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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영상 객체 모양 정보 추출 방법 및 그를 이용한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 및 그 방법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영상 객체 모양 정보 추출 방법 및 그를 이용한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
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영상 객체의 모양을 정량적인 특징값으로 기술하고 그 유사도를 역시 정량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객관적인 모
양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ART 모양 기술자를 정의하며, 이를 이용하여 대용량의 이미지에 대하여 자동화된 모양 
특징 추출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영상 객체 모양 정보 추출 방법 및 그를 이용한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
템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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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영상(기준 영상)을 입력받기 위한 기준 영상 
입력수단; 상기 기준 영상 입력수단을 통해 입력된 기준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각 기저
함수가 직교성을 갖도록 정의한 후, 상기 기준 영상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상기 기준 영상에 대한 제1 회
전불변 모양 기술자로서의 해당 ART(Angular Radial Transform)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기 위한 제1 모양 기술자 
추출수단; 상기 기준 영상과 상기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를 매칭시켜 저장시키기 위한 영상 저장수단; 사용자가 검
색하고자 하는 질의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각 기저함수가 직교성을 갖도록 정의한 후, 
상기 질의 영상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상기 질의 영상에 대한 제2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로서의 해당 AR
T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기 위한 제2 모양 기술자 추출수단; 및 상기 질의 영상에 대한 제2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와 
상기 기준 영상에 대한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유사도가 높은 상기 제1 회전 불변 모양 기술
자에 매칭되는 상기 기준 영상을 출력 제어하기 위한 모양 기술자 비교 및 제어수단을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2

색인어
ART(Angular Radial Transform), 이미지 기술자, 이미지 기술자 추출, 유사도 비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상기 도 2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상세 흐름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이미지 함수 집합의 예시도.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 분류 예시도.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이미지 모양 구성 예시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이미지 입력부 101 : 이미지 기술자 추출부

102 :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103 : 이미지 기술자 데이터베이스

104 : 이미지 질의부 105 : 질의 이미지 기술자 추출부

106 : 이미지 기술자 유사도 비교부 107 : 이미지 출력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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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추출될 수 있는 특성들을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영상 객
체의 모양 정보 추출 방법 및 그를 이용한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
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인터넷을 포함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지영상 
및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 모양의 유사도를 ART(Angular Radial Transform) 계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추출
함으로써, 사용자가 질의한 이미지의 위치, 크기 및 회전각도에 무관하게 유사한 모양을 갖는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모양 정보라 함은, 모양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양 기술자는 물체의 모양 
정보를 정량적(수치적)인 특징값으로 표현하고 그 특징값 사이의 유사도를 역시 정량적(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정의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ART 모양 기술자를 사용하는데, ART 모양 기술자는 객체의 모양을 ART 
기저함수를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표현하고 그 수치값(특징값) 사이의 유사도를 정의한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디지털(digital) 이미지(image)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종래의 텍스트를 이용한 이미지 검색
은 신뢰성있는 검색결과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미지의 직접 입력을 통하여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법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미지를 이용한 이미지 검색이란, 이미지로부터 해당 이미지의 특징을 기술하는 이미지 기술자(image descriptor)를 
추출한 뒤,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의 이미지 기술자의 유사도를 비교함
으로써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여기서, 이미지 기술자는 이미지의 색상을 기술하는 색상 기술자(
color descriptor), 질감을 기술하는 질감 기술자(texture descriptor) 및 모양을 기술하는 모양 기술자(shape des
criptor)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지를 이용한 이미지 검색 시스템의 효율은 이미지 기술자가 이미지의 특징을 얼
마나 효율적으로 나타내느냐에 좌우된다.
    

