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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미지 검색 방법

요약

  시각 이미지의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이미지에 대해 그 이미지의 일부, 다른 저장된 이미지, 및 상기 특정된 부분과 특정

된 다른 이미지 사이의 유사도의 측정치 Sabi로 특정되는 적어도 하나의 엔트리를 구비하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한다. 검색

방법은 하나 이상의 이미지를 표시하는 단계, 상기 표시된 이미지들의 일부를 나타내는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예를 들면 시

선추적기를 사용하여)을 수신하는 단계, 유사도 측정치(들)와, 사용자 입력값 및 특정된 부분 사이의 관계와의 함수로서 상

기 표시된 이미지(들)에 대한 메타데이터에 의해 지정된 복수의 표시되지 않은 저장된 이미지들 각각에 대한 관심도의 측

정치를 판단하는 단계 및 이 측정치들에 기초하여 상기 표시되지 않은 저장된 이미지들로부터 표시하기 위한 이미지들을

추가로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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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장치의 가격 하락과 더불어 디지털 센서 기술의 폭넓은 가용성은 애플리케이션의 영역에 대해 캡쳐된 이미지 자료

의 양의 급격한 증가를 진작시켜왔다. 디지털 이미지 컬렉션은 크기 면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기본적인 가정용 사

진, 이미지 기반 카탈로그, 상표, 지문, 인상 사진(mugshot), 의료용 이미지, 디지털 박물관, 및 많은 예술 및 과학적 컬렉

션을 포함한다. 지난 5년간의 많은 연구의 노력이 이미지를 브라우징하고, 탐색 및 검색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이끌어냈다

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1, 2].

  컨텐츠 기반의 이미지 검색은 사용자가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검색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시각적 자료에 주석을 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스템은 이미지 시멘틱스를 반영하지 않는 원문그대로의 꼬리표

붙이기(tagging)와 측정치(예를 들면 컬러 히스토그램(histogram))에 매우 심하게 의존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지각가능한

결과물을 얻기위해 검색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이미지의 특성에 매우 정통해 있고, 커다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잠재적으로 느리고 부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강요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난관들은 모두 사용자

가 높은 리콜률과 정밀도를 가지고 이미지 세트를 조사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상기 프로세스는 느리고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부하를 준다.

배경기술

  초기의 검색 시스템은 문자그대로를 주석으로 사용하였지만[3], 이러한 접근들은 수반된 수동의 노동 비용과 일치하지

않는 설명때문에 커다란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검색이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것들의 특성에 의해 인간 주석

자에 의해 요소들에 대해 정해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설명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다

양한 언어의 설명보다는 차라리 그것들의 시각적 컨텐츠에 기초한 기술들이 이미지 인덱싱을 위해 개발되어 왔다.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이미지 검색시스템의 작업이다. 사용자의 쿼리에 응답하여, 시스템은 어떤 사

용자 정의의 의미에서 유사한 이미지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 목적은 인간의 시각적 식별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성

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쿼리에 대한 관련성을 측정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달성된다. 컬러, 텍스처, 여러 형태의 국부적인

형태 및 레이아웃은 이미지 검색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특성이다[4, 5, 6, 7, 8, 9, 10]. 최초의 상업용 이미지 검색 엔

진 중의 하나는 미리 추출된 특성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사용자 쿼리를 실행하는 QBIC[4]였다. VisualSEEk[7]과

SaFe[11]는 컬러 파라미터와 공간관계 모두를 사용하여 이미지 영역을 측정함으로써 유사성을 결정하며, 컬러 정보만을

사용하는 히스토그래밍 방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는다. NeTra[8]도 역시 사용자가 표본 영역을 선택하게 하고 상기 검

색에 집중하기 위해 이미지 속성에 중점을 두게 하는 영역 기반의 검색을 수행하는 이미지 분할(image segmentation)에

의존한다. 영역기반 쿼리는 뚜렷이 구별되는 객체를 포함하는 이미지에 대해 글로벌 히스토그램이 비교적 미흡하게 수행

하는 것으로 보이는 Blobword[6]에서 또한 선호된다. 유사한 결과가 SIMPLIcity 시스템[30]과의 비교에서 얻어졌다.

