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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서로 다른 칼라 스페이스(Color Space)와 칼라 양자화 방법(Color Quantization)으로 이루어진 멀티미디
어 데이터를 각각 가지는 이종 시스템 사이에서 상대방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자신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 및 인덱
싱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검색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이미지 데이터가 칼라 히스토그램을 특징 데이터로 가질 때 그 칼라 히스토그램을 구성하는 칼라 스페이스 
및 칼라 양자화 방법을 묘사하는 정보를 가지고, 질의 이미지와 검색대상 이미지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을 비
교하여, 상기 질의와 검색대상 이미지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이 상이한 경우, 질의 또는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서로 같은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을 가지는 칼라 히스토그램으로 추출 또는 변환하고, 상기 
추출 또는 변환된 칼라 히스토그램 정보를 이용해서 질의와 검색대상 이미지의 유사도에 따른 검색을 실행함으로써, 이
종 시스템간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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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색인어
이미지 검색 시스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검색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2는 종래에 이종 시스템간의 멀티미디어 검색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3은 본 발명의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검색 시스템의 제1실시예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4는 본 발명에 의해서 이종 시스템간의 상호 검색이 가능하게 됨을 설명하기 위한 검색 시스템 도면

도5는 본 발명에 의한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검색방법의 제1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6은 본 발명 제1실시예에 따른 칼라 히스토그램 변환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7은 본 발명 제1실시예에 따른 칼라 히스토그램 변환기의 수행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8은 본 발명에 의한 칼라 히스토그램 변환방법의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9는 본 발명에 의한 칼라 히스토그램 변환기의 수행과정의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10은 본 발명의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검색 시스템의 제2실시예 및 제 3실시예 구성을 나타내기 위한 도면

도11은 본 발명에 의한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검색방법의 제2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12는 본 발명에 의한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검색방법의 제3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Multimedia Data)의 검색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칼라 스페이스
(Color Space)와 칼라 양자화 방법(Color Quantization)으로 이루어진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각각 가지는 이종 시스
템 사이에서 상대방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자신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 및 인덱싱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멀티미
디어 검색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이종 시스템간의 멀티미디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특징소 정보인 칼라 히스토그램
(Color Histogram)을 변환하는 방법과, 칼라 히스토그램 변환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검색 시스템 및 그 검색방법, 그리
고 칼라 히스토그램 변환을 위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구조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에서는 칼라 스페이스와 히스토그램 양자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칼라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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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른 양자화 방법에 의해 구성된 칼라 히스토그램들에 대해 상호 비교 가능하게 하기위해 임의의 통일된 칼라 스페
이스와 양자화를 가지는 칼라 히스토그램을 가지도록 질의 또는 검색 대상 멀티미디어 특징소 정보를 추출하거나 변환
시켜 비디오나 이미지와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하는 시스템과 방법, 그리고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칼라 히스토
그램 변환방법에 관한 것이다.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인덱싱 및 검색에서 이미지(Image)의 칼라분포 특징은 칼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되며 이
는 칼라 스페이스와 칼라 양자화 방법에 따라 정의 된다.

인터넷 환경에서 비록 지역적으로 동일한 칼라 스페이스와 양자화 방법에 의해서 구성된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칼
라 기반 이미지나 비디오 검색이 가능하더라도 다른 지역간에 칼라 스페이스와 양자화가 동일하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칼라기반검색이 불가능 하다.

종래의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인덱싱 및 검색에서 이미지의 칼라 기반 검색을 위해서는 칼라 히스토그램을 주로 
사용한다.

칼라 히스토그램은 이미지의 칼라 분포를 잘 표현하며 두 칼라 히스토그램간의 비교를 위한 유사도 계산 방법이 비교적 
쉽고 칼라 픽셀에 대한 위치에 무관한 성질(이미지 검색에서 칼라의 위치에 유관한 성질이 필요 할 경우도 있다. 이 때
는 칼라 히스토그램이 아닌 다른 특징 표현을 이용해야 함)을 가지며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다른 칼라 표현 방
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종래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칼라 내용 기반 검색 시스템은 도1 에 표현되는 바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도1은 종래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다수의 이미지(Image 1....Image N)들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101)의 특징소 정보를 위하여 칼라 양자화기(102)에서 
이미지 당 하나의 칼라 히스토그램(103)이 추출되고, 칼라 히스토그램은 해당 이미지와 연결되며 특징 데이터 베이스
(104)에 저장된다.

칼라 양자화기(102)에서는 정해진 칼라 스페이스와 양자화 방법에 따라, 즉 지정된 칼라 스페이스를 다수의 하위 스페
이스로 만드는 양자화(이를 칼라 양자화라고 일컫는다)가 이루어지며, 각 하위 스페이스는 칼라 히스토그램의 하나의 
빈(bin)과 매칭되며, 임의의 이미지 내의 모든 픽셀의 칼라 값이 각 하위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빈도 수와 비례하여 칼
라 히스토그램을 구성하게 된다.

질의 이미지(Query Image)(105)가 사용자에 의해 도1의 검색 시스템에 주어지면, 질의 이미지에 대한 칼라 히스토그
램(106)을 추출하고, 검색기(107)는 추출된 칼라 히스토그램과 상기 특징 데이터 베이스(104)의 각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 정보를 서로 비교하여 유사도에 따른 검색 결과를 출력(108)해 준다.

즉, 칼라 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해 미리 추출된 특징 데이터 베이스(104)의 각각의 히스토그램과 질의 이미지(105)의 
히스토그램(106)을 알려진 방법 즉, 히스토그램 인터섹션과 같은 히스토그램 매칭 방법을 이용해 유사도를 구한 다음 
이 유사도 값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이들 특징값(칼라 히스토그램)에 해당 하는 각각의 이미지를 검색결과로 출력하
는 것이다.

이 때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은 질의 이미지가 이미지 데이터 중의 이미지로서 이미 칼라 히스토그램이 추출되
어 특징 데이터 베이스(104)에 저장되어 있으면 이 것을 이용하고(칼라 양자화기에 의한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
램 추출은 필요없다), 질의 이미지가 새로운 이미지이면 칼라 양자화기(102)에 의해서 새로이 추출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검색방법으로서는 동일한 칼라 스페이스와 칼라 양자화가 칼라 양자화기에 적용되어야만 히
스토그램 비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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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터넷과 같은 환경에서 비록 지역적으로 한 시스템에서 동일 한 칼라 스페이스와 양자화 방법에 의해서 구성된 칼
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칼라 기반 이미지나 비디오 검색이 가능하더라도 다른 지역간(서로 다른 두 시스템간)에 칼라 
스페이스와 양자화가 동일하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칼라 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이 불가능 하다.

