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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영상 검색 장치 및 그 방법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퍼지 측정과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영상 유사성을 결합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상 특징에 대한 중

요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검색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고자 함.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에 적용되는 내용기반 영상 검색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질의 영상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과 질의 영상간의 유사성을 각 특징별로 측정하는 제1 측정

등록특허 10-0516289

- 1 -



단계; 상기 각 특징별로 측정된 유사성을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결합하여 퍼지 적분에 의한 유사성을 측정하는 제2 측정단

계; 최종적으로 구해진 유사성에 따라 유사성이 높은 영상을 순차적으로 불러와 검색 결과를 전달하는 검색 결과 전달단

계; 및 질의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피드백받아 특징별로 유사도를 재계산하여 변화된 영상을 출력하는 영상 출력단

계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1

색인어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 퍼지 적분, 유사도 측정, 사용자 질의, 의견 반영(relevance feedback)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에 대한 일실시예 구성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내용기반 검색 장치에서 퍼지 측정 계수의 라티스(lattice) 구조에 대한 설명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예시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영상 입력기 20 : 특정 추출기

  30 : 특정 DB 40 : 특정별 유사성 계산기

  50 : 퍼지 적분부 60 : 소형 영상 생성기

  70 : 소형 영상 DB 80 : 질의 처리기

  90 :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영상 특징을 결합할 때 퍼지 적분을 이용하

여 결합하고, 사용자의 의견에 따라 퍼지 적분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조절하여 유사도를 계산함으로써 검색 결과를 향상시

키기 위한,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

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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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본 발명은, 영상의 색상, 질감, 모양 및 움직임 등 다양한 영상 특징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내용기반 영상 검색 시스템

에서 사용자의 질의에 따라 일차적으로 출력된 검색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즉, 각각의 검색된 결과에 대하여 원하는

결과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피드백받아 일차 검색 결과보다 향상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퍼지 적분

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

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는, 질의 영상과 데이터베이스(DB) 영상(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영상)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정의

된 영상 특징간의 유사성 측정 방식에 의거하여 유사성을 계산한 후, 질의 영상과 유사성이 높은 순으로 DB 영상을 사용자

에게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영상의 특징을 결합하여 검색하는 방법은 한 개만의 영상 특징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방법 보다 더 나은 검색

결과를 준다. 따라서, 영상 특징을 결합하여 검색하기 위하여 각 특징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가하는 가중치 평균

(Weighted Averaging) 방식을 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종래의 가중치 평균 방식은 일반 사용자들이 가중치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없었고, 다양한 질의 형태를 모델링하

기도 어려웠다. 예를 들어, "5개의 특징 중에서 임의의 3가지 특징을 사용하여 주어진 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검색하라"는

질의는 가중치 평균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3가지 특징을 어떻게 선택하여 유사도 계산에 적용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중치 평균 방식은 영상 특징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각각의 영상 특징이 서로 독립적이라

는 가정하에 선형적으로 유사성을 결합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상 특징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징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특징이 연관성이 크다면, 이들 특징들에 대한 가중치는 각각의 가중치의 합보

다는 작아야 한다. 또한, 어떤 특징은 다른 특징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내용기반 영상 검색 기술 분야에서는, 퍼지 적분(Fuzzy Integral)을 이용하여 영상 유사성을 결합하고, 사용

자의 의견에 따라 퍼지 적분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조절 및 유사도를 계산하여 종래의 가중치 조절에서 표현할 수 없는 다

양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퍼지 측정과 퍼지 적분(Fuzzy integral)을 이용하여

영상 유사성을 결합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반용하여 영상 특징에 대한 중요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검색 결과를 향상시키

기 위한,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는,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의 영상을 입력받기 위한 영상 입력 수단; 상기 영상 입력 수단을 통해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영상 유

사성 계산에 필요한 영상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특징 추출 수단; 상기 특징 추출 수단에서 추출된 영상 특징들을 저장하기

위한 제1 저장수단; 상기 영상 입력 수단을 통해 입력된 영상을 분할하여 소형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소형 영상 생성 수단;

