성능 측정

제안된 방법의 영상 검색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주제별 영상들을 질의 영상으로 선택하고 전체 

1,000개의 영상을 대상으로 검색 실험을 수행하였다.

검색 성능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정확률

(precision)과 재현율(recall)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정확률이란 검색된 영상 중에서 올바르게 검색된 

영상의 비율을 의미하며, 재현율이란 검색 공간에서 

질의와 관련된 영상 중 올바르게 검색된 영상의 비율

을 의미한다. 검색 결과가 올바른지의 여부는 주관적

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

하여, 본 실험에서는 검색된 영상이 질의 영상과 동

일한 주제에 속할 때 검색 결과가 올바른 것으로 판

단하였다. 식 (6)과 식(7)은 각각 정확률과 재현율을 

(a) RGB image (b) HSV image (c) Pixel grouping image

Fig. 3 Classification of pixels in quantized HSV image.

Fig. 4. Sample images selected from 10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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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식을 나타낸 것이다. 와 는 올바르게 

검색된 영상과 그렇지 않은 영상의 개수를 나타내고,

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질의 영상과 관련된 영상의 

총수를 나타낸다.

Pr  


(6)

  


(7)

질의 영상에 대하여 검색되어 출력되는 영상의 개

수를 늘리게 되면 재현율은 향상되지만 정확률은 이

와는 반대로 저하되기 때문에 재현율의 변화에 따라 

정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아야 검색 성

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 Fig. 5는 재현율의 

변화에 따른 정확률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여

기서 재현율과 정확률은 각 주제에 속한 질의 영상들

로 검색한 결과로 얻어진 재현율과 정확률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재현율이 10%일 

때, 95% 이상의 정확률을 보이고 있고, 재현율이 

20%일 때, 정확률은 85% 이상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재현율이 50%가 되면, 정확률은 60% 이상으로 저하

되었다. 질의 영상이 아프리카 주민(indian), 코끼리,

빌딩이라는 주제에서 선택되었을 때 정확률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해변, 말, 공룡을 주제로 한 

영상의 범주에서는 정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 Table 1은 향후 타 연구자의 실험 결과와 비교

할 수 있도록 재현율이 10%, 20%, 50%일 때의 정확

률을 수치로 정리한 것으로, ～은 Fig. 5의 범례

에 제시된 영상의 주제별 순서에 따라 그룹별로 일련

번호를 매긴 것이다.

제안된 영상 색인 및 검색 방법이 저해상도 영상

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상의 해상

도를 가로와 세로 모두 1/4, 1/8, 1/16로 축소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Fig. 6은 축소된 영상의 실제 크기

를 그대로 제시한 것으로 1/8로 축소된 경우는 썸네

일(thumbnail) 영상 정도의 크기가 되었고, 1/16로 

축소된 경우는 영상에 나타난 피사체의 식별이 어려

울 만큼 해상도가 저하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은 

정확률이 상대적으로 상, 중, 하에 해당하는 코끼리,

꽃, 해변을 주제로 한 영상들을 질의 영상으로 선택

하여 축소된 영상에 대해 검색 실험을 수행한 결과 

얻어진 정확률과 재현율을 나타낸 것으로, 재현율 20

%를 기준으로 해변 영상은 정확률이 평균 4.9% 저하

되었으나 코끼리 영상은 오히려 정확률이 평균 0.9%

향상되었고, 꽃 영상은 정확률 저하가 평균 0.6%로 

미미하였다. 이것은 제안된 방식이 저해상도 영상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3 검색 성능 비교

컬러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 검색을 수행하는 기존 

Fig. 5. Precision and Recall curves.

Table 1. Precisions with different recalls

Recall           Avg.

10% 0.973 0.951 0.982 0.975 0.964 0.981 0.973 0.940 0.952 0.962 0.965

20% 0.971 0.879 0.955 0.919 0.914 0.957 0.932 0.872 0.920 0.922 0.924

50% 0.867 0.638 0.850 0.741 0.720 0.896 0.758 0.658 0.773 0.778 0.768

(a) (b) (c)

Fig 6. Resized images: (a) 1/4, (b) 1/8, and (c)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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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과 제안된 방법의 인식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

여 LCH 방식과 CCV 방식을 직접 구현하여 실험하

였다. LCH는 영상의 중심부에 주요 피사체가 존재한

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퍼지 영역 분할 방법[19]을 

구현하여 비교하였다. CCV 방식에서 응집도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연결요소 크기의 임계값은 G. Pass

외[4]의 논문에서 제시된 영상 전체 화소의 1%로 설

정하여 실험하였다. 10개의 주제 중 정확률이 상대적

으로 상, 중, 하에 해당하는 코끼리, 꽃, 해변을 주제

로 한 영상들을 질의 영상으로 선택하여 검색한 결과 

Fig. 8의 결과를 얻었다. Fig.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상 내 화소들의 색차를 CDV로 표현하여 히스토그

램을 정교화하는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의 LCH 방식

과 CCV 방식에 비하여 세 범주의 영상들에 대하여 

정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세 범주의 영상에 대한 정

확률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재현율 10%, 20%,

50%를 기준으로 제안하는 CDV 방식이 재현율에 따

라 LCH방식에 비하여 2.3%, 4.0%, 12.0% 향상된 정

확률을 나타내었고, LCH방식에 비하여 2.4%, 4.5%,

10.3% 향상된 정확률을 나타내었다.

5. 결  론

컬러 정보는 이동이나 회전 변형, 그리고 카메라 

시점 변화에도 강인한 안정적인 특징을 제공하기 때

문에 영상 검색을 위한 특징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

다. 본 논문에서는 색상의 공간적 정보 없이 빈도만

을 나타내는 GCH의 단점을 극복하고, 질감 정보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에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 색차를 이용한 히스토그램 정교화 기법을 제안 

하였다. 컬러 모델은 색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HSV 모델을 이용하였고, 제한된 비트수로 

색상 정보를 강조하기 위하여 색상은 8레벨, 채도와 

명도는 각각 2레벨로 균등양자화를 통해 컬러 공간

을 축소하였다. 컬러 공간의 축소는 조도에 따른 미

세한 색상 변화에 무관한 안정적인 컬러 표현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히스토그램을 구성하는 빈의 개수를 

줄여줌으로써 저장 공간의 축소는 물론 영상 정합 

과정에서의 처리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기여한다. 지

역적 색차에 기반하여 화소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후 각 그룹별 화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CDV

를 통해 정교화된 컬러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 있다.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제안된 방법의 영

상 검색에 대한 성능을 실험한 결과, 재현율 20%를 

기준으로 LCH 방식과 CCV 방식에 비하여 각각 

4.0%, 4.5% 향상된 검색 성능을 보여 주었으며, 크기

가 축소된 저해상도 영상에 대하여도 검색 성능이 

0.5%～4.9%만큼만 낮아져 크게 저하되지 않았다. 그

러나 아직 만족할 만한 검색 성능을 나타내지는 못하

므로, 향후 질감 및 형태 정보를 추출하는 연구와 이

들을 색상 정보와 결합하여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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