종래의 모양 기술자로는 회전불변 모멘트 기술자(invariant moment descriptor)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회전불변 
모멘트 기술자는 이미지의 크기 변환, 이동 및 회전에 대하여 불변한 값을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입력된 이미지로부터 모멘트 기술자를 획득하기 위하여, 먼저 이미지의 공간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배경과 객체를 분리
하기 위한 에지(edge)검출과 이진화 과정을 수행하고, 분리된 배경으로부터 객체의 외곽 경계선 검출과 분리된 객체로
부터 객체의 형태 벡터(vector)를 획득한다.

다음으로, 입력된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미지간의 유사성 측정을 위해, 하기의 (수학식 1)과 같은 유클리
디안(Euclidean) 거리 측정방법이 사용된다.

수학식 1

상기 (수학식 1)에서, q는 입력 이미지, t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미지이고, H q는 입력 이미지 q의 모멘트 값, H t

는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t의 모멘트 값을 의미하고, M은 0~6 사이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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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으로 표현 가능한 모양은 삼각형, 사각형, 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같은 사각형이라도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
는 것은 힘들다. 또한, 이러한 모양의 유사도를 인지적 관점에서 비교할 경우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미지 객체의 모양을 효율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지를 이용한 
이미지 검색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지 기술자가 해당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모멘트 기술자를 이용한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시스템은, 기저함수로 사용되는 다항함
수가 서로 직교하지 않아, 추출된 모멘트 값 사이에 정보의 중복성이 존재하여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술자로서의 효율이 
떨어지며, 사용자의 인지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용자가 느끼는 유사한 모양의 이미지를 제대로 검색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영상 객체의 모양을 정량적인 특징값으로 기술하고 
그 유사도를 역시 정량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객관적인 모양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ART 모양 기술자를 정의하며, 
이를 이용하여 대용량의 이미지에 대하여 자동화된 모양 특징 추출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영상 객체 모양 정
보 추출 방법 및 그를 이용한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
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영상(기준 영상)
을 입력받기 위한 기준 영상 입력수단; 상기 기준 영상 입력수단을 통해 입력된 기준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각 기저함수가 직교성을 갖도록 정의한 후, 상기 기준 영상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상
기 기준 영상에 대한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로서의 해당 ART(Angular Radial Transform)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
하기 위한 제1 모양 기술자 추출수단; 상기 기준 영상과 상기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를 매칭시켜 저장시키기 위한 
영상 저장수단;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질의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각 기저함수가 
직교성을 갖도록 정의한 후, 상기 질의 영상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상기 질의 영상에 대한 제2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로서의 해당 ART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기 위한 제2 모양 기술자 추출수단; 및 상기 질의 영상에 대한 제
2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와 상기 기준 영상에 대한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유사도가 높은 상기 
제1 회전 불변 모양 기술자에 매칭되는 상기 기준 영상을 출력 제어하기 위한 모양 기술자 비교 및 제어수단을 포함하
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상기 질의 영상을 입력받기 위한 질의 영
상 입력수단; 및 상기 영상 저장수단에 저장되어 상기 모양 기술자 비교 및 제어수단에 의해 출력 제어된 상기 기준 영
상을 출력하기 위한 영상 출력수단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영상(기준 영상)을 
입력받아, 입력된 기준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각 기저함수가 직교성을 갖도록 정의한 
후, 상기 기준 영상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상기 기준 영상에 대한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로서의 해당 
ART(Angular Radial Transform)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는 제 1 단계; 상기 기준 영상과 상기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를 매칭시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제 2 단계;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질의 영상을 입력받는 제 3 단계; 
질의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각 기저함수가 직교성을 갖도록 정의한 후, 상기 질의 영상
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상기 질의 영상에 대한 제2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로서의 해당 ART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는 제 4 단계;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상기 질의 영상에 대한 제2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와 상기 
기준 영상에 대한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유사도가 높은 상기 제1 회전 불변 모양 기술자에 
