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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영상 분류는 멀티미디어 자산 관리와 같은 여러 응용 분야를 위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장면 영상 분류 방법에서 이미지의 표현을 위해 BoVW(Bag-of-Visual-Words)
모델을 이용해 왔다. BoVW은 간편하고 효율적인 이미지 모델링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공간 정
보의 손실이나 분류 성능의 부족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BoVW의 단점을 개선하여
영상 분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공간 피라미드 매칭(Spatial Pyramid Mathching) 방법에 기반한 로컬 특
징 추출과 특징 단계 융합법(Feature-Level Fusion)을 이용하고 각 시각 단어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시각 단어 가중치 부여 방법(Visual Word Weighting)을 제안한다. 시각 단어의 중요도
에 따라 산출된 가중치는 BoVW 모델을 이용해 얻은 히스토그램(Histogram)에 적용되어 장면 영상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 데 이용된다.

1. 서론
최근 자동 이미지 분류 기술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특히 웹의 발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다량의 미디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면 영상의 자동 분류
기술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장면 영상
분류 방법들에서 효율적인 이미지 모델링을 위해
BoVW(Bag-of-Visual-Word) 모델[1]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BoVW 방법은 모델링의 과정에서 공간적 정보를
대부분 손실한다는 점과 모델 자체가 가지는 분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데, BoVW가 가지는 공간적 정보의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간 피라미드 매칭(Spatial Pyramid
Matching) 기술이 개발 되어 이용되고 있다[2]. 공간
피라미드 매칭 방법은 이미지를 단계별로 여러 개의
부분 공간으로 분할하여 부분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각 부분 히스토그램들을 결합하여 최종 히스토그램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BoVW의 공간 정보 손실을
부분적으로 해결하여 장면 영상 분류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BoVW가 가지는 분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또 다른 시도로 시각 단어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문서의 모델링에서 널리 이용되는 TFIDF(Term Frequency-Inverse Term Frequency)를
이용한 방법[1], 분류 성능을 최대화하는 최적 가중치
학습 방법[3] 등이 그 예이다.

본 논문에서는 BoVW의 분류 능력의 개선을 위해 각
시각 단어에 대응하는 클러스터가 가지는 레이블
복잡도(Label
Complexity)[4]와
구성
성분들의
집약도(Compactness)를 이용한 새로운 시각 단어
가중치 부여 방법을 제안한다. 각 단어가 가지는 고유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인 가중치를 부여함으로 BoVW
히스토그램의 분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장면
영상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각 단어
가중치 부여 방법 외에도 영상 분류를 위한 로컬
특징들의 구성과 이들의 특징 단계 융합(Feature-Level
Fusion)을 이용한다. 로컬 특징들의 특징 단계 융합은
커널 단계 융합(Kernel-Level Fusion) 방법에 비해 매우
간단하게 구현되어 사용될 수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단, 전체 벡터의
차원이 증가하게 되어 학습과 분류에 소요되는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히스토그램 인터섹션(Histogram
Intersection) 커널을 이용한 SVM(Support Vector
Machine) 학습을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다.
2. 제안하는 방법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각각의 이미지로부터 로컬 특징들을 추출하고
공간 피라미드 방법에 기반한 BoVW 모델링을 통해
히스토그램 벡터 형태로 표현한다. 다음으로 BoVW
모델링으로 얻어진 시각 단어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계산하고 히스토그램 벡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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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하여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얻어진 로컬 특징 별
히스토그램 벡터들을 특징 단계의 융합법을 이용하여
최종 벡터 형태로 변경하고 이를 히스토그램 인터섹션
커널 SVM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2.1 특징 추출 및 융합
본 논문에서는 특징 추출을 위해 3가지의 외형 특징,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ORB(Oriented
FAST and Rotated BRIEF), BRISK(Binary Robust
Invariant Scalable Keypoints)와 1가지의 텍스처 특징,
LBP(Local Binary Patterns)를 이용한다.
장면 영상 분류에서는 특징 점(Interest Point)을
이용한 방법에 비해 밀집 샘플링(Dense Sampling)을
기반으로 한 방법이 대부분의 경우 우수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3가지의 외형 특징, SIFT, ORB, BRISK에
대해 16x16 픽셀 크기의 패치와 4 픽셀 단위의
기준선을 이용한 밀집 샘플링을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한다. 얻어진 각각의 특징들에 대하여 총 3단계로
이루어진 공간 피라미드 매칭과 300개의 시각 단어들을
구성하는
BoVW
모델링을
적용하여
히스토그램
벡터들을 생성한다. LBP의 경우 이미지 전체에서
나타나는 텍스처 특징으로부터 얻어진 공간적인 정보를
손실 없이 모두 포함하기 위하여 BoVW 모델링 없이
직접적으로 사용한다.
위의 과정으로 얻어진 총 4개의 로컬 특징 들은
각각의 시각 단어 가중치를 적용한 후 간단한 특징
연결(Feature Concatenation) 방법을 통해 하나의
융합된 특징 벡터로 표현된다. 융합된 특징 벡터는
분류기 학습을 위한 최종 학습 벡터 형태로 이용된다.
2.2 시각 단어 가중치 부여 방법
본 논문에서는 각 시각 단어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인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BoVW 모델링의 분류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시각 단어의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클러스터를 이루는
구성 성분들의 레이블 복잡도와 집약도를 이용한다.
레이블 복잡도는 클러스터가 얼마나 다양한 클래스
레이블을 가지는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엔트로피 모델[4]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각 클러스터의 엔트로피는 총 시각 단어의 수가 V ,
전체 클래스의 수를 C , 클러스터 i ( i  1, ..., V )의 성분의
수를 N i 그리고 클래스 j 를 레이블로 가지는 클러스터
i 의 성분의 수를 nij 라고 할 때, 아래의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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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 Ei 는 클러스터의 모든 성분들이 하나의
클래스에만 속해 있을 경우 최저값인 0을 가지게 된다.
클러스터의 레이블 복잡도가 낮을수록 분류에 유리
하므로 해당 시각 단어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두 번째 중요도 측정법인 클러스터의 집약도는
성분들이 클러스터의 중심에 얼마나 집약되어 있는지를
측정한다.
언어적
단어와
달리
시각
단어는
클러스터링의 결과로 추정되어 만들어지므로 단어가
가지는 신뢰성이 일정하지 않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링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의
측정을 집약도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높은 집약도를
가지는 클러스터가 단어로서의 높은 명확성과 표현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여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클러스터 i 의 j 번째 성분을 xij, 중심점을 wi 라고 할 때,
집약도 CPi 는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여 아래의 식 (2)와
같이 계산된다.
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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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의 모든 성분들이 중점과 같은 위치에
존재할 때 집약도는 1로 최대값을 가진다. 최종적으로
클러스터 i 의 가중치를 얻기 위해 엔트로피와 집약도의