예를 들어 도2를 참조하면, 지역 시스템A(Local System A)(201)에서 구성된 칼라 히스토그램과 지역 시스템B(Loc
al System B)(208)에서 구성된 칼라 히스토그램과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다른 칼라스 페이스이나 다른 칼라 양자화에 의해 히스토그램 각각의 빈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지역 시스템A(201)에서는 이미지들의 칼라 히스토그램(202)을 특징 데이터 베이스(203)로 구성할 때, RGB 칼라 
스페이스(204)를 이용하여 각각 R, G, B 요소에 대해 5레벨(levels) 씩 균일(uniform)하게 양자화(205)하여 125(
="5×5×5)" 빈수를 가지는 칼라 히스토그램을 구성하고, 지역 시스템B(206)에서는 이미지들의 칼라 히스토그램(2
07)을 특징 데이터 베이스(208)로 구성할 때, HSV 칼라 스페이스(209)를 이용하여 각각 H, S, V 요소에 대해 7레벨
(levels)씩 균일(uniform)하게 양자화(210)하여 343(="7×7×7)" 빈수를 가지는 칼라 히스토그램을 구성하므로, 
두 시스템A,B 사이의 히스토그램 비교가 불가능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종 시스템간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이종 시스템의 칼라 스페이스와 칼라 양자화 방법에 따
라, 질의 이미지와 검색(비교) 대상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서로 동일한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에 기반하여, 질
의 이미지와 검색 대상 이미지가 동일한 칼라 스페이스에 대한 양자화의 결과를 가지도록 하는 칼라 히스토그램 추출 
또는 변환을 수행함으로서, 이종 시스템간에 상대방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한 칼라 내용 기반 멀티미디어 검색을 가
능하게 한다.
    

본 발명은 이종 시스템간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이종 시스템의 칼라 스페이스와 칼라 양자화 방법에 따
라, 질의 이미지에 대한 칼라 히스토그램을 검색(비교) 대상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과 동일한 칼라 스페이스 및 양
자화에 기반하여 칼라 히스토그램 추출 또는 변환을 수행함으로써, 이종 시스템간에 상대방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
한 칼라 내용 기반 멀티미디어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비디오 또는 이미지 데이터이고, 상기 멀티
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특징소로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함에 있어서,

    
(a). 멀티미디어 데이터 특징 데이터 베이스는 양자화 칼라 스페이스를 묘사하는 칼라 스페이스 묘사정보와, 양자화 방
법을 묘사하는 양자화 묘사정보를 가지고, (b). 질의 이미지를 입력하는 과정과, (c). 검색 대상 데이터 베이스의 상기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묘사정보를 참조하여, 질의 이미지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과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
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을 동일한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으로 하는 칼라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과정과, (d). 
상기 구해진 칼라 히스토그램을 기반으로 질의와 검색 대상 이미지를 비교하여 유사도에 따른 검색 결과를 출력하는 과
정; 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비디오 또는 이미지 데이터이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특징소로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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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값을 추출하기 위한 칼라 양자화 수단과, (b). 상기 칼라 양자화 수단
에 의한 양자화 칼라 스페이스를 묘사하는 칼라 스페이스 묘사수단과, (c). 상기 칼라 양자화 수단에 의한 양자화 방법
을 묘사하는 양자화 묘사수단과, (d). 질의 또는 검색 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서로 같은 칼라 스
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을 가지는 칼라 히스토그램으로 변환하는 히스토그램 변환수단을 포함하여, (e). 이종 시스템간
에는 히스토그램 변환수단에 의해서 변환된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 시스템이다.
    

또한 본 발명은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비디오 또는 이미지 데이터이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특징소로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함에 있어서,

    
(a). 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을 비교하는 과정과, (b). 
상기 비교 결과, 질의와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이 동일한 경우, 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하여 해당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에 따른 칼라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과정과, (c). 상기 비교 결과 질
의와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이 상이한 경우, 질의 또는 검색 대상 멀티미디어 데
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서로 같은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을 가지는 칼라 히스토그램으로 변환하는 과정과, 
(d). 상기 비교 결과에 따라 변환되거나 혹은 변환되지 않은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질의와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유사도에 따른 검색을 실행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은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비디오 또는 이미지 데이터이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특징소로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함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a).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이 어떤 칼라 스페이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묘사하는 칼라 스페이스 묘사정보와, (b).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이 어떤 칼라 양자화 방법으로 이
루어져 있는지를 묘사하는 양자화 묘사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구조이다.

또한 본 발명은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비디오 또는 이미지 데이터이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특징소로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함에 있어서,

(a). 양자화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의 각 하위 스페이스에 대하여, 하위 칼라 스페이스를 검색 대상 멀
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상에 투영하는 과정과, (b). 상기 투영된 칼라 스페이스가 겹쳐지는 검색대상 멀티미
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의 각 양자들에 대하여 빈값을 분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
디어 데이터의 히스토그램 변환방법 이다.

또한 본 발명은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비디오 또는 이미지 데이터이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특징소로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함에 있어서,

    
(a).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값을 추출하기 위한 칼라 양자화 수단과, (b). 상기 칼라 양자화 수단
에 의한 양자화 칼라 스페이스를 묘사하는 칼라 스페이스 묘사수단과, (c). 상기 칼라 양자화 수단에 의한 양자화 방법
을 묘사하는 양자화 묘사수단을 포함하고, (d). 검색 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상기 칼라 스페이스 묘사수단 및 양자
화 묘사수단에 의해 묘사되는 검색 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동일한 양자화 방법으로 상기 양자화 수단이 질의 이미지
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추출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
이터 검색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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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비디오 또는 이미지 데이터이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특징소로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함에 있어서,

    
(a).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을 판단??하는 과정과, (b). 상기 판단 결과에 따른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으로 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양자화를 수행하여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과정과, (c). 상기 구해진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과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비교하여 질의와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유사도에 따른 검색을 실행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방법이다.
    