매칭되는 상기 기준 영상을 출력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영상 객체의 모양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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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 1 단계; 각 기저함수가 직교성을 갖도록 정의하는 제 2 단계; 및 영상에 대한 기저함수의 기여도를 구하기 위해, 
상기 영상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로서의 해당 ART(Angular Radial Transform)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영상
(기준 영상)을 입력받아, 입력된 기준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각 기저함수가 직교성을 
갖도록 정의한 후, 상기 기준 영상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상기 기준 영상에 대한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
자로서의 해당 ART(Angular Radial Transform)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는 제 1 기능; 상기 기준 영상과 상기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를 매칭시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제 2 기능;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질의 영상을 입력받
는 제 3 기능; 질의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각 기저함수가 직교성을 갖도록 정의한 후, 
상기 질의 영상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상기 질의 영상에 대한 제2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로서의 해당 AR
T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는 제 4 기능;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상기 질의 영상에 대한 제2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와 상기 기준 영상에 대한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유사도가 높은 상기 제1 회전 불변 
모양 기술자에 매칭되는 상기 기준 영상을 출력하는 제 5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영상 객체 모양 정보 추출 장치에,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제 1 기능; 각 기저함수가 직교성을 갖도록 정의하는 제 2 기능; 
및 영상에 대한 기저함수의 기여도를 구하기 위해, 상기 영상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회전불변 모양 기술
자로서의 해당 ART(Angular Radial Transform)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는 제 3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부
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본 발명에 따른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
스템은 ART 모양 기술자를 바탕으로 디지털 이미지(동영상 및 정지영상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 모양의 유사도를 
자동으로 판단하여, 사용자가 질의한 이미지와 유사한 모양을 가진 이미지를 검색해 준다. ART 모양 기술에 대해서는 
하기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영상(기준 영상)을 입
력받기 위한 이미지 입력부(100)와, 이미지 입력부(100)를 통해 입력된 기준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
으로 표현하고, 각 기저함수가 직교성을 갖도록 정의한 후, 기준 영상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기준 영상에 
대한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로서의 해당 ART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기 위한 이미지 기술자 추출부(101)와, 기준 
영상과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를 매칭시켜 저장시키기 위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102) 및 이미지 기술자 데이터베
이스(103)와,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질의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각 기저함수가 직
교성을 갖도록 정의한 후, 질의 영상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질의 영상에 대한 제2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
로서의 해당 ART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기 위한 질의 이미지 기술자 추출부(105)와, 질의 영상에 대한 제2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와 기준 영상에 대한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유사도가 높은 제1 회전 불변 모양 
기술자에 매칭되는 기준 영상을 출력 제어하기 위한 이미지 기술자 유사성 비교부(106)를 포함한다. 또한,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질의 영상을 입력받아 질의 이미지 기술자 추출부(105)로 전달하는 이미지 질의부(104)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102)에 저장되어 이미지 기술자 유사성 비교부(106)에 의해 출력 제어된 기준 영상을 출력하기 위한 이
미지 출력부(107)를 더 포함한다. 상기 이미지 기술자 추출부(101) 및 질의 이미지 기술자 추출부(105)에서 입력 영
상 객체의 모양 정보를 정량적(수치적)인 특징값으로 표현하고 그 특징값 사이의 유사도를 역시 정량적(수치적)으로 
표현하는 ART 모양 기술자를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하기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서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이미지 기술자로서 모양 기술자(shape descriptor)를 사용하며, 그 중에
서도 ART(Angular Radial Transform) 계수의 절대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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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Angular Radial Transform)는 이미지 검색에 있어서 필수요소인 회전불변성을 갖는다. 여기서 회전불변성이란, 
이미지가 회전되어도 ART에 의해 추출된 이미지 기술자가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첫째로, ART 이미지 기술자를 얻기 위한 ART 정의식은 하기의 (수학식 2)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2