상기 소형 영상 생성 수단에서 생성된 소형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제2 저장수단; 상기 제1 저장수단의 영상 특징을 이용하

여 선택 질의 영상과 DB 영상과의 유사성을 각 특징별로 계산하기 위한 유사성 계산수단; 상기 유사성 계산수단을 통해 계

산된 특징별 유사성을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결합하여 최종적인 영상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한 유사성 측정수단; 사용자로

부터의 질의를 해석하여 유사성을 측정하고, 측정된 유사성에 따라 상기 제2 저장수단을 통해 영상을 순차적으로 불러와

전달하기 위한 질의 처리수단; 및 상기 질의 처리수단으로부터 전달된 영상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

기 사용자 의견 반영 결과에 따른 선택 정보를 상기 질의 처리수단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싱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에 적용되는 내용기반 영

상 검색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질의 영상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과 질의 영상간의 유사성을 각 특징별로 측

정하는 제1 측정단계; 상기 각 특징별로 측정된 유사성을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결합하여 퍼지 적분에 의한 유사성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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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2 측정단계; 최종적으로 구해진 유사성에 따라 유사성이 높은 영상을 순차적으로 불러와 검색 결과를 전달하는 검

색 결과 전달단계; 및 질의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피드백받아 특징별로 유사도를 재계산하여 변화된 영상을 출력하

는 영상 출력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에, 새로운 질의 영상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

과 질의 영상간의 유사성을 각 특징별로 측정하는 제1 측정기능; 상기 각 특징별로 측정된 유사성을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결합하여 퍼지 적분에 의한 유사성을 측정하는 제2 측정기능; 최종적으로 구해진 유사성에 따라 유사성이 높은 영상을 순

차적으로 불러와 검색 결과를 전달하는 검색 결과 전달기능; 및 질의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피드백받아 특징별로

유사도를 재계산하여 변화된 영상을 출력하는 영상 출력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

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 내용기반 영상 검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색상, 질감, 모양 등 여러 특징들을 영상에서 추출하고, 이들 특

징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유사도 측정 방법을 정의한다. 사용자의 질의가 입력되면 정의된 유사성 측정 방법에 의하여 유

사도가 높은 순으로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 준다. 이때, 여러 개의 특징을 결합하여 유사성을 측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가지 특징만을 사용한 결과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각 특징에 대한 가중치를 조절함으로써, 사용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가중치 조절만으로는 사용자가 의도하는 다양한 질의를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본 발명은 이러한 특징을 결합할 때 퍼지 적분(Fuzzy Integral)을 사용하여 결합하고, 사용자의 의견에 따라 퍼지 적

분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조절하여 유사도를 계산하여 종래의 가중치 조절에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사용자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본 발명은,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에서 다양한 영상 특징을 결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퍼지 적분(Fuzzy integral)

을 사용한다. 퍼지 적분은 퍼지측정(Fuzzy measure)에 대하여 정의되며, 퍼지 측정은 측정 대상이 되는 변수 집합 {x1,

…, xn} 의 모든 부분 집합(power set)에 대한 중요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n 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총 개수이며, 퍼

지 측정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계수의 개수는 2n가 된다. 퍼지 측정 g({x1})과 g({x2})의 합은 퍼지 측정 g({x1, x2})와 다

를 수 있다. 즉,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퍼지 측정이 정해진다. 만약, 퍼지 측정이 합산적(additive) 특성을 갖는다

면 퍼지 적분은 종래의 가중치 평균 방법과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퍼지 측정과 퍼지 적분(Fuzzy integral) 중의 하나인 쇼케 적분(Choquet Integral)을 이용하여 영

상 유사성을 결합하고, 사용자 의견을 받아서 퍼지 측정, 즉 영상 특징에 대한 중요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검색 결과를 향

상시키도록 한다. 즉, 사용자 의견에 근거하여 퍼지 측정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것은 영상 특징간의 상호 관계를 학습하는