상기한 바와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서는 칼라 스페이스와 히스토그램 양자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칼라 스페이스와 다른 양자화 방
법에 의해 구성된 칼라 히스토그램들에 대해 상호 비교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시한다.

이 시스템은 도3에서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검색기(301)는 질의 이미지와 검색 대상 이미지의 특징소 정보를 비교하여 유사도에 따른 검색결과를 출력(302)해 준
다.

검색기(301)에 의한 이미지 비교 검색을 위하여 칼라 양자화기(303)가 구비되며, 칼라 양자화기(303)는 이미지의 칼
라 히스토그램 추출을 수행한다.

칼라 양자화기(303)에 의한 칼라 양자화에 관련된 정보로서 칼라 스페이스와 칼라 양자화 레벨 등을 각각 표현(묘사)
하기 위하여 칼라 스페이스 묘사정보(304)와 칼라 양자화 묘사정보(305)를 가진다.

상기 칼라 양자화기(303)와 칼라 스페이스 묘사정보(304), 칼라 양자화 묘사정보(305)는 서로 연결되고 또 검색기(
301)에도 연결된다.

질의 이미지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가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와 다른 이종 시스템간의 데이
터 검색을 위하여,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검색 대상 이미지와 같은 칼라 히스토그램 정보로 변환하기 위한 
히스토그램 변환기(306)가 상기 칼라 스페이스 묘사정보(304) 및 칼라 양자화 묘사정보(305), 검색기(301)에 연결
된다.

질의 이미지(307)가 입력되면 칼라 양자화기(303)에 의해서 질의 이미지에 대한 칼라 히스토그램(308)을 추출하는
데, 동종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 칼라 히스토그램(308)을 검색기(301)에 제공하고, 이종 시스템인 경우에는 히스토그
램 컨버터(306)에 의해서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검색 대상 이미지와 같은 칼라 히스토그램 정보(칼라 스페
이스 및 양자화)로 변환하여, 이 변환된 칼라 히스토그램(309)을 검색기(301)에 제공한다.

검색 대상이 되는(이미지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 내지는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기에 제공할) 멀티미디어 데이터 
소스(Source)(310)는 동종 혹은 이종 시스템일 수 있고, 예를 들면 인터넷 환경(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
스템 운용도 이룰 수 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소스(310)는 다음의 구성요건을 갖춘다.

다수의 이미지(Image 1....Image N)들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311)의 특징소 정보를 위하여 이미지 당 하나의 칼라 
히스토그램(312)이 추출되고, 칼라 히스토그램은 해당 이미지와 연결되며 특징 데이터 베이스(313)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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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칼라 히스토그램 추출을 위한 칼라 양자화기(314)가 있고, 상기 칼라 양자화기(314)에 의해서 특징 데이터 베
이스(313)에 수록된 칼라 히스토그램 정보에 대한, 칼라 스페이스 및 칼라 양자화 정보를 각각 묘사하는 칼라 스페이
스 묘사정보(315)와 칼라 양자화 묘사정보(316)를 갖는다.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는 즉, 서로 동일하거나 혹은 다른 칼라 스페이스 및 칼라 양자화 방법에 따르는 특징 데이터 
베이스들이 멀티미디어 데이터 소스(310)를 이룰 수 있다.

도3에서 보는 바와같이, 본 발명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칼라 히스토그램 변환기(306)를 이용하는 것이며 이 칼라 히
스토그램 변환기(306)에 의하여 비교(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칼라 히스토그램으
로 변환되어 비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른 시스템에서 칼라 히스토그램이 추출된 질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와 유사한 이미지를 다수의 이미지로 구성된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에서 찾는 경우,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과 특징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의 비교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미지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과 
비교 가능하게 변환시켜 검색을 행한다.

이를 다른 예로 좀 더 보편화 시키자면, 사용자가 질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여러 다른 시스템에 의해 다른 
칼라 스페이스와 다른 방법으로 양자화된 추출된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지 검색을 할 경우,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그 때 그 때마다 검색 대상 칼라 히스토그램들과 같은 방식의 칼라 히스토그램으로 변환하여 칼라 
히스토그램의 비교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도3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3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소스(310)에서는 여러가지 특징 데이터 베이스들을 가지는데, 이 때 각각의 특징 데이터 베
이스(313)는 다른 칼라 스페이스 혹은 다른 칼라 양자화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칼라 스페이스, 어떤 양자화로 각 특징 
데이터 베이스(313)가 표현되어 있는지는 칼라 스페이스 묘사정보(315)와 칼라 양자화 묘사정보(316)에 의해 표현
된다.

이들 각각의 특징 데이터 베이스(313)들은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고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가 
많다.

질의 이미지(307)는 이미 칼라 히스토그램(308)이 구성되어져 있고 이 것은 어떤 임의의 칼라 스페이스와 칼라 양자
화로 칼라 양자화기(303) 의해 구성(추출) 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칼라 스페이스, 어떤 칼라 양자화로 된 것인지는 각각 칼라 스페이스 묘사정보(304)와 칼라 양자화 묘사
정보(305)에 표현된다.

    
칼라 히스토그램 변환기(306)는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 구성의 칼라 스페이스와 칼라 양자화 방법을 칼라 스
페이스 묘사정보(304) 및 칼라 양자화 묘사정보(305)로부터 알고 있고,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 구성의 
칼라 스페이스와 칼라 양자화 방법을 검색 대상 이미지 데이터 구조 즉, 검색 대상 이미지에 대한 칼라 스페이스 묘사정
보(315) 및 칼라 양자화 묘사정보(316)로부터 알아내어, 이 것이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 구성 정보와 맞지 
않으면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 구성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변환시키는 역할
을 한다.
    

즉, 히스토그램 변환기(306)는 검색 대상 특징 데이터 베이스(313)의 칼라 스페이스와 칼라 양자화가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의 칼라 스페이스나 칼라 양자화와 서로 맞지 않을 때마다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변환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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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검색기(301)는 이 변환된 칼라 히스토그램(309)을 이용하여 특징 데이터 베이스(313)의 하나 하나의 칼라 히
스토그램(312)과 이 변환된 칼라 히스토그램(309)을 비교(유사도 계산)함으로써 유사도 정도에 따라 비슷한 이미지
를 검색결과(302)로 보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시스템간에 호환성을 가지게 된다.

