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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반의 이미지 검색에서는 여러 특징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질의 이미지와 유사하다
고 판단되는 이미지들을 결과로 보여준다. 다양한 특징들을 이용할 경우 결과 이미지에 대한 오차가 줄어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 비용 혹은 시간 면에서 소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단일 특징을 이용할 경
우 다수의 특징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단점이 보완된다는 이점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256 RGB, 양자화
된 HSV, SIFT를 이용하여 단일 특징으로 유사 이미지 출력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보았는데, 단일 특징의
경우 해당 특징에 대해서만 유사도를 판단하여 다른 특징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나 정확한 유사도를
추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SIFT 기법은 색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특징에 착안하여 SIFT와 같이 다른 특징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여러 특징들을 조
합하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이미지 검색을 할 수 있을 것이 예상할 수 있다.

1. 서

2.1 256 RGB Color 기반 검색

론

인터넷이 현대인의 삶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256 Color 기반 검색은[3]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이미

이미지 검색 또한 인터넷 정보 사회의 빠질 수 없는 일

지를 기반으로 RGB 색상들의 정보들을 추출한 후 한 색

부분으로서 사회에 통용화 되어있다. 이미지 검색은 더

상의 정보에 대해 256개의 값을 가지도록 양자화 한다.

새롭고 편리한 방식으로 변화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RGB의 값을 그대로 이용할 경우 실제 눈에 보이는 유사

것이 콘텐츠 기반 이미지 검색(Content-Based Image Ret

도와는 달리 이웃한, 즉 비교적 비슷한 색상 정보를 가

rieval, CBIR)이다. 콘텐츠 기반 이미지 검색은 이미지 자

졌더라도 그 차이가 클 경우 이웃하지 않은 색상 정보와

체의 특성을 이용해 질의로 준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

의 유사도보다도 적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를 찾는 것으로, 색상, 질감, 모양 등의 특징을 이용하여

를 방지하기 위해 양자화의 특징을 이용하여 256개로 색

이미지를 검색한다[1]. 이 기법은 기존에 키워드를 입력

상의 종류를 줄인다.

하여 결과를 얻는 텍스트 검색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검
 

색에서 제공할 수 없는 보다 더 직접적인, 혹은 사람의
시각에 맞춘 기법으로서 이미지 검색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며 다양한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이미지 검색을 위해서는 위에
제시된 특징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특징들을 결합하여
유사한 이미지를 찾는데[2],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기반
의 이미지 검색에서 사용되는 특징들 중에서도 하나의
특징을 선택하여 사람들이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결

…(1)

      

유사도 측정은 식 (1)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
든 이미지에 대해 그 값을 측정하고 dist 값이 작은 순으
로 정렬하여 결과를 도출해 낸다.  는 이미지의
각 픽셀에서 추출된 RGB를 256 색상으로 양자화 한 값
을 나타내는    를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배열을 생성한
것이다.

과 이미지를 도출해 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단일 특징의 한계점을 보이고자 한다.





       

  

2.2 HSV Color 기반 검색
HSV 색상 기반 검색[4] 또한 RGB 모델과 마찬가지로 그
대로 정보를 저장할 경우 엄청난 데이터가 축적되며 색

2. 검색 알고리즘

상 히스토그램 데이터 간의 거리를 사람의 시각과는 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SW중

르게 도출해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자화 시켜준

심대학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R7718-16-1004)

다. 얼마나 양자화를 하느냐에 따라 이미지의 유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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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RGB 색상 모델에서 검
증된 256 색상의 수와 가장 유사하도록  ×  × (576)개
의 색상이 존재하도록 양자화 한다.
 





    

  

…(2)

      

식 (2)와 같이 배열을 탐색하여 각각의 이미지 사이의 거
리 측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는 HSV 값에 해
당하는 히스토그램 배열을 나타낸다.
2.3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검색
SIFT 기반 검색[5]은 이미지의 특징 점(keypoint)들을 찾
는 것으로, 질의 이미지가 주어질 때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과의 특징 점 비교를 통해 각각의 특
징 점 개수를 구한 후 특징 점 개수가 많을수록 이미지
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기존 SIFT 방법에서는 질의 이
미지와 데이터베이스 내의 이미지 특징 점의 가장 가까
운 거리  과 두 번째로 가까운 거리  를 구하여  /  <
0.49일 때, 즉  이 거의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보고 특징
점들을 추출한다.

[그림 1]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3)

 과  는 식 (3)과 같이 해당 기술자에 대한 모든 벡터

값을 비교하여 구할 수 있으며, 식 (3)에서의 가 128

로 질의 이미지와 유사도가 높은 이미지 10개가 결과 이
미지에 출력되는 구조이다.

차원의 벡터 정보를 담고 있는 배열이다.

3.3 SIFT 결과 추출
[5]에서는 동일한 이미지를 찾는 것이 목적이나, 본 논

3. 구성 및 설계

문에서는

유사도가 높은 이미지를 찾는 것이 목적이므

3.1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성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는 결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위해

로 유일성이 아닌 유사성에 초점을 두고  의 임계값을


물체, 색상을 다양한 범위 내에서 생성하였으며 총 80장

높여 특징 점 개수를 추출하여 결과 이미지 배열에 정렬

의 이미지로 구성하였다. 물체는 [그림 1]과 같이 케익,

한다. 임계값은 0.49에서부터 증가시켜가며 특징 점의 개

꽃, 건물 등으로 나뉘며, 색상은 가장 큰 히스토그램을

수들의 차이가 100을 넘지 않을 때의 분포에 이를 때를

가지고 있는 색상을 중심으로 빨간색, 검정색, 회색, 노

찾아 해당 지점인 0.9를 임계값으로 택하였다.



란색, 흰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구현 및 결과 분석
3.2 색상 기반 모델 결과 추출

결과 분석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질의 이미지에 대한

[3]과 양자화 된 HSV에서는 이미지의 유사도를 판단하
기 위해서

각 이미지들의 히스토그램 데이터를 저장하

정답 이미지를 사람의 시각에 맞추어 지정한 후, [그림
3]의 결과와 같이 각각의 특징에 따른 결과에서 정답에

는 공간인 인덱스 파일에서 비교하려는 이미지를 찾아

해당하는

그 차이 값을 L2 거리를 이용하여 구한다. 해당 과정은

(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을 구할 수 있다.

다음과 같다.

이미지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확도

[그림 4]의 측정값은 각각 케익, 꽃, 오토바이, 자동차,

1단계 : 질의 이미지 입력

건물을 물체로 가지는 이미지들을 질의 이미지로 가져와

2단계 : 데이터베이스 내의 이미지와 L2 Distance 계산

나온 정확도와 재현율을 평균하여 나온 값이다. HSV는

3단계 : 해당 결과 값을 결과 배열에 정렬

실제 사람의 시각과 유사한 시스템을 가져 유사도가 높

위의 2, 3단계를 모든 이미지에 대해 반복하면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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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미지 유사도 비교 그래프
[그림 2] 질의 이미지에 따른 정답 이미지
것의 경우 물체의 구성에 초점을 두어 유사도를 판단하
므로 동일한 이미지에서 색상만이 다른 경우가 아닌 이
상 유사함을 느끼기 어렵다. 그러므로 단일한 특징을 이
용해서가 아닌 복수의 특징들과 조합하여 유사한 결과를
내야하며, [5]와 같이 다른 특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
징들을 이용하면 중복되지 않는 효율적인 이미지 검색
기법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특징들이 어떠
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어떠한 조합으로 특징들을 최
소화 한 최적의 기법을 구현할 수 있는지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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