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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7[1]은 멀티미디어 메타데이터 기술 표준으로서 파트 3인 Visual 파트에서는 이미지/비디오
검색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각 정보 기술자가 정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색상은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각 특성 중 하나이며, 현재 MPEG-7 color structure descriptor(CSD) 와 dominant color
descriptor(DCD)를 포함하여 여러 색상 기술자를 정의해 놓았다.
시각 정보의 추출은 이미지 검색 및 분류 등 여러 응용에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추출
비용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최근 컴퓨팅 성능이 제한된 휴대 기기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저 수준 정보를 사용하는 응용이 많이 개발되는 추세여서 이와 같은 저 수준 정보 추출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MPEG-7 색상 기술자들 중 CSD는 가장 우수한 검색 성능을 나타내며[2], DCD는 매우 컴팩트한 특징
데이터 포맷을 가지므로 인덱싱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CSD는 전역적인 칼라 히스토그램과
지역적인 구조를 동시에 표현한다. 추출은 먼저 HSV 공간의 픽셀을 HMMD 색상 양자화를 거친 후
정사각형 윈도우(8
× 8) 내의 각 칼라의 출현 여부를 카운팅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간 적인 칼라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DCD는 이미지 전체의 칼라를 몇 개의 dominant color로 양자화 하여 각각의 비중과
공간적 응집도를 통해서 기술된다. 칼라 양자화는 Generalized Lloyd Algorithm (GLA)[3]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편, MPEG-7은 기술 형식에 대하여 정의함과 동시에 XM(eXperimental Model)[4]를
통해서 추출 및 비교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은 640
× 480 이미지에 대하여
400MHz ARM9 PDA 환경에서 XM에서 제공하는 실험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SD와 DCD의 추출
성능을 측정한 것으로 실제 추출 비용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SD와 DCD의 추출 성능 향상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CSD의 경우는 ×
8 8윈도우
이동 시 이전 단계와 중복되는 픽셀 읽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 ARM9 환경에서 기존의 약 20%
수준으로 추출 시간을 감소시켰다. DCD의 경우는 GLA 대신 LBA[5]방법을 사용하였고, [5]의 LBA를
통한
클러스터링
과정
중
그룹핑
단계에서
일반적인
이미지의
특성을
이용한
ARP
(Approximate-Rectangle-Partition) 방법을 사용하여 추출비용을 ARM9 환경에서 기존 LBA 적용 시의
약 15% 정도로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표 2]와 [표 3]은 각각 CSD와 DCD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최적화 방법의 성능 향상 결과이다.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추출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인덱싱을 구축하거나 휴대 기기 환경에서 저 수준 특징을 이용한 응용의 개발 시
전체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표 1 : MPEG-7 색상 기술자의 추출 시간 (640×480, 400MHz ARM9)
Color Structure Scalable Color
추출 시간(ms)

4,500ms

250ms

Color Layout

Dominant Color

150ms

23,00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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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CSD 최적화의 성능 측정 (640×480, 400MHz ARM9 PDA)

픽셀 읽기

최적화 전

최적화 후

(W − 8 )( H − 8 )(8 × 8 )

(W − 8)( H − 8) 8 +
( H − 8)(8 × 8)

Shift

(W − 8 − 1)( H − 8 − 1) × M

(register
operation)

Zero-setting
추출
시간

PC
PDA

(W − 8)( H − 8) × M

(H

− 8) × M

190ms

30ms

4,500ms

900ms

표 3 : DCD 최적화의 성능 측정 (640×480, 400MHz ARM9 PDA)

추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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