즉, 도4의 지역 시스템A(Local System A)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지역 시스템B(Local System B)의 칼라 히스토그램
과 비교하기 위하여 그 중 하나를 다른 하나의 히스토그램과 같은 방법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시스템A(401)는 이미지들에 대한 칼라 히스토그램(402)을 특징 데이터 베이스(403)로 가지고 또 이 히
스토그램에 대한 칼라 스페이스 묘사정보(404)와 칼라 양자화 묘사정보(405)를 가지며, 지역 시스템B(406) 또한 칼
라 히스토그램(407)을 특징 데이터 베이스(408)로 가지고 또 이 히스토그램에 대한 칼라 스페이스 묘사정보(409)와 
칼라 양자화 묘사정보(410)를 가진다.

지역 시스템A(401)는 칼라 스페이스 묘사정보(404)가 R,G,B 칼라 스페이스를 표현하고 있으며, 칼라 양자화 묘사정
보(405)는 R,G,B 각 5레벨씩 균일하게 양자화하였음을 표현하고 있다.

지역 시스템B(406)는 칼라 스페이스 묘사정보(409)가 H,S,B 칼라 스페이스를 표현하고 있으며, 칼라 양자화 묘사정
보(410)는 H,S,V 각 7레벨씩 균일하게 양자화 하였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시스템A(401)에서의 질의 이미지에 대하여 비교 대상으로 지역 시스템B(406)의 특징 데이터 베이스(4
08)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검색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지역 시스템A(401)에서는; 칼라 스페이스 묘사정보(404,409) 
및 칼라 양자화 묘사정보(405,410)로부터 서로 다른 이종 시스템인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R,G,B 칼라 스페이스(각 
5레벨 균일 양자화)로부터 H,S,V 칼라 스페이스(각 7레벨 균일 양자화)로의 히스토그램 변환을 수행한 질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역 시스템B(406)의 특징 데이터 베이스내의 이미지와의 비교 검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본 발명에서 제시한 히스토그램 변환을 수행함에 있어, 투영된 칼라 스페이스가 겹치는 정도를 계산할 때 수
학 적분에 의해 상대적으로 정확히 구할 수 있지만 그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시간 시스템을 구현할 때는 바람직하
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또다른 방법으로서 샘플링(Sampling) 방법을 이용해서 보다 빠른 히
스토그램 변환이 가능한데, 그 자세한 변환 방법에 대해서는 후에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이 나타내는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과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이 칼라 스페이스와 칼라 양
자화에 따라 추출 방법이 다를 경우 이 두 칼라 히스토그램을 비교하여 유사도 계산 후 그 유사도에 따라 질의 이미지 
와 검색 대상 이미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검색 방법을 도5의 실시예에 따라 설명한다.

먼저 질의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오면(501) 그 질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 추출된 칼라 히스토그램이 있는지를 검색
한다(502).

만약 이미 추출된 칼라 히스토그램이 있으면 이 값이 저장된 특징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읽어 들이고(503), 질의 이미
지가 사용자로부터 새로 만들어 졌거나 다른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새로 가져와서 기 추출된 칼라 히스토그램이 없을 경
우 칼라 양자화기에 의해서 질의 이미지에 대한 칼라 히스토그램을 추출한다.(504)

칼라 히스토그램을 추출하는 방법은 이미지의 모든 픽셀에 대해 정해진 칼라 스페이스 값으로 바꾸고, 칼라 스페이스는 
칼라 양자화에 따라 여러 하위 칼라 스페이스로 분할 되며, 바꾸어진 각각의 픽셀값이 어느 하위 칼라 스페이스에 투영
(표시) 되느냐를 알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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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픽셀에 대해 이 과정을 수행하고 나면 어느 하위 칼라 스페이스에 몇 개의 픽셀이 투영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 
값들을 1차원의 벡터로 나열한 값이 칼라 히스토그램(H)이 된다.

이 때 이 값들에 대한 인덱스를 " 히스토그램 빈(Histogram Bin)" 이라 하며 이들 각각은 각각의 하위 칼라 스페이스
를 의미 한다.

그러므로 히스토그램 빈 수는 칼라 양자화 수와 일치 하게 된다.

다시 이 1차원 벡터값을 총 이미지 픽셀 수로 나누어 히스토그램을 이미지 크기에 무관하게 정규화 시킨다.

그리고, 검색 대상 이미지에 대한 특징 데이터 베이스의 칼라 히스토그램 값을 읽어온다.(505)

다음, 상기한 단계(503,504)에서 얻어진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모든 검색 대상 이미지들에 대한 특징 데이
터 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칼라 히스토그램과 비교하기 위해 각각의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에 대해,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 구성을 위한 칼라 스페이스 및 칼라 양자화 방법과 검색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 구성을 
위한 칼라 스페이스 및 칼라 양자화 방법을 비교한다.(506)

상기 비교 결과 칼라 스페이스와 칼라 양자화 방법이 동일 하지 않으면,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검색 대상 이
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과 같은 형식으로 히스토그램 변환기에서 변환을 수행하여 검색 대상 칼라 히스토그램과 비교
하여 유사도를 구하고(507,508), 칼라 스페이스와 칼라 양자화 방법이 동일하면 그대로 비교하여 유사도를 구한다.(
506,508)

여기서 유사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미 알려진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유사도를 유사 이미지로 간주하기 위한 소정의 임계치와 비교하고(509), 그 비교 결과 유사도가 일정 임
계치를 넘으면 검색 대상 칼라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이 검색 대상 이미지를 유사 이미지로 간주하여 출력한다.(510)

상기의 과정을 모든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에 대해 수행을 하여(512) 하나의 질의 이미지에 대해 검색을 
수행하고, 또 다른 질의 이미지가 있으면 다시 상기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한다.

한편, 본 발명에서 칼라 히스토그램을 변환하는 기본 개념은 히스토그램을 변환하기 위해 양자화된 질의 이미지의 칼라 
스페이스의 각 하위 스페이스(각 quantum)에 대해, 이 하위 스페이스를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스페이스상에 투영
하고(transformation), 변환된 스페이스가 겹쳐지는(intersected)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스페이스의 각 양자(qu
antum)들에 대해 겹쳐지는 부피에 비례하여 빈 값을 분배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도6에 예시하였다.

질의 이미지의 칼라 스페이스는 RGB칼라 스페이스(601)로 하고, 이 RGB스페이스는 각 컴포넌트(R, G, B)에 대해 3
등분되어 양자화되었다. 즉, 이 스페이스에는 27개의 양자화된 하위 스페이스가 존재하며, 질의 이미지는 빈 사이즈가 
27인 칼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된다.