(단, n 및 m은 ART 기저함수의 차수를 결정하는 정수, F nm 은 ART 계수이며, V nm (ρ,θ)는 극 좌표계(ρ,θ)에서 
표현된 ART 기저함수, f(ρ,θ)는 이미지, 그리고 윗첨자 '*'는 공액 복소수를 의미함)ART 계수의 물리적 의미는 기
저함수가 원본 이미지(original image)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기여도를 의미하게 된다. 기저함수와 그에 해당
하는 기여도를 알고 있으면, 각 기저함수에 기여도를 곱한 후 모두 더해주면 원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저함수의 기여도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저함수를 직교성(orthogonal)을 갖도록 정의하고 이미지와 기
저함수의 내적(inner product)을 구하면, 해당 기저함수의 내적은 1이 되고 나머지 기저함수들의 내적값은 0이 되어, 
해당 기저함수의 계수만이 남게 되어 그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다. 상기 (수학식 2)는 이러한 정의에 의해 직교성을 갖
도록 정의된 ART 기저함수의 계수를 계산하는 식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기 ART 모양 기술자에 대해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RT 모양 기술자는 객체의 모양을 ART 기저함수를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방
법과 그 특징값 사이의 유사도를 정의한 것이다.일반적으로, 모든 객체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기본 모양(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I = a1 B1 + a2 B2 + a3 B3 + a4 B4 + a5 B5 + ....만약, 각각의 기저함수가 서로 직교(orthog
onal)하다면,                         즉, 자신과의 내적은 1이 되고, 나머지 기저함수들과의 내적은 0이 된다. 이러한 성
질을 이용하면, 원본 이미지에서 기저함수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계수 ai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
다. 즉, "a i= IㆍBi= (a1 B1 + a2 B2 + a3 B3 + a4 B4 + a5 B5 + ....)ㆍB i"이다.이미지와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
면, 나머지 기저함수들은 orthogonal 특성에 의해 전부 0이 되고, 해당 기저함수의 계수만이 남게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기저함수의 계수(그 모양에 대한 해당 기저함수의 기여도)의 계산이 가능하다. ART 모양 기술자는 모양을 표현
하기 위한 정량적 특징값으로 orthogonal한 ART 기저함수의 계수를 이용하고 있다. 이미지의 모양 특징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ART 기저함수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모양을 구성하는 예가 도 6에 도시되었다.이미지의 모양 특
징값 = {a1 , a2 , a3 , a4 , a5 , ..., a n}원본 이미지의 모양을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저함수의 계수를 전부 
계산해야 하지만, 이미지의 유사도 검색을 위해서는 모든 기저함수의 계수를 다 이용할 필요가 없다. 몇 개의 기저함수
의 계수만을 이용해도 개략적인 모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가 도 5에 도시되었다. 즉, 도 5 는 원본 이
미지와 5, 10, 20, 40, 80개의 기저함수 및 그 계수를 이용하여 재구성한 이미지이다.

상기 ART 정의식(수학식 2 참조)의 ART 기저함수 V nm (ρ,θ)는 하기의 (수학식 3)으로 정의된다.

수학식 3

(단, Am (θ)는 ART 기저함수를 구성하는 편각함수(Angular function), R n(ρ)는 ART 기저함수를 구성하는 방사
함수(Radial Function)임)

그리고, 상기 (수학식 3)의 편각함수 Am (θ)는 다시 하기의 (수학식 4)로 정의된다.

수학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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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ART 정의식(수학식 2 참조)은 회전불변성을 얻기 위하여 (x, y) 직각좌표계를 사용하지 않고, (ρ,θ) 극 좌표
계를 사용한다. 극 좌표계는 원점으로부터 이격된 거리 ρ와 x축과 이루는 각도 θ로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상기 (수학식 3)의 R n(θ)는 여러 가지 타입을 가질 수 있으며, 그 타입에 따라 예를 들면, 하기의 (수학식 5)와 같은 
ART-C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첨부된 도 4는 ART-C 타입의 ART 기저함수 집합의 예시도이다.