Photobook 시스템[5]은 필수적인 유사성을 유지하고 "완벽하게 인식되는(perceptually complete)" 압축된 표현의 사용

을 시도한다. 모양, 형태, 및 텍스처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위해 제공되지만, 개발자는 다중 라

벨이 다양한 유사성의 개념을 사용하는 오버래핑된 이미지 영역에 합당하게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분석적 분할(analytical segmentation) 기술은 때때로 관심 영역과 의미론적으로 유용한 구조로 이미지를 분해하는 방법

으로 나타난다[21-23, 45]. 그러나 일반적인 이미지의 넓은 영역에 대한 객체 분할(object segmentation)은 어렵고, 돌

출한 지점 세트를 식별하는 보다 약한 형태의 분할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1].

  관련성 피드백(relevance feedback)은 사용자가 검색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완

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당면된 다수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기술로서 자주 제안된다[31, 43]. Quicklook[41]과

ImageRover[42]에서 사용자에 의해 관련된 것으로 식별되는 아이템들은 보다 나은 검색 성능을 얻기위해 유사도 함수에

할당된 가중치를 조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기계에 의해 지정된 조건에서 결정을 내려야하는 사용자에 의해 시스템에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된다. MetaSeek는 4개의 다른 온라인 이미지 검색 엔진의 성능 데이터 베이스를 유지관리하고 그 태스

크에 대해 최상으로 수행하는 엔진으로 새로운 쿼리를 지시한다[40]. PicHunter[12]는 검색하는 동안 사용자에 의해 이

미 선택된 이미지의 내용에 기초한 타겟 이미지를 예측하는 개연성있는 관련성 피드백 매커니즘을 구현했다. 이것은 정량

적인 그림 검색 패러미터를 설정하거나 검색 목적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비숙련된 사용자에게 주어

지는 부담을 감소시킨다. 이미지간의 숨겨진 의미론적 연결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겟 이미지 검색에 대한 시스템 성

능을 현저하게 개선했다. 그러나, 관련성 피드백 접근은 그 자신이 평소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시각적

관심을 다시 나타내기를 요구한다.

  영역 기반 접근은 일정범위의 기술을 사용한 성공을 가지고 추구되고 있다. SIMPLIcity 시스템[30]은 매칭 프로세스에

대한 그들의 중요도의 평가에 따라 '중요도 크레디트(significance credit)'로 영역에 가중치를 주는 통합영역 매칭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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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정의한다. 이 평가는 매칭되는 영역의 크기에 관련되고 또 그것이 이미지의 중심에 위치하는지 여부와 이 기준을 만

족하는 지역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관련된다. 좋은 이미지 식별은 다중형태(multimodal)의 지역 시그니처

(signature)를 사용한 두드러진 컬러의 경계로부터 도출된 특성으로 얻어진다[13-15, 36]. 작은 지역내의 컬러 일치성의

측정[16, 29]은 이미지를 비교할때 일련의 공간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방법들은 유럽의 박물관들과 갤러리

들의 멀티미디어 자산의 인덱싱과 검색을 자동화하는 데에 목적을 둔 5th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ARTISTE[17, 18, 20]에

서 사용되고 있다. MAVIS-2 프로젝트[19]는 이미지 영역사이의 공간의 매칭을 얻기위해 4진 트리(quad tree)와 단순한

그리드를 사용한다.

  이 영역에서의 많은 작업은 인간의 시각을 에뮬레이트하고 사람처럼 유사도 판단을 하는 지각력에 기반한 시스템을 구현

할 필요에 의해 가이드된다. 그것들의 사용 규칙과 함께 텍스쳐와 컬러의 특성은 주관적인 테스트에 기초하여 정의되었고

검색문제에 적용되었다[24]. 동시에 컴퓨터에 의한 인식(computational perception)의 연구가 이미지 검색에서의 문제에

적용되고 있다[25, 26]. 인간 시각의 주목의 모델이 시야의 중요한 또는 비정상적인 객체를 식별하는 이미지 현저도 맵

(image saliency map)을 생성하는데에 사용된다[25, 44]. 고정 컬러와 코너 측정치를 이용한 주의를 끄는 전략이 타겟

이미지에 대한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 고안된다[26]. 이 방법들이 많은 유형의 이미지에 대해 크게 성공을 할지라도, 그

것들을 적용하는 미리 정해진 특성 한계와 규칙들은 일반적인 경우의 좋은 검색 방안을 배제시킬 것이다.