또한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스페이스는 HSV칼라 스페이스(602)이며, S와 V컴포넌트에 대해서는 3등분하고, H는 
S값의 구간에 따라 8등분, 6등분하고 무채색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나누지 않았다. 즉 이 HSV 칼라 스페이스에는 45개
의 양자화된 하위 스페이스가 존재하며, 검색 대상 이미지들은 빈 사이즈가 45인 칼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된다.

도6의 RGB칼라 스페이스의 하나의 양자는 HSV칼라 스페이스로 투영될 수 있고, 이 칼라 스페이스의 하나 이상의 양
자화된 하위 스페이스와 겹쳐질 수 있다.

도6에서 RGB 칼라 스페이스(601)의 양자화된 하위 스페이스 QSS_1(601a)은 HSV 칼라 스페이스(602)의 양자화된 
하위 스페이스 TQSS_1, TQSS_2, TQSS_9에 걸쳐 투영되었다.(6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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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에서 부호 603은 HSV 칼라 스페이스(602)에 대한 수평단면, 604는 수직단면을 각각 표현하고 있다.

이때 QSS_1(601a)이 투영되어 TQSS_1, TQSS_2, TQSS_9에 겹쳐지는 부분의 부피 비가 도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0.54, 0.35, 0.11라고 한다면, QSS_1(601a)의 히스토그램 값 H_Q(QSS_1)은 TQSS_1, TQSS_2, TQSS_9의 
히스토그램 값 H_T(TQSS_1), H_T(TQSS_2), H_T(TQSS_9)에 각각 0.54×H_Q(QSS_1), 0.35×H_Q(QSS_1), 
0.11×H_Q(QSS_1) 만큼 기여된다고 볼 수 있다.

즉 H_T(TQSS_1), H_T(TQSS_2), H_T(TQSS_9)는 다음과 같이 갱신된다.

H_T(TQSS_1) :="H_T(TQSS_1)" + H_Q(QSS_1) * 0.54

H_T(TQSS_2) :="H_T(TQSS_2)" + H_Q(QSS_1) * 0.35

H_T(TQSS_9) :="H_T(TQSS_9)" + H_Q(QSS_1) * 0.11

여기서,

H_T: 정규화된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

H_Q: 정규화된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

H_T(TQSS_k): H_T의 인덱스 TQSS_k 에 해당하는 히스토그램 값.

H_Q(QSS_i): H_Q의 인덱스 QSS_i에 해당하는 히스토그램 값.

이와 같은 과정을 RGB 칼라 스페이스의 모든 양자화된 하위스페이스 QSS_i에 대해 수행하면, H_T(TQSS_k) 값들은 
점차 갱신되고 수행을 마친 후 얻어진 H_T(TQSS_k)의 히스토그램이 HSV 칼라 스페이스를 45 칼라단계(위에서 설
명한 양자화 방식)로 양자화한 칼라 히스토그램이 된다 (여기서 i ="1," 2, , 26, 27이고 k ="1," 2, , 44, 45).

도7은 이와같은 칼라 히스토그램 변환과정을 표현한다.

질의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이 서로 다를 때 칼라 히스토그램의 변환이 시작된다(701).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구성한 칼라 스페이스와 양자화 방법을 통해서 정의된 모든 하위 스페이스 QSS_i에 
대해서 고려한다(702).

즉, 하위 스페이스 QSS_i를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스페이스로 투영하고, 투영된 입체 PV(QSS_i)의 부피값(V_i)을 
계산하고, 검색 대상 이미지의 양자화 방법에 의해서 정의된 하위 스페이스들(TQSS_k)과 겹쳐지는지를 확인한 다음, 
겹치는 경우 각 TQSS_k와 PV(QSS_i)에 겹쳐지는 입체(IV)의 부피값(IV_k_i)을 계산한다(703).

다음 단계(704)에서는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스페이스의 양자화된 하위 스페이스들 중에서 겹치는 부피를 포함한 
모든 하위 스페이스 TQSS_k에 대해 고려한다.

다음 단계(705)에서는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과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
이 부피값의 비에 따라 마지막 TQSS_k, 마지막 QSS_i 까지 H_T(TQSS_k) :="H_T(TQSS_k)" + H_Q(QSS_i)×
IV_k_i/V_i 로 갱신함으로써 칼라 히스토그램 변환을 완료한다.(706,707)

여기서, 위의 투영된 입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학 적분에 의해 상대적으로 정확히 구할 수 있으나 그 계산이 복
잡하여 실시간 시스템에 적용이 곤란하다.

 - 10 -



공개특허 특2001-0081894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샘플링 기법을 이용하여 입체의 부피를 근사하여(approximate) 구하며, 이로써 
빠른 히스토그램 변환이 가능하다.

이 샘플링 히스토그램 변환 방법을 도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8에서 보듯이 RGB 칼라 스페이스(801)의 한 하위 스페이스 QSS_1(801a)에서 10개의 샘플링 포인트(Sampling 
point)(801b)를 균일(uniform)하게 추출한다.

그리고 그 10개의 샘플링 포인트가 HSV 칼라 스페이스(802)의 어느 하위 스페이스에 존재하는지를 알아내어 그 투영 
정도를 계산 할 수 있다.

도8에서 부호 802a는 801a가 투영된 총 부피를 표현하며, 802b는 샘플링 포인트(801b)가 HSV 칼라 스페이스에 투
영된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803은 HSV 칼라 스페이스(802)의 수평단면, 804는 수직단면을 표현하고 있다.

상기 각각의 샘플링 포인트(801b)가 HSV 칼라 스페이스(802)에 투영될 때 마다 0.1×H_Q(QSS_1) 만큼의 기여가 
해당 하위 스페이스에 이루어 질 것이며, 이를 모든 10개의 샘플링 포인트들(801b)에 대해서 수행하면, 결국 TQSS_
1에는 5개가 투영되므로 0.5×H_Q(QSS_1) 만큼 기여하고 TQSS_2에는 0.4×H_Q(QSS_1) 만큼이 기여하며, TQS
S_9에는 0.1×H_Q(QSS_1) 만큼 기여할 것이다.