수학식 5

상기 (수학식 2)에서 얻어지는 값 F nm 은 일련의 복소수 값이며, 본 발명에서는 하기의 (수학식 6)과 같이 상기 F nm

의 값에 절대값을 취한 벡터를 모양 기술자(Shape Descriptor : 이하 간단히 "SD"라 함)로 정의한다.상기 (수학식 3,
4,5)로 정의되는 ART 기저함수는 서로 직교(orthogonal)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인(sin)과 코사인
(cos) 함수는 대표적인 orthogonal 함수이며,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ART 기저함수도 orthogonal하게 된다.

수학식 6

(단, n = 0,1,2,...,k, m = 0,1,2,...,l임)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ART 계수는 원본 이미지에 ART 기저함수의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므
로, ART 계수와 ART 기저함수의 곱을 조합하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해 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많은 ART 계
수와 기저함수의 곱을 조합해야 원본 이미지와 완전히 동일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20개 내지 30개 
정보만 조합해도 원본 이미지와 오차가 거의 없는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도 5 참조). 즉, 이미지가 20개 내지 30개
의 숫자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는 ART 계수가 이미지에 대한 효율적인 기술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상기 ART는 하기의 (수학식 7)이 의미하는 바와 같은 직교성(Orthonormality)을 갖는다.

수학식 7

(단, δ는 Kroneker delta 함수로서, n=n', m=m'이면 0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1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상기 ART 계수의 절대값은 하기의 (수학식 8)이 의미하는 바와 같은 회전 불변성(Rotation Invariance)을 
갖는다.

수학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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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원본 이미지 f(ρ,θ)가 각도 α만큼 회전된 이미지 f α (ρ,θ)에서 ART 계수를 추출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두 이미지 f(ρ,θ)와 f α (ρ,θ)가 상기 (수학식 8)과 같은 관계가 있을 때, 이미지 f α (ρ,θ)로부터 추출된 ART 계
수는 하기의 (수학식 9)와 같이 주어지며, 원본 이미지 f(ρ,θ)와 각도 α만큼 회전된 이미지 f α (ρ,θ)로부터 추출
된 ART 계수들 사이의 관계는 하기의 (수학식 10)과 같다.

수학식 9

(단,     는 f(ρ,θ)가 각도 α만큼 회전된 이미지 f α (ρ,θ)로부터 추출된 ART 계수임)

수학식 10

(단, Fnm 와     는 각각 f(ρ,θ)와 f α (ρ,θ)로부터 추출된 ART 계수임)

그런데, 회전된 이미지의     값에 절대값을 취하면 하기의 (수학식11)과 같이, 원본 이미지의 F nm 값과 동일해지므로, 
결국 ART의 크기는 회전불변의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수학식 11

하기의 (수학식 12)는 질의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 이미지간의 비유사(Dissimilarity)정도를 나타내는 수학식이다. 
즉, 비슷한 모양의 이미지에서 추출된 기술자들은 유사한 값을 갖고, 다른 모양의 이미지에서 추출된 기술자들은 완전
히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하기의 (수학식 12)와 같이 두 이미지에서 추출된 기술자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두 이미지
가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수학식 12

(단, D는 질의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 이미지간의 비유사도, W i는 상수계수,    는 질의 이미지의 i번째 이미지 기술자, 
그리고    은 데이터베이스 이미지의 i번째 이미지 기술자를 의미함)

이제, ART 이미지 기술자를 이용한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첨부된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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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미지 검색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용 이미지 입력기(100) 및 이
미지 기술자 추출부(101)를 이용하여 이미지 기술자 데이터베이스(103) 및 이미지 데이터베이스(102)를 구축하고(
S200), 사용자는 원격 사용자 웹 브라우저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이미지 질의부(104)에 입력한다(S202). 이
때, 이미지 질의부(104)는 마우스 또는 디지타이저(digitizer)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검색할 이미지를 작성하는 
기능,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프로토타입 이미지(prototype image)중에서 이미지를 선택하는 기능 및 사용자의 하드디
스크(hard disk)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불러들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사용자가 기존의 이미지를 판독하여 변
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상기 사용자가 질의 이미지를 입력하면, 질의 이미지 기술자 추출부(104)는 입력된 질의 이미지의 이미지 기술자를 추
출하고(S204), 그 이미지 기술자를 이미지 기술자 유사도 비교부(106)로 전달한다.