  시선 움직임의 추적이[48], 화면의 스크롤 속도를 다양하게 하고[47],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을 보조하기 위해[46] 포인

터로서, 또, 마우스에 대한 대안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창조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대체하고 확장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눈의 빠른 동작(saccade)과 고정점의 부정확한 특성

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종래 인간 인터페이스에 비해 이점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미리 눈에 보이는 광경[25, 32-34]의 인식과 시각적 유사도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 인간 시각의 양측면은 컨텐츠 기

반의 이미지 검색에 관련되고, 주목 메커니즘(attention mechanism)은 이미지 안에서 무엇이 눈길을 잡아끌고 중요한지

를 보여주며, 시각적 유사도는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다른 이미지와 일치하는 지를 나타낸다.

  보다 최근의 발달은 강력한 유사도 측정을 제공한다[35]. 이 경우, 한 이미지 내의 영역의 구조는 일치되는 것을 찾는 동

안 제 2 이미지의 부분들과 랜덤하게 비교된다. 이 때, 일치되는 것이 발견되면 점수가 증가되고, 일련의 랜덤하게 생성된

특성이 상기 제 1 매치를 얻은 제 2 이미지의 동일 위치에 적용된다. 제 2 이미지의 고득점 영역만이 랜덤하게 생성된 특성

으로부터 일치하는 것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상기 유사도 점수를 증가시키는 동안만 재사용된다. 제 1 이미지의 영역과 많

은 수의 다른 특성을 공유하는 제 2 이미지의 영역이 직관적으로 동일하다는 추측은 합당한 것이고, 실질적인 케이스로 나

타난다[35]. 상기 측정은 상표 이미지와 지문에서 테스트되었고, 임의의 제한 내에서 평행이동, 회전, 척도변환, 번짐, 부

가적인 노이즈 및 왜곡에 대해 강하다는 것을 보였다. 이 접근 방식은, 특성값이 쿼리 이미지로부터 추출되고 데이터 베이

스 이미지로부터의 이미지들과 매치하도록 사용되는 미리 정해진 거리 측정값 및 특성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상기

유사도 측정의 연산동안 시행착오에 의해 특성을 생성한다. 이것은 유사도를 결정하는 상기 특성이 특정 영역에서 중요한

이미지 속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형태, 텍스처, 컬러 또는 이 세가지의 조합인지를 매칭할 수 있는 현저한 이점을 가진다.

고정 특성 세트가 이미지의 전체영역에 대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이미지에 대해 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

기 보다는 상기 영역에 대한 최상의 특성을 검색하는 데 노력이 소진됨을 의미한다. 차례로 원래 이미지의 정의에 의존하

는 컬러 공간과 영역의 크기로부터 분리된 특성으로 사용된 픽셀의 설정에 대한 필요한 제약은 없다.

  보다 명확하게는, 이 방법(우리의 유럽특허 02252097.7에 매우 자세히 기술된)에서, 제 1 이미지(또는 다른 패턴)는 각

각 값을 가진 엘리먼트들의 제 1 정렬된(first ordered) 세트(A)에 의해 표시되고, 제 2 패턴은 제 2 정렬된 세트에 의해 표

시된다. 상기 2개의 비교는, 제 1 정렬된 세트의 복수의 엘리먼트 x 각각에 대해 고려중인 엘리먼트 x의 근방의 복수의 엘

리먼트 x'를 제 1 정렬된 세트로부터 선택하는 단계, 제 2 정렬된 세트의 엘리먼트 y를 선택하고 제 1 정렬된 세트의 엘리

먼트 x'와 제 2 정렬된 세트의 엘리먼트 y'(이들 각각은, 제 1 정렬된 세트의 선택된 복수의 엘리먼트의 각각의 엘리먼트 x'

가 고려중인 엘리먼트 x 에 대해 관련있기 때문에, 제 2 정렬된 세트의 선택된 엘리먼트 y'에 대해 동일한 위치를 갖는다.)

를 비교하는 단계들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비교 자체는, 제 1 정렬된 세트의 복수의 엘리먼트가 제 2 정렬된 세

트의 복수의 엘리먼트와 일치하는 지의 판단을 생성하는 소정의 매치 기준에 따라, 상기 제 1 세트의 선택된 복수의 엘리

먼트 x' 각각의 값을 제 2 세트의 동일한 복수의 엘리먼트의 대응되게 위치된 엘리먼트 y'의 값과 비교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비교는 제 1 세트의 복수의 엘리먼트 x' 의 새로운 선택 및/또는 제 2 정렬된 세트의 엘리먼트 y의 새로운 선택으로

반복되어 매치의 수의 함수로서 유사도 측정치 V를 생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일치하는 지의 판단을 낳는 비교에 이어서,