즉 H_T(TQSS_1), H_T(TQSS_2), H_T(TQSS_9)는 다음과 같이 갱신된다.

H_T(TQSS_1) :="H_T(TQSS_1)" + H_Q(QSS_1) * 0.5

H_T(TQSS_2) :="H_T(TQSS_2)" + H_Q(QSS_1) * 0.4

H_T(TQSS_9) :="H_T(TQSS_9)" + H_Q(QSS_1) * 0.1

여기서,

H_T: 정규화된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

H_Q: 정규화된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

H_T(TQSS_k): H_T의 인덱스 TQSS_k 에 해당하는 히스토그램 값.

H_Q(QSS_i): H_Q의 인덱스 QSS_i에 해당하는 히스토그램 값

이와 같은 과정을 RGB 칼라 스페이스의 모든 양자화된 하위 스페이스 QSS_i에 대해 수행하면, H_T(TQSS_k) 값들은 
점차 갱신되고, 수행을 마친 후 얻어진 H_T(TQSS_k)의 히스토그램이 HSV 칼라 스페이스를 45칼라단계(위에서 설
명한 양자화 방식)로 양자화한 칼라 히스토그램이 된다 (여기서 i ="1," 2, , 26, 27이고 k ="1," 2, , 44, 45).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질의 이미지의 칼라 스페이스의 양자화된 하위 스페이스를 샘플링할 때 각 하
위 스페이스의 중요도에 따라 샘플링 포인트의 개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위 스페이스의 중요도란 하위 스페이스에 대응되는 히스토그램의 빈 값과 하위 스페이스의 부피값이고, 이 특
징에 의한 효과는 히스토그램 변환의 정확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히스토그램 변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위 스페이스를 샘플링할 때는 먼저 칼라 히스토그램에서 해당 빈 값을 가져 와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많은 수의 샘플
링 포인트를 만들고, 작으면 작을수록 적은 수의 샘플링 포인트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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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그램 빈 값이 0인 하위 스페이스들은 히스토그램 변환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샘플링하지 않아도 되는데, 특
히 세밀하게 양자화된 칼라 스페이스의 히스토그램에는 빈 값이 0인 빈들이 상당 수 존재하므로 히스토그램 변환 시간
을 더욱 줄일 수 있다.

0이 아닌 빈 값에 대해서는 빈 값에 비례하여 질의 이미지 칼라 스페이스의 양자화된 하위 스페이스의 부피값의 반영 
정도를 조절한다.

즉, 질의 이미지 칼라 스페이스의 양자화된 하위 스페이스의 부피가 클수록 그 스페이스를 커버(cover)하기 위해서 많
은 샘플링 포인트가 필요하므로, 질의 이미지 칼라 스페이스의 양자화된 하위 스페이스를 샘플링할 때는 부피값과 빈값
을 동시에 고려하여 샘플링 포인트의 수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샘플링 포인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하위 스페이스의 중요도를 결정할 때, 부피값과 빈 값을 각각 고
려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질의 이미지 칼라 스페이스의 양자화된 하위 스페이스를 빈 값과 부피의 중요도에 따라 샘플링 포인트의 수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 전체 히스토그램 변환 과정을 도9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칼라 히스토그램 변환을 위하여 변환할 칼라 히스토그램을 구성한 어떤 칼라 히스토그램의 모든 양자화된 하위 스페이
스에 대해 고려한다(901,902,903).

즉, 질의 이미지 칼라 스페이스의 주어진 양자화된 하위 스페이스 QSS_i에 대해 QSS_i의 히스토그램 빈 값과 부피에 
비례해서 샘플링 포인트의 개수(No_of_SP)를 결정하고(904), 그 개수만큼 샘플링 포인트를 QSS_i에 균일하게 추출
한다. (905)

이 때 각 샘플링 포인트는 적용된 칼라 스페이스의 포인트 값으로 표현된다.

즉, RGB 칼라 스페이스가 적용되었다면, 샘플링 포인트 ="(R=150," G="130," B="120)과" 같이 표현된다.

그리고, 추출된 모든 샘플링 포인트와 주어진 모든 샘플링 포인트(SP_i)에 대해서(906,907),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
스토그램을 구성한 칼라 스페이스(즉, 샘플링 포인트를 추출할 칼라 스페이스)와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
을 구성한 칼라스페이스(변환할 칼라 히스토그램에 대한 칼라 스페이스)가 같은지를 조사한다. (908)

만약 이 단계(908)에서 양자의 칼라 스페이스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모든 추출된 샘플링 포인트에 대해 각각을 SP_i라 
두고, SP_i의 칼라값을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스페이스값으로 변환한다.(909)

그러나, 만약 양자의 칼라 스페이스가 일치한다면 칼라 양자화 방법만 다른 경우이므로 칼라 값 변환 과정을 생략한다.

다음 단계(910)에서, SP_i를 검색 대상 이미지 칼라 스페이스에 투영한 후 그 값이 그 칼라 스페이스의 어떤 양자화된 
하위 스페이스(TQSS)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TQSS_k에 대응되는 히스토그램 빈 값을 갱신한다. (911)

H_T(TQSS_k) :="H_T(TQSS_k)" + H_Q(QSS_i)× 1 / No_of_SP

여기서,

H_T: 정규화된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

H_Q: 정규화된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

H_T(TQSS_k): H_T의 인덱스 TQSS_k 에 해당하는 히스토그램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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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_Q(QSS_i): H_Q의 인덱스 QSS_i에 해당하는 히스토그램 값.

그리고 단계(912)에서 만약 수행하지 않은 샘플링 포인트가 아직 남았다면 다시 위의 주어진 샘플링 포인트, SP_i에 
대한 과정(907 이하)을 수행하고, 단계(913)에서는 만약 수행하지 않은 QSS_i가 아직 남았다면 다시 위의 주어진 Q
SS_i에 대한 과정(903 이하)을 수행하여, 상기의 과정을 모든 샘플링 포인트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QSS_i에 대해 수
행함으로써 칼라 히스토그램 변환 수행을 종료한다.

앞에서 설명한 상기 샘플링을 통한 히스토그램 변환 방법은 이미지 검색에서 다른 칼라스페이스와 다른 칼라 양자화로
의 칼라 히스토그램 변환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도메인, 칼라 뿐만 아니라 임의의 1차원 이상 스페이스 구성 요소에 
대한 다른 양자화 방법이 적용된 히스토그램이 또다른 양자화 방법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 가능하다.