    
상기 질의 이미지 기술자 추출부(104)로부터 질의 이미지의 이미지 기술자를 수신한 상기 이미지 기술자 유사도 비교
부(106)는 상기 이미지 기술자 데이터베이스(103)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기술자와 유사도를 비교하여, 질의 이미지
와 유사한 이미지를 판별하고(S206), 상기 판별된 이미지 기술자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102)에
서 획득하여 유사도 순으로 정렬한 후, 이미지 출력부(107)로 전송하면(S208), 상기 이미지 출력부(107)는 사용자가 
검색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웹 브라우저에 디스플레이한다(S210). 여기서, 검색된 이미지는 웹서버에서 제공하
는 프로토타입 이미지로 재사용되며, 사용자는 웹서버가 원격 사용자 웹 브라우저에 제공하는 프로토타입 이미지를 변
형하여 재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이미지 출력부(107)는 사용자의 초기 접속시 대표 이미지들을 프로토타입 이미
지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사용자가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된 프로토타입 이미지를 상기 이미지 질의부(104)
로 전송한다.
    

    
첨부된 도 3 은 상기 도 2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용 이미지 입력기(100) 및 이미지 기술자 추출부(101)를 이용하여 
이미지 기술자 데이터베이스(103) 및 이미지 데이터베이스(102)를 구축하는 과정(S200)에 대한 일실시예 상세 흐름
도로서, 상기 이미지 입력기(100)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이미지를 입력하고(S300), 상기 이미지 기술자 
추출부(101)는 입력된 이미지에서 이미지 기술자를 추출하여(S302), 이미지 기술자 데이터베이스(103)에 기록한다
(S304).
    

또한, 상기 이미지 입력부(100)를 이용하여 이미지는 이미지 데이터베이스(102)에 기록된다(S306).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이미지 함수 집합의 예시도로서, 상기 (수학식 5)에 기술된 ART-C 타입의 ART 기저함수 집
합의 예시도이다. 도면에서, n은 원점에서의 거리를 나타내고, m은 x축으로부터의 각도를 나타낸다.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이미지 함수 개수에 따른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결과 예시도로서, ART 정의식의 조합을 이용
하여 원본 이미지(original image)와 유사한 이미지를 합성해내는 예를 보인 것이고, 도면에서 숫자로 표기된 부분은 
조합된 ART 정의식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조합된 ART 정의식(ART 기저함수의 계수)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원본 이미지와 유사한 이
미지가 합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
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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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이미지 기술자로서 직교 기저함수를 이용한 변환계수이기 때문에 
정보의 중복성이 없고, 회전불면의 특성을 가지며, 인간의 시각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효율적인 이미지 기술자인 ART
(Angular Radial Transform) 기술자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 이미지와 유
사한 모양의 이미지를 신속,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 이미지 또는 검색된 결과이미지를 프로
토타입(prototype) 이미지로 재사용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이미지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영상(기준 영상)을 입력받기 위한 기준 영상 입력수단;

상기 기준 영상 입력수단을 통해 입력된 기준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각 기저함수가 직
교성을 갖도록 정의한 후, 상기 기준 영상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상기 기준 영상에 대한 제1 회전불변 모
양 기술자로서의 해당 ART(Angular Radial Transform)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기 위한 제1 모양 기술자 추출수단
;

상기 기준 영상과 상기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를 매칭시켜 저장시키기 위한 영상 저장수단;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질의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각 기저함수가 직교성을 갖도록 
정의한 후, 상기 질의 영상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상기 질의 영상에 대한 제2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로서
의 해당 ART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기 위한 제2 모양 기술자 추출수단; 및