것과 같다. 본 발명은 이러한 학습을 위해서 대부분의 영상 검색이 온라인 상에서 수행되는 점과 사용자 의견에 따른 학습

샘플이 적음을 고려하여 퍼지 측정을 학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에 대한 일실시예 구성도이

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는, 처리

해야 할 영상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의 영상을 입력받기 위한 영

상 입력기(10)와, 영상 입력기(10)를 통해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영상 유사성 계산에 필요한 색상, 질감, 모양 및 움직임 등

의 특징들을 추출하기 위한 특징 추출기(20)와, 특징 추출기(20)를 통해 추출된 특징들을 효율적으로 저장 및 관리하기 위

한 특징 데이터베이스(DB)(30)와, 특징 DB(30)를 참조하여 선택된 질의 영상과 DB 영상과의 유사성을 각 특징별로 계산

하기 위한 특징별 유사성 계산기(40)와, 특징별 유사성 계산기(40)를 통해 구해진 특징별 유사성을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결합하여 최종적인 영상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한 퍼지 적분부(Fuzzy integral)(50)와, 영상 입력기(10)로부터 얻어진 영상

을 사용자 검색이 용이하도록 작은 크기로 줄여서 생성하기 위한 소형 영상(Thumbnail) 생성기(60)와, 소형 영상 생성기

(60)를 통해 전달된 소형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소형 영상 데이터베이스(DB)(70)와, 사용자 및 영상 검색 장치와의 상호

작용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 검색 장치의 전단에서 사용자의 질의를 해석하여 특징별 유사성 계산기(40) 및 퍼지

적분부(50)를 구동시켜 유사성을 측정하고, 측정된 유사성에 따라 소형 영상 DB(70)를 통해 소형 영상을 순차적으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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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부(90)로 전달하기 위한 질의 처리기(80)와, 질의 처리기(80)로부터 전달된 영상 데이터를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보여주고, 사용자로부터의 질의를 질의 처리기(80)로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부(90)를 구비한

다.

  여기서, 영상 입력기(10)는 영상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데 필요한 정보, 즉 영상 파일 아이디 생성 및 압축파일의 복

원 등을 실행한 후, 후단의 특징 추출기(20) 및 소형 영상(Thumbnail : 즉, 화면표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큰 영상을 100

×100 정도의 작은 영상으로 만든 것) 생성기(60)를 구동시킨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부(90)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을 표시하여 준다. 즉, 질의 처

리기(80)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영상이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일 경우는 "0"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X" 표시를 하

며, 분명하지 않을 경우는 "-" 표시하여 준다.

  한편, 질의 처리기(80)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부(90) 간에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로 수행될 수도 있고, 동일한 컴퓨터

내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

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사용자가 새로운 질의 영상을 선택하게 되면(201), 질의 처리기는 DB 영상과 선택된 질의

영상간의 유사성을 특징별로 측정하기 위하여 각 특징별 유사성 계산기를 구동시킨다(202).

  이어서, 특징별 유사성 계산기를 통해 측정된 유사성을 퍼지적분을 이용하여 결합하여 최종적인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

도록 퍼지 적분부를 구동시킨 후(203), 최종적으로 구해진 유사성에 따라 소형 영상 DB로부터 유사성이 높은 순으로 소형

영상을 불러와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전달한다(204).

  이후, 사용자가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205), 만족하면 새로운 영상 검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의 영상을

선택하는 과정(201)으로 넘어가고, 만족하지 않으면 'O', 'X', '-'표시 방법에 의한 사용자 의견을 표현하여(206) 재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 영상과 DB 영상 간의 특징별 유사성 계산기를 구동시키는 과정(202)부터 반복 수행한다.