도10은 본 발명의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 시스템의 제2실시예 및 제 3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
로, 질의 이미지 칼라 히스토그램 데이터 베이스(6)가 있으면 제 3실시예이고, 질의 이미지 칼라 히스토그램 데이터 베
이스(6)가 없으면 제 3실시예이다.

이 실시예들은 칼라 히스토그램 변환수단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검색기(1)는 질의 이미지와 검색 대상 이미지의 특징소 정보를 비교하여 유사도에 따른 검색결과를 출력(2)해 준다.

검색기(1)에 의한 이미지 비교 검색을 위하여 칼라 양자화기(3)가 구비되며, 칼라 양자화기(3)는 이미지의 칼라 히스
토그램 추출을 수행한다.

    
질의 이미지(4)가 입력되면 칼라 양자화기(3)에 의해서 질의 이미지에 대한 칼라 히스토그램(5)을 추출하고 이 것을 
질의 이미지 칼라 히스토그램 데이터 베이스(6)로서 저장할 수 있으며, 여기서 추출되는 칼라 히스토그램에 대한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은 검색 대상이 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소스(Source)(7)로부터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스
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을 참조하여, 질의 이미지를 검색 대상 이미지와 동일한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으로 양자
화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질의 이미지 칼라 히스토그램 데이터 베이스(6)에는 같은 질의 이미지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칼라 스페
이스 및 양자화 방법에 따른 특징 데이터 베이스들(6a)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상기 질의 이미지를 조각그림(Thumbnail Image) 형태로 사이즈 축소하여 칼라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방법을 적
용하면 보다 빠른 속도로 칼라 히스토그램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질의 이미지의 양자화를 검색 대상 시스템(7)에서 수행하고, 양자화 결과(칼라 히스토그램 정보)를 비교 검색하
는 방법도 가능하다.

여기서, 검색 대상이 되는(이미지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 내지는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기에 제공할) 멀티미디어 
데이터 소스(Source)(7)는 동종 혹은 이종 시스템일 수 있고, 예를 들면 인터넷 환경(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제공하
는 시스템 운용도 이룰 수 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소스(7)는 다음의 구성요건을 갖춘다.

다수의 이미지(Image 1....Image N)들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8)의 특징소 정보를 위하여 이미지 당 하나의 칼라 히스
토그램(9)이 추출되고, 칼라 히스토그램은 해당 이미지와 연결되며 특징 데이터 베이스(특징 DB)에 저장된다.

그리고, 칼라 히스토그램 추출을 위한 칼라 양자화기(10)가 있고, 상기 칼라 양자화기(10)에 의해서 특징 데이터 베이
스에 수록된 칼라 히스토그램 정보에 대한, 칼라 스페이스 및 칼라 양자화 정보를 각각 묘사하는 칼라 스페이스 묘사정
보(11)와 칼라 양자화 묘사정보(12)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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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소스(7)에서는 여러가지 특징 데이터 베이스들을 가지는데, 이 때 각각의 특징 데이터 베이
스는 다른 칼라 스페이스 혹은 다른 칼라 양자화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칼라 스페이스, 어떤 양자화로 각 특징 데이터 
베이스가 표현되어 있는지는 칼라 스페이스 묘사정보(11)와 칼라 양자화 묘사정보(12)에 의해 표현된다.

이들 각각의 특징 데이터 베이스(7)들은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고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가 많
다.

도11은 본 발명의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검색방법의 제2실시예로서 앞에서 설명한 도10의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

질의 이미지(4)가 입력되면 검색기(1)(또는 양자화기(3)일수도 있다)에서는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스페이스 묘사
정보(11)와 양자화 묘사정보(12)를 취득하고(S1,S2), 상기 묘사정보를 이용해서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 구성과 일치하는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으로 양자화하여 질의 이미지의 칼
라 히스토그램(5)을 추출한다(S3).

그리고, 검색 대상 이미지에 대한 특징 데이터 베이스의 칼라 히스토그램 값(9)을 읽어서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
램과 검색 대상 이미지의 유사도를 서로 비교한다(S4,S5).

양자의 유사도가 일정 임계치 보다 큰 경우에는 검색 대상 이미지를 유사 이미지로 출력(2)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 이미지 출력단계(S7)를 건너뛴다.

이러한 과정을 마지막 검색 대상 이미지(Image N) 여부, 다른 질의 이미지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면서 수행하고(S8,S
9), 또한 멀티 미디어 데이터 소스(7)의 다음 검색 대상 이미지에 대한 히스토그램 구성이 달라지는가를 판단하면서(
S10) 수행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완료한다.

도12는 본 발명의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방법의 제3실시예로서, 앞에서 설명한 도10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
루어지며, 도11의 제2실시예와 비교해 볼 때,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 정보를 저장하고, 또 이 저장된 정보를 
검색에 이용하는 경우이며, 도11과 동일한 과정(S1,S2,S4∼S10)은 동일 부호로 표기하여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질의 이미지가 입력되면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스페이스와 칼라 양자화 묘사정보로부터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스
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에 따라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구하는데, 이때 이미 질의 이미지에 대하여 그 칼라 스
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으로 칼라 히스토그램이 추출되어 데이터 베이스(6,6a)로 저장되어 있다면, 기 추출된 질의 이
미지 칼라 히스토그램 값을 이용하고(S3a,S3b),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 구성과 일
치하는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추출하여 데이터 베이스(6)로 저장한다.(S3c,S3d).
    

이와같이 질의 이미지에 대하여 검색 대상 이미지와 동일한 구성의 칼라 히스토그램 정보를 미리 저장해 둠으로써, 다
음 번에 같은 질의 이미지가 입력되었을 때 칼라 히스토그램 추출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서, 더욱 빠른 검색 속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검색 시스템에서 이종 시스템 사이에서 상대방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본 발명은 서로 다른 칼라 스페이스와 양자화 방법에 의해서 구축된 이미디 특징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는 이종 시
스템에서, 자신의 질의 이미지에 대한 검색 대상을 이종의 상대방 특징 데이터 베이스에서 찾아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다 다양하고 또 서로 상이한 광범위한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들
을 검색기에 연결하여 이미지 검색 및 인덱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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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비디오 또는 이미지 데이터이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
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특징소로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함에 있어서,

    
(a). 멀티미디어 데이터 특징 데이터 베이스는 양자화 칼라 스페이스를 묘사하는 칼라 스페이스 묘사정보와, 양자화 방
법을 묘사하는 양자화 묘사정보를 가지고, (b). 질의 이미지를 입력하는 과정과, (c). 검색 대상 데이터 베이스의 상기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묘사정보를 참조하여, 질의 이미지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과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
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을 동일한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으로 하는 칼라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과정과, (d). 
상기 구해진 칼라 히스토그램을 기반으로 질의와 검색 대상 이미지를 비교하여 유사도에 따른 검색 결과를 출력하는 과
정; 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검색방법.
    