상기 질의 영상에 대한 제2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와 상기 기준 영상에 대한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의 유사도를 비교
하여, 유사도가 높은 상기 제1 회전 불변 모양 기술자에 매칭되는 상기 기준 영상을 출력 제어하기 위한 모양 기술자 비
교 및 제어수단

을 포함하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상기 질의 영상을 입력받기 위한 질의 영상 입력수단; 및

상기 영상 저장수단에 저장되어 상기 모양 기술자 비교 및 제어수단에 의해 출력 제어된 상기 기준 영상을 출력하기 위
한 영상 출력수단

을 더 포함하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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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및 제2 모양 기술자 추출수단은,

하기의 수학식으로 표현되는 ART 변환식에 의거하여 입력 영상으로부터 ART 기저함수의 계수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

(단, n 및 m은 ART 기저함수의 차수를 결정하는 정수, F nm 은 ART 계수이며, V nm (ρ,θ)는 극 좌표계(ρ,θ)에서 
표현된 ART 기저함수, f(ρ,θ)는 영상, 그리고 윗첨자 '*'는 공액 복소수임)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ART 변환식은,

하기의 수학식으로 표현되는 ART 기저함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

(단, Am (θ)는 ART 기저함수를 구성하는 편각함수(Angular function), R n(ρ)는 ART 기저함수를 구성하는 방사
함수(Radial Function)임)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ART 기저함수는,

하기의 수학식으로 표현되는 회전불변성을 갖는 지수함수로 정의되는 편각함수 Am(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ART 기저함수에서,

방사함수 Rn(ρ)는 하기의 수학식으로 표현되는 삼각우함수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
스템.

 - 11 -



등록특허 10-0353798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양 기술자 비교 및 제어수단은,

하기의 수학식으로 표현되는 비유사(Dissimilarity)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식에 의거하여 입력된 질의 영상의 제2 회전
불변 모양 기술자와 상기 영상 저장수단에 저장된 기준 영상의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와의 비유사도를 측정하여, 질
의 영상과 기준 영상이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

(단, D는 질의 영상과 기준 영상간의 비유사도, W i는 상수계수,    는 질의 영상의 i번째 모양 기술자, 그리고    은 기
준 영상의 i번째 모양 기술자임)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는,

하기의 수학식으로 표현되는 ART 기저함수 계수의 절대값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
템.

(단, n = 0,1,2,...,k, m = 0,1,2,...,l임)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질의 영상은,

원격 사용자 웹 브라우저로부터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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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질의 영상 입력수단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검색할 영상을 작성하여 입력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

청구항 11.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질의 영상 입력수단을 통해,

웹 서버에서 제공하는 프로토타입 영상 중에서 검색할 영상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

청구항 12.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질의 영상 입력수단을 통해,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불러와서 입력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

청구항 1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질의 영상 입력수단을 통해,

사용자가 기존의 영상을 판독한 후 변경하여 입력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영상(기준 영상)을 입력받아, 입력된 기준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각 기저함수가 직교성을 갖도록 정의한 후, 상기 기준 영상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상기 기준 영상에 대한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로서의 해당 ART(Angular Radial Transform)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는 제 1 단계;

상기 기준 영상과 상기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를 매칭시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제 2 단계;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질의 영상을 입력받는 제 3 단계;

질의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각 기저함수가 직교성을 갖도록 정의한 후, 상기 질의 영상
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상기 질의 영상에 대한 제2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로서의 해당 ART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는 제 4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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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상기 질의 영상에 대한 제2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와 상기 기준 영상에 대한 제1 회전불
변 모양 기술자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유사도가 높은 상기 제1 회전 불변 모양 기술자에 매칭되는 상기 기준 영상을 출
력하는 제 5 단계

를 포함하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를 추출하는 과정은,

하기의 수학식으로 표현되는 ART 변환식에 의거하여 입력 영상으로부터 ART 기저함수의 계수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방법.