  즉, 사용자 의견을 동반한 재질의시는 퍼지 적분에서 새로운 퍼지 측정을 구하는 학습 방법을 구동하여 새로운 퍼지 측정

에 의한 퍼지 적분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이제, 상기에서 설명한 퍼지 측정 과정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우선, 퍼지 측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집합 X는 {x1, … , xn} 유한 집합이고, P(X)는 X의 파워 집합(power set)이라 하면, 다음 두 가지 조건

  조건 (ⅰ) g(Ø) = 0, g(X) = 1,

  조건 (ⅱ) If A, B ⊂ X and A ⊂ B, then g(A) ≤ g(B)

  를 만족하는 함수 g : P(X) → [0, 1]를 퍼지 측정이라 한다.

  여기서, 퍼지 측정 g(.) 는 2n 개의 계수가 필요하며, g(A) 값은 부분집합 A의 중요도를 나타낸다. 조건 (ⅱ)는 모노토니

서티(monotonicity)를 표시한다. 퍼지 측정을 도식화하면 도 3과 같다.

  집합 S = {s1, … , sn}는 X = {x1, … , xn}에 따른 두 영상간의 유사도 측정 함수의 집합이라 정의한다. 여기서, sk(·)는

특징 xk에 따른 유사도 측정 함수이다. 한편, xik와 xjk를 질의 영상 i와 j의 k번째 특징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n은 사용되

는 영상 특징의 총 개수이며, xi 는 i번째 특징이다. 예를 들면, 색상 히스토그램(color histogram) 이나 웨이브렛 계수

(wavelet coefficients)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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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한 퍼지 측정 g와 유사도 측정 함수 s를 이용한 쇼케 적분(Choquet Integral)에 따른 영상 유사도 결합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수학식 1]과 같다.

  

수학식 1

C
g
(S, i, j) =

k=1..n
[S

(k)
(x

i(k)
,x

j(k)
) - S

(k-1)
(x

i(k-1)
, x

j(k-1)
)]g(A

(k)
)

  상기의 [수학식 1]에서 0 ≤ s(1)(xi(1), xj(1)) ≤ … ≤ s(n)(x i(n), xj(n)) ≤ 1 이고, A(i) = {x(i), … , x(n)}, i = 1, …, n 이다.

g(.)는 퍼지 측정이며, A(i)에 대하여 정의되고, g(A(0)) 는 0 이다. 괄호 () 표시는 순서를 나타낸다. 이 순서는 두 영상간의

유사도 측정값의 오름차순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X는 {색상, 질감, 모양}이고, {s1, s2 , s3}는 이들 각각에 대한 유사

도 측정 함수의 집합이고, 영상 i, j간의 각 특징별 유사도 측정 결과가 s2 ≤ s1 ≤ s3이라면, s(1)(xi(1), xj(1)) = s2,

s(2)(xi(2), xj(2)) = s1, s(3)(xi(3), xj(3)) = s3가 되며, A(0) = Ø, A(1) = {x2}, A (2) = {x2, x1}, A(3) = {x2, x1, x3}가 된다.

이하, g({xk}) 를 gk 등으로 나타낸다.

  상기한 바와 같이, 퍼지 적분 (Fuzzy integral)과 퍼지 측정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에 의하여 피드백되어진 관계있는 영상 집합을 R+ 라하고, 관계없는 영상 집합을 R- 라 하자. 사용자 의견을 반영

하여 검색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위의 두 집합을 통하여 퍼지 측정을 학습하는 것과 같다. 즉, 주어진 질의 영상 q에 대하

여, R+ 에 속한 영상 i와의 유사도는 증가시키고, R-에 속한 영상 j와의 유사도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퍼지 측정을 조절함

으로써, R+에 속한 영상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 영상은 더 많이 검출되고, R-에 속한 영상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 영상은 덜

검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수학식 2]와 같이 최소화되도록 퍼지 측정 g를 조절하는 것이다.

  

수학식 2

J(g) = Σ
i∈R

+ [C
g
(S, q, i) - s

(n)
(x

q(n)
, x

i(n)
)] 2 + Σ

i∈R
- [C

g
(S, q, j) - s

(1)
(x

q(1)
,x

j(1)
)]2

  여기서, s(n)(xq(n), xi(n))은 R+에 속하는 영상 i와 질의 영상 q사이의 특징별 유사도 {s1(.), … , sn(.)} 중에서 최대값이

고, s(1)(xq(1),x j(1)) 은 R-에 속하는 영상 j와의 특징별 유사도 중에서 최소값이다.