청구항 2.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비디오 또는 이미지 데이터이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
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특징소로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함에 있어서,

    
(a).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값을 추출하기 위한 칼라 양자화 수단과, (b). 상기 칼라 양자화 수단
에 의한 양자화 칼라 스페이스를 묘사하는 칼라 스페이스 묘사수단과, (c). 상기 칼라 양자화 수단에 의한 양자화 방법
을 묘사하는 양자화 묘사수단과, (d). 질의 또는 검색 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서로 같은 칼라 스
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을 가지는 칼라 히스토그램으로 변환하는 히스토그램 변환수단을 포함하여, (e). 이종 시스템간
에는 히스토그램 변환수단에 의해서 변환된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 시스템.
    

청구항 3.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비디오 또는 이미지 데이터이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
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특징소로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함에 있어서,

    
(a). 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과정과, (b). 검색 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
램을 구하는 과정과, (c). 상기 질의와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 및 칼라 양자화 방법을 비교하는 
과정과, (d). 상기 비교 결과 질의와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 및 칼라 양자화 방법이 동일한 경우
에는 질의와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유사도에 따른 검색을 실행하는 과정과, (e). 상기 비교 결과 질의와 검색
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이 상이한 경우에는, 질의 또는 검색 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
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서로 같은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을 가지는 칼라 히스토그램으로 변환하여 질의와 검색대
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유사도에 따른 검색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멀티미디
어 데이터 검색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칼라 히스토그램의 변환과정은 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과 일치하도록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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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비디오 또는 이미지 데이터이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
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특징소로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함에 있어서,

    
(a). 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을 비교하는 과정과, (b). 
상기 비교 결과, 질의와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이 동일한 경우, 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하여 해당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에 따른 칼라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과정과, (c). 상기 비교 결과 질
의와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이 상이한 경우, 질의 또는 검색 대상 멀티미디어 데
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서로 같은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을 가지는 칼라 히스토그램으로 변환하는 과정과, 
(d). 상기 비교 결과에 따라 변환되거나 혹은 변환되지 않은 질의와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유사도에 따른 검색
을 실행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칼라 히스토그램의 변환과정은 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과 일치하도록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방법.

청구항 7.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비디오 또는 이미지 데이터이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
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특징소로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함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a).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이 어떤 칼라 스페이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묘사하는 칼라 스페이스 묘사정보와, (b).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이 어떤 칼라 양자화 방법으로 이
루어져 있는지를 묘사하는 양자화 묘사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구조.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양자화 묘사정보는 해당 칼라 스페이스 각각의 콤포넌트에 대한 양자화 레벨과, 각 콤포넌트에 
대한 양자화 방법(균일 혹은 비균일)을 묘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구조.

청구항 9.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비디오 또는 이미지 데이터이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
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특징소로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함에 있어서,

(a). 양자화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의 각 하위 스페이스에 대하여, 하위 칼라 스페이스를 검색 대상 멀
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상에 투영하는 과정과, (b). 상기 투영된 칼라 스페이스가 겹쳐지는 검색대상 멀티미
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의 각 양자들에 대하여 빈값을 분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
디어 데이터의 히스토그램 변환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빈값은 상기 투영된 칼라 스페이스가 겹쳐지는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의 
각 양자들에 대하여 겹쳐지는 부피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히스토그램 변환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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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9 항 또는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빈값의 분배를 위하여 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에서 임의의 소
정 갯수만큼의 샘플링 포인트를 취하고, 이 샘플링 포인트가 상기 투영된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각 하위 스페
이스에 분포된 비율을 통하여 근사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히스토그램 변환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의 양자화된 하위 스페이스의 중요도에 따라 샘플링 
포인트 수를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히스토그램 변환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중요도는 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의 양자화된 하위 스페이스의 부피값이나, 
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의 빈값, 혹은 부피값과 빈값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히스토그램 변환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빈값을 고려할 때 임계치를 이용해서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
터의 히스토그램 변환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를 이용할 때 빈값 '0'을 샘플링하지 않는 임계치로 두거나, 빈값 'T'를 최대수로 샘플
링하도록 하는 임계치로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히스토그램 변환방법.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0'이 아닌 빈값에 대해서는 빈값에 비례하여 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의 양자화된 
하위 스페이스의 부피값의 반영정도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히스토그램 변환방법.

청구항 17.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비디오 또는 이미지 데이터이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
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특징소로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함에 있어서,

    
(a).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값을 추출하기 위한 칼라 양자화 수단과, (b). 상기 칼라 양자화 수단
에 의한 양자화 칼라 스페이스를 묘사하는 칼라 스페이스 묘사수단과, (c). 상기 칼라 양자화 수단에 의한 양자화 방법
을 묘사하는 양자화 묘사수단을 포함하고, (d). 검색 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상기 칼라 스페이스 묘사수단 및 양자
화 묘사수단에 의해 묘사되는 검색 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동일한 양자화 방법으로 상기 양자화 수단이 질의 이미지
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추출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
이터 검색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대상 이미지와 동일한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으로 양자화된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저장하는 질의 이미지 칼라 히스토그램 데이터 베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멀티
미디어 데이터 검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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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비디오 또는 이미지 데이터이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
이터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특징소로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함에 있어서,

    
(a).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을 판단하는 과정과, (b). 상기 판단 결과에 따른 검
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으로 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양자화를 수행하여 질의 이
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과정과, (c). 상기 구해진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과 검색 대상 이미지의 칼
라 히스토그램을 비교하여 질의와 검색대상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유사도에 따른 검색을 실행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대상 이미지와 동일한 칼라 스페이스 및 양자화 방법으로 양자화된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저장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고, 입력된 질의 이미지에 대하여 상기 기 저장된 질의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
그램을 이용해서 검색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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