그 다음의 비교가 제 1 세트의 복수의 엘리먼트 x'의 새로운 선택과 제 2 세트의 엘리먼트 y의 동일한 선택으로 수행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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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발명에 따르면, 적어도 저장된 이미지의 일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저장된 이미지의 검색방법이 제공되며,

  상기 메타데이터는,

  (a) 각각의 이미지의 부분,

  (b) 다른 저장된 이미지, 및

  (c) 특정 부분과 특정한 다른 저장된 이미지 사이의 유사도의 측정치를 지정하는 적어도 하나의 엔트리를 구비하고,

  상기 방법은,

  ⅰ. 하나 이상의 이미지를 표시하는 단계,

  ⅱ. 표시된 이미지의 부분을 나타내는 사용자 지시로부터의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ⅲ. 상기 사용자 입력과 상기 지정된 부분 사이의 관계 및 유사도 측정치(들)의 함수로서, 상기 표시된 이미지(들)에 대한

메타데이터에 의해 특정된 복수의 표시되지 않은 저장된 이미지 각각에 대한 관심도의 측정치를 판단하는 단계, 및

  ⅳ. 상기 판정된 측정치에 기초하여 상기 표시되지 않은 저장된 이미지로부터 추가로 표시할 이미지를 선택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청구범위에서 기술한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예시의 방법으로 기술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블록도, 및

  도 2는 상기 장치들이 어떻게 기능하는 지를 보여주는 플로우차트.

실시예

  도 1에 도시된 장치는 종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발견될 수 있는 프로세서(1), 메모리(3), 디스크 저장장치(4), 키보드

(5), 디스플레이(6), 마우스(7), 및 통신 인터페이스(8)를 구비한다. 추가로, 상기 장치는 시선추적기(10)를 포함하며, 이것

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눈을 관찰하고 사용자가 디스플레이(6)의 어느 부분을 주시하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시선추적기가 미국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LC Technologies Inc.에서 나온

Eyegaze 시스템이다. 일반적인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디스크 저장장치(4)는 사용자가 그것에 의해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게 되는 이제부터 설명할 방법을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상기 데이터베이스

는 디스크 저장장치(4)에 저장되거나, 통신 인터페이스(8)를 통해 액세스가능한 원격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

  기본방법

  먼저 설명될 작은 데이터 베이스에 적합한 제 1 방법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각 이미지에 대해 상기 데이터 베이스는

또한, 당해 이미지의 한 지점 또는 영역을 식별하는 하나 이상의 메타데이터 항목들, 다른 이미지, 및 상기 지점 또는 영역

과 상기 다른 이미지 사이의 유사도를 지시하는 점수를 이미 포함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이미지 frog.bmp에 대한 메

타데이터 아이템은,

  113,42;toad.bmp;61 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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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frog.bmp는 x, y 좌표 113, 42를 가지고, 이미지 toad.bmp와 61의 유사도 점수를 나타내는 특성을 의미한다. 또

한, 그러한 아이템은 toad.bmp에 대한 frog.bmp내의 다른 위치의 유사도 또는 frog.bmp와 데이터베이스 내의 다른 이미

지들 사이의 유사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한 메타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는 방법은 추후에 기술될 것이다, 우선 도 2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검색 프로세스

를 기술한다.

  검색 프로세스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일련의 초기 이미지의 표시로 단계(1)를 시작한다. 이것들은 종래 방법(키워드와

같은)에 의하거나(1a) 또는 랜덤하게(1b) 선택될 수 있다. 단계(2)에서, "고정된(held) 이미지" 카운터는 0으로 설정되고,

동시에 상기 이미지들이 표시되며, 기간(T)을 정의하는 타이머가 개시된다(단계(3)). 이 기간동안, 사용자는 이미지를 보

고, 상기 시스템은 어느 이미지가, 특히 이미지의 어느 부분이 사용자가 관심있어 하는 지를 주의한다. 이것은 사용자의 시

선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 위치와 고정되어 있는 시간(즉, 분명히 눈이 크게 움직이지 않은 시간)을 기록하는 시선추적기

(10)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그 출력은 각각 화면의 xs,ys 좌표와, 이 지점에서 고정된 시간(t)으로 구성된 일련의 보고서 형

태를 취한다.

  T의 값은 매우 작아서 미세한 눈의 빠른 동작만이 각 반복기간 동안 발생하도록 한다. 이것은 표시된 이미지 세트(A)가

빈번히 갱신될 것이지만, 내용은 각 반복에서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반면, T값이 큰 경우 표시된 이미지의

대부분이 대체된다.