  그러나, 퍼지 측정 조건(ⅱ)를 만족하면서 [수학식 2]를 최소화하는 g를 구하는 방법은 매우 까다롭다. 왜냐하면, 단순하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Gradient Descent) 방식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방식들이 패

턴 인식 분야에서 제안되었으나, 이는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용자에 의하여 주어지는 학습 데이터

가 일반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갱신되지 않는 g가 패턴 인식 응용에서 생기는 것 보다 훨씬 많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학습 결과의 일반화(generalization)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오히려 학습 전 보다 나쁜 검색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학습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학습 알고리즘은 학습 속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발

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가중치 평균 방식 보다 훨씬 풍부한 결합 방식인 퍼지 적분을 이용한 사용자 의

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퍼지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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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제 1 단계는 개별 특징 중요도 학습에 관한 것으로, 각 특징 xk에 대한 R+에 속한 이미지 i와 질의 이미지 q 사이의

대표 유사도를 구한다. 여기서, 대표 유사도는 평균 ps k가 될 수 있다. 또, R-에 속한 이미지 j와 질의 이미지 q 사이의 대

표 유사도를 구한다. 여기서, 대표 유사도는 평균 ns k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각 특징 xk에 대한 대표 유사도 차이를 구한다. 이때, 대표 유사도가 평균 유사도일 경우, 평균 대표 유사도

차이 Δs k는 다음의 [수학식 3]과 같이 구한다. 이하, 설명에서 대표 유사도는 평균 유사도라 가정하며, 대표 유사도는 중

간값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수학식 3

∆s
k
= ps

k
- ns

k
,

  ps k = 1/nΣi∈R + sk(xik, xqk),

  ns k = 1/nΣi∈R - sk(xik, xqk)

  여기서, Δs k가 양수이면, 이에 해당하는 특징 xk에 대하여 질의 영상과 R+ 에 속한 영상이 R-에 속한 영상 보다 상대적

으로 더 유사함을 나타내므로, xk에 대한 중요도, 즉 퍼지 측정 gk가 증가함으로서 사용자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

  반대로, Δs k가 음수이면 이에 해당하는 특징 xk에 대하여 질의 영상과 R- 에 속한 영상이 R+에 속한 영상 보다 상대적으

로 더 유사함을 나타내므로, xk에 대한 중요도, 즉 퍼지 측정 gk가 감소함으로서 사용자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

  끝으로, Δs k 가 "0"에 가까우면,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gk를 변화시키지 않고 원래의 값으로 그대로 둔다. 여기서,

사용자가 R+(R-)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현재 사용자에게 보여준 결과 중 표시되지 않은 영상 집합을 R-(R+)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이와 같은 언어적 표현의 규칙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퍼지 규칙 기반 시스템이다. 상기한 설명을 퍼지 규칙으로 표현

하면 다음의 [수학식 4]와 같다.

  

수학식 4

If ∆s
k
is positive, then g

k
= 1,

  Else if Δs k is negative, then gk = 0,

  Else Δs k is zero, then gk = gk.

  또한, 상기와 같은 [수학식 3]을 이용하여 최종적인 퍼지 측정을 구하면 다음의 [수학식 5]와 같다.

  

수학식 5

g
k
= (p(∆s

k
) * 1.0 + n(∆s

k
) * 0.0 + g

k
* z(∆s

k
)) / (p(∆s

k
) + n(∆s

k
) + z(∆s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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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Δs k) + gk * z(Δs k)) / (p(Δ s k) + n(Δs k) + z(Δs k))

  여기서, p(Δs k)는 Δs k가 퍼지집합 양수(positive)에 속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멤버쉽이고, n(Δs k)는 Δs k가 퍼지집합 음

수(negative)에 속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멤버쉽이며, z(Δs k)는 Δs k가 퍼지집합 영(zero)에 속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멤버

쉽이다.