그림 1 장면 분류 시스템의 전체 학습 과정 개관도

2014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결과 값을 아래의 식 (3)과 같이 결합한다.
WPi


E 
CPi
  1  i   
, j  1,...,V (3)
max CPj
 log C 

 와  는 엔트로피와 집약도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파라미터이고 log C 와 max CPj 는 정규화를 위해 사용된다.
계산된 가중치는 각 시각 단어에 대응되는 히스토그램
빈(bin)의 값에 곱하여 이용된다.

3.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장면 영상 분류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15개 클래스와 4,485개의 이미지로
구성된 Scene-15 공용 데이터셋[2]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클래스당 100개의 이미지를 임의로
선택하여 학습에 이용하였고 남은 이미지를 테스트에
사용하였다. 실험은 총 5회 반복하여 진행하였고 각
클래스별 분류율의 평균을 이용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표 1은 각 특징 추출 방법들에 대한 분류 실험의
결과이다. 3가지의 외형 정보를 추출하는 로컬 특징,
SIFT, ORB, BRISK는 공간 피라미드 방법을 기반한
BoVW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각각 기존보다 10% 가량
분류 성능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텍스처 정보를
추출하는 LBP 특징은 BoVW 모델링 없이 전체적
특징으로 이용하였을 때 다른 특징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통해 장면 영상 분류에 적합한
특징 추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로컬 특징에 따른 분류 성능 비교(%)
특징 종류
분류율(평균  표준편차)
SIFT
64.33  0.41
ORB
63.66  0.68
BRISK
66.47  0.49
SIFT+공간 피라미드
74.92  0.51
ORB+공간 피라미드
73.80  0.41
BRISK+공간 피라미드
74.90  0.52
LBP
77.44  0.43
다음으로 시스템의 분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특징 단계 융합 방법과 시각 단어 가중치 부여 방법을
적용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2는 그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공간 피라미드를 이용한 SIFT, ORB, BRISK와
LBP 특징을 하나의 벡터 형태로 융합하여 분류에
이용하였을 때 각각의 특징 별 분류 능력이 상호
보완되어 전체적인 성능을 증진시키며 80% 이상의
높은 분류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각 시각 단어의
중요도를 제안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히스토그램 벡터에
곱하여 사용하였을 때 특징 융합을 사용한 분류 성능을
추가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었다.

표 2 특징 융합과 시각 단어 가중치 실험 결과(%)
방법
분류율(평균  표준편차)
특징 단계 융합
81.75  0.32
시각 단어 가중치
82.87  0.31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장면 영상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류에 적합한 로컬 특징 추출 및
특징 단계의 융합 방법을 적용하였고 시각 단어들의
중요도를 레이블 복잡도와 집약도의 두 가지 측정
방법으로
산출하여
BoVW
히스토그램
벡터의
가중치로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공용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성능을 측정하였고 각
방법의 적용이 분류 성능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높은 분류율을 얻었다. 향후에는 여러
분류기를 상호보완적으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부스팅
방법을 적용하여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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