(단, n 및 m은 ART 기저함수의 차수를 결정하는 정수, F nm 은 ART 계수이며, V nm (ρ,θ)는 극 좌표계(ρ,θ)에서 
표현된 ART 기저함수, f(ρ,θ)는 영상, 그리고 윗첨자 '*'는 공액 복소수임)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단계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과정은,

하기의 수학식으로 표현되는 비유사(Dissimilarity)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식에 의거하여 입력된 질의 영상의 제2 회전
불변 모양 기술자와 상기 영상 저장수단에 저장된 기준 영상의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와의 비유사도를 측정하여, 질
의 영상과 기준 영상이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방법.

(단, D는 질의 영상과 기준 영상간의 비유사도, W i는 상수계수,    는 질의 영상의 i번째 모양 기술자, 그리고    은 기
준 영상의 i번째 모양 기술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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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단계에서 검색한 영상이 웹 서버에서 제공하는 프로토타입 영상으로 재사용되며, 사용자는 웹 서버가 원격 
사용자 웹 브라우저에 제공하는 프로토타입 영상을 변형하여 재검색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
색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사용자 웹 브라우저는,

사용자의 초기 접속시 대표 영상들을 프로토타입 영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사용자가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선
택된 프로토타입 영상을 질의 영상으로서 입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방법.

청구항 22.

프로세서를 구비한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영상(기준 영상)을 입력받아, 입력된 기준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각 기저함수가 직교성을 갖도록 정의한 후, 상기 기준 영상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상기 기준 영상에 대한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로서의 해당 ART(Angular Radial Transform)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는 제 1 기능;

상기 기준 영상과 상기 제1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를 매칭시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제 2 기능;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질의 영상을 입력받는 제 3 기능;

질의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각 기저함수가 직교성을 갖도록 정의한 후, 상기 질의 영상
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상기 질의 영상에 대한 제2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로서의 해당 ART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는 제 4 기능;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상기 질의 영상에 대한 제2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와 상기 기준 영상에 대한 제1 회전불
변 모양 기술자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유사도가 높은 상기 제1 회전 불변 모양 기술자에 매칭되는 상기 기준 영상을 출
력하는 제 5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23.

영상 객체의 모양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제 1 단계;

각 기저함수가 직교성을 갖도록 정의하는 제 2 단계; 및

영상에 대한 기저함수의 기여도를 구하기 위해, 상기 영상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
로서의 해당 ART(Angular Radial Transform)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는 제 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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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영상 객체 모양 정보 추출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기저함수와 그에 해당하는 기여도를 알고 있어, 각 기저함수에 기여도를 곱한 후 전부 더해주면 원 영상을 생성할 수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객체 모양 정보 추출 방법.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영상과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면, 해당 기저함수의 내적값은 1이 되고 나머지 기저함수들의 내적값은 0이 되어, 
해당 기저함수의 계수만이 남게 되어 상기 영상에서 기저함수 성분이 차지하는 해당 기저함수의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객체 모양 정보 추출 방법.

청구항 26.

제 23 항 내지 제 2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의 유사도 검색시에,

소정의 기저함수의 계수만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객체 모양 정보 추출 방법.

청구항 27.

프로세서를 구비한 영상 객체 모양 정보 추출 장치에,

영상 객체의 모양을 기저함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제 1 기능;

각 기저함수가 직교성을 갖도록 정의하는 제 2 기능; 및

영상에 대한 기저함수의 기여도를 구하기 위해, 상기 영상과 임의의 기저함수의 내적을 구하여, 회전불변 모양 기술자
로서의 해당 ART(Angular Radial Transform) 기저함수의 계수를 구하는 제 3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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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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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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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 20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간단한설명
	발명의상세한설명
	발명의목적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발명의구성및작용
	발명의효과


	청구의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