  퍼지집합 양수(positive), 음수(negative), 영(zero)은 Δs k의 범위인 -1에서 1사이에서 정의되며, 임의의 퍼지 멤버함수

(membership function)로 정의할 수 있다.

  각 특징에 대한 중요도, 즉 퍼지 측정을 이용하여 특징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퍼지측정을 구하여야 한다. 상술한 제 1 단

계인 초기화작업에서는 퍼지 측정이 가산적(additive) 성질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를 이용하여 모든 특징의 부분집합에 대

한 퍼지측정을 구하며, 그 방법은 상기의 [수학식 5]와 같다.

  또한, 특징 집합의 모든 부분집합에 대한 퍼지측정을 구하면 다음의 [수학식 6]과 같다.

  

수학식 6

g({x
i
, x

j
}) = g({x

i
}) + g({x

j
})

  다음, 제 2 단계는 특징 상호 작용 학습에 관한 것으로, 상술한 제 1 단계의 퍼지 규칙을 이용하여 개별 특징에 대한 중요

도를 구한다. 본 발명의 다음 단계인 퍼지 적분의 장점인 특징 상호간의 관계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스텝 1, 각 샘플에 대하여 에러 값을 구한다. 즉,

  Ep = Cg(S, q, p) - s(n)(xq(n), xp(n))if p ∈ R+

  Ep = Cg(S, q, p) - s(1)(xq(1), xp(1)) if p ∈ R-

  여기서, g는 상술한 제 1 단계 학습 과정을 통해 얻어진 퍼지 측정 방법을 이용한다.

  스텝 2, 해당 샘플에 대한 퍼지 측정 g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동치를 구한다.

  Δg(A(k)) =

  여기서, 는 학습 비율(learning rate)이다.

  스텝 3, 스텝 1, 2를 모든 샘플에 대하여 계산한 후, 퍼치 측정 g를 다음과 같이 갱신한다.

  g(A(k)) = g(A(k)) + Δg(A(k))

  스텝 4, 각 퍼지 측정 g에 대하여 조건(ⅱ)인 모노토니서티(monotonicity)를 만족시키는 작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된 도 3의 최상위 레벨에서 시작해서, g ≤ max Upper(g) 이면, g = max Upper(g)로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

로 둔다. 이 작업은 최하위 레벨에 이르기까지 수행한다. 여기서, Upper(g)는 도 3에서 g의 모 노드(parent node)에 있는

퍼지 측정 값의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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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5, 총 에러 값이 E = Σp⊂R+, R- Ep < ε이거나, ΔE < δ이면 종료하고, 아니면 를 줄인 후에 스텝 1로 간다. 여기서,

ε와 δ는 임계치이고, 는 시간에 따른 감소함수를 사용한다.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예시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질의 영상을 질의 처리기(80)가 보여 주는 임의의 영상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사용자

가 직접 그릴 수도 있고, 혹은 디지털 카메라 등의 외부 영상 입력 장치에서 받은 영상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한편,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질의 처리기에서 보여 주는 영상이 원하는 영상일 경우는 'O'표시를 하고, 그렇

지 않을 경우는 'X'표시를 하며, 분명하지 않을 경우는 '-'표시를 하도록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내용기반 영상 검색을 위한 사용자 의견 반영 시, 가중치 평균 방식에서 제공할 수 없는 특징

간의 상호작용을 쇼케 적분(Choquet Integral)을 이용하여 처리함으로써, 영상간의 인지적 유사 기준을 반영할 수 있어,

사용자는 보다 나은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웹서버를 통하여 웹 영상 검색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고, 개인용 컴퓨터에서 단독으로 영상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의 영상을 입력받기 위한 영상 입력 수단;

  상기 영상 입력 수단을 통해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영상 유사성 계산에 필요한 영상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특징 추출 수

단;

  상기 특징 추출 수단에서 추출된 영상 특징들을 저장하기 위한 제1 저장수단;

  상기 영상 입력 수단을 통해 입력된 영상을 분할하여 소형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소형 영상 생성 수단;

  상기 소형 영상 생성 수단에서 생성된 소형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제2 저장수단;

  상기 제1 저장수단의 영상 특징을 이용하여 선택 질의 영상과 DB 영상과의 유사성을 각 특징별로 계산하기 위한 유사성

계산수단;

  상기 유사성 계산수단을 통해 계산된 특징별 유사성을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결합하여 최종적인 영상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한 유사성 측정수단;

  사용자로부터의 질의를 해석하여 유사성을 측정하고, 측정된 유사성에 따라 상기 제2 저장수단을 통해 영상을 순차적으

로 불러와 전달하기 위한 질의 처리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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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질의 처리수단으로부터 전달된 영상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기 사용자 의견 반영 결과에 따른

선택 정보를 상기 질의 처리수단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싱수단

  을 포함하는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성 측정수단은,

  하기의 수학식에 의해 상기 퍼지 적분을 수행하여 유사성을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

  Cg(S, i, j) = k=1..n[S(k)(xi(k),xj(k)) - S(k-1) (xi(k-1), xj(k-1))]g(A(k))

  (여기서, 0 ≤ s(1)(xi(1), xj(1)) ≤ … ≤ s(n)(xi(n) , xj(n)) ≤ 1 이고, A(i) = {x(i), … , x(n)}, i = 1, …, n 으로, g(.)는 퍼지 측

정, A(i)에 대한 정의, g(A(0))는 0, 괄호() 표시는 순서, 이 순서는 두 영상간의 유사도 측정값의 오름차순임)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퍼지 적분 수행 과정은,

  사용자의 의견을 이용하여 퍼지 적분에 필요한 퍼지 측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특징에 대한 퍼지 측정을 먼저 학습하

여 초기화한 후, 특정 상호 작용을 학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

상 검색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개별 특징에 대한 퍼지 측정 학습 과정은,

  퍼지 규칙을 이용하여 퍼지 측정값을 구할 때, 대표 유사도 차이를 이용하여 하기의 <수학식1>에 의거하여 퍼지 규칙을

구축하고, 하기의 <수학식2>에 의거하여 퍼지 적분을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방법.

  <수학식1>

  If Δs k is positive, then gk = 1,

  Else if Δs k is negative, then gk = 0,

  Else Δs k is zero, then gk =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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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식2>

  gk = (p(Δs k) * 1.0 + n(Δs k) * 0.0 + g k * z(Δs k)) / (p(Δs k) + n(Δs k) + z(Δs k))

  = (p(Δs k) + gk * z(Δs k)) / (p(Δ s k) + n(Δs k) + z(Δs k))

  (여기서, p(Δs k)는 Δs k가 퍼지집합 양수(positive)에 속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멤버쉽, n(Δs k)는 Δs k가 퍼지집합 음수

(negative)에 속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멤버쉽, z(Δs k)는 Δs k가 퍼지집합 영(zero)에 속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멤버쉽임)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 상호 작용 학습 과정은,

  하기의 수학식이 최소화되도록 퍼지 측정을 구하고, 퍼지 측정 조건인 모노토니서티(monotonicity)를 만족시키면서 학

습하는 것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방법.

  J(g) = Σi∈R + [Cg(S, q, i) - s(n)(xq(n), xi(n))]
2 + Σi∈R - [Cg(S, q, j) - s(1)(xq(1),xj(1))]

2

  (여기서, s(n)(xq(n), xi(n))은 R+에 속하는 영상 i와 질의 영상 q사이의 특징별 유사도 {s1(.), … , sn(.)} 중에서 최대값,

s(1)(xq(1),xj(1) )은 R-에 속하는 영상 j와의 특징별 유사도 중에서 최소값임)

청구항 6.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에 적용되는 내용기반 영상 검색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질의 영상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과 질의 영상간의 유사성을 각 특징별로 측정하는 제1 측정단계;

  상기 각 특징별로 측정된 유사성을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결합하여 퍼지 적분에 의한 유사성을 측정하는 제2 측정단계;

  최종적으로 구해진 유사성에 따라 유사성이 높은 영상을 순차적으로 불러와 검색 결과를 전달하는 검색 결과 전달단계;

및

  질의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피드백받아 특징별로 유사도를 재계산하여 변화된 영상을 출력하는 영상 출력단계

  를 포함하는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성 결합 과정은,

  하기의 수학식에 의해 상기 퍼지 적분을 수행하여 유사성을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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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S, i, j) = k=1..n[S(k)(xi(k),xj(k)) - S(k-1) (xi(k-1), xj(k-1))]g(A(k))

  (여기서, 0 ≤ s(1)(xi(1), xj(1)) ≤ … ≤ s(n)(xi(n) , xj(n)) ≤ 1 이고, A(i) = {x(i), … , x(n)}, i = 1, …, n 으로, g(.)는 퍼지 측

정, A(i)에 대한 정의, g(A(0))는 0, 괄호() 표시는 순서, 이 순서는 두 영상간의 유사도 측정값의 오름차순임)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퍼지 적분 수행 과정은,

  사용자의 의견을 이용하여 퍼지 적분에 필요한 퍼지 측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특징에 대한 퍼지 측정을 먼저 학습하

여 초기화한 후, 특정 상호 작용을 학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

상 검색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개별 특징에 대한 퍼지 측정 학습 과정은,

  퍼지 규칙을 이용하여 퍼지 측정값을 구할 때, 대표 유사도 차이를 이용하여 하기의 <수학식1>에 의거하여 퍼지 규칙을

구축하고, 하기의 <수학식2>에 의거하여 퍼지 적분을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방법.

  <수학식1>

  If Δs k is positive, then gk = 1,

  Else if Δs k is negative, then gk = 0,

  Else Δs k is zero, then gk = gk.

  <수학식2>

  gk = (p(Δs k) * 1.0 + n(Δs k) * 0.0 + g k * z(Δs k)) / (p(Δs k) + n(Δs k) + z(Δs k))

  = (p(Δs k) + gk * z(Δs k)) / (p(Δ s k) + n(Δs k) + z(Δs k))

  (여기서, p(Δs k)는 Δs k가 퍼지집합 양수(positive)에 속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멤버쉽, n(Δs k)는 Δs k가 퍼지집합 음수

(negative)에 속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멤버쉽, z(Δs k)는 Δs k가 퍼지집합 영(zero)에 속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멤버쉽임)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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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특징 상호 작용 학습 과정은,

  하기의 수학식이 최소화되도록 퍼지 측정을 구하고, 퍼지 측정 조건인 모노토니서티(monotonicity)를 만족시키면서 학

습하는 것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방법.

  J(g) = Σi∈R + [Cg(S, q, i) - s(n)(xq(n), xi(n))]
2 + Σi∈R - [Cg(S, q, j) - s(1)(xq(1),xj(1))]

2

  (여기서, s(n)(xq(n), xi(n))은 R+에 속하는 영상 i와 질의 영상 q사이의 특징별 유사도 {s1(.), … , sn(.)} 중에서 최대값,

s(1)(xq(1),xj(1) )은 R-에 속하는 영상 j와의 특징별 유사도 중에서 최소값임)

청구항 11.

  프로세서를 구비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장치에,

  새로운 질의 영상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과 질의 영상간의 유사성을 각 특징별로 측정하는 제1 측정기능;

  상기 각 특징별로 측정된 유사성을 퍼지 적분을 이용하여 결합하여 퍼지 적분에 의한 유사성을 측정하는 제2 측정기능;

  최종적으로 구해진 유사성에 따라 유사성이 높은 영상을 순차적으로 불러와 검색 결과를 전달하는 검색 결과 전달기능;

및

  질의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피드백받아 특징별로 유사도를 재계산하여 변화된 영상을 출력하는 영상 출력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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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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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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