  단계(4)에서, 이 화면 좌표는 표시되는 이미지에 대한 식별자와 상기 이미지내의 x, y 좌표로 변환된다. 또한 동일한 x, y

를 가진 여러 보고가 있다면(단계5), 이들에 대한 기간(t)이 더해져서 단일 총 기간(tg)이 보고된 각 x, y에 대해 가용하도

록 한다. 일부 사용자들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짧은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으며, 따라서 t≤F인 임의의 보고는

폐기되도록 임계값 F가 적용된다.

  다음의 단계는 사용자가 관심을 표시한 표시된 이미지의 부분들과 유사성을 가지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이미지를 식별하

기 위해, 이 정보를 상기 표시된 이미지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계(6)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표시된 이미지(a)와 이미지(b)에 대해, 관심 레벨 Iab이 계산된다. 이 목적을 위해, 사

용자는, 그가 응시한 보고된 위치가 당해 지점에 또는 그것에 중심을 둔 일정 영역내에 있다면, 특정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

다고 간주된다. 이 영역의 크기는 사용자의 중심와(fovea centralis) 크기와 화면으로부터 그가 보는 시거리에 의존하며,

고정된 크기를 가정하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얻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원하면 교정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표시된 이미지(a) 및 이미지(b)에 대해, 관심 레벨 Iab이 다음과 같이 연산되고,

  

  여기서, tg는 위치 xg, yg(g=1,...,G)에서의 총 고정기간이고, G는 총 기간의 수이다. Sabi는 이미지(a)와 다른 이미지(b)

의 포인트 xi, yi 사이의 유사도를 지시하는 이미지에 대한 메타데이터에 포함된 점수이고, 이미지(a)에 대해서 그리고 동

일한 이미지(b)를 특정짓는 I 아이템의 메타데이터가 있다. 당연히, 임의의 쌍 (a, b)에 대해 Sabi에 대한 메타데이터 엔트

리가 없다면, Sabi는 0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xg, yg가 xi, yi 의 중심의 인가된 영역 내에 있다면, 는

1이 되고, 그 외의 경우는 0이 된다. 원형태의 영역에 대해, (xg - xi)
2+ (yg - yi)

2<r2인 경우 및 이 경우에만, δ=1이다. 여

기서 r은 고정 영역의 유효 지름이라고 가정한다. 명백하게, Iab는 하나 이상의 표시된 이미지(a)에 대한 메타데이터에 Sabi

의 값이 존재하는 이미지(b)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다음(단계(7))은 그러한 이미지들에 대해 점수 Ib, 즉 모든 표시된 이미지(a)에 대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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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Iab이 얻어진다.

  또한, 단계(7)에서 Ib의 최고의 값을 가진 이미지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되어 표시된다. 표시되는 이미지의 수는 고

정되거나 또는 도시된 바와 같이 이미 고정된 이미지의 수에 의존한다(하기를 보라).

  따라서, 고정된 이미지의 수가 M이고, 표시되는 것이 인가된 이미지의 수는 N(고정이라고 가정)이면, N-M가 최고점수

인 이미지가 선택된다. 상기 표시는 모든 기존의 표시된 이미지들(고정된 것 외의)을 삭제하고 대신에 선택된 이미지들 B

를 표시함으로써 갱신된다. 현재 표시된 이미지들은 그런 다음 추가적인 반복에 대해 새로운 이미지 A가 된다.

  단계(8)에서, 사용자에게는 현재 표시된 임의의 또는 모든 이미지들을 홀딩(hold)하고(그에 의해 상기 검색을 중지시키

는) 이어지는 표시들에 그 이미지들이 겹쳐져서 기록되는 것을 막는 옵션이 주어진다. 사용자는 또한 미리 홀딩한 이미지

들을 해제하는 것이 자유롭다. 홀딩과 해제 동작은 예를 들면 마우스 클릭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M의 값은 대응되게 갱신

된다.

  단계(9)에서, 사용자는 표시된 이미지가 세트 B에 후속하여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지점으로부터 검색에서 고려되지

않는 것을 방지시킬 수 있다.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가 많은 아주 유사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어떤 것

은 심지어 서로의 재단된 버전들이며, 이 클러스터들이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근접할지라도, 그것들이 보다 나은 자료를 찾

는 검색을 막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 동작은 예를 들면 마우스 클릭에 의해 실행된다.

  사용자는 단계 10에서 화면 상에 모든 이미지들을 홀딩함으로써 간단히 검색을 중지시킬 수 있지만, 검색을 중지하는 다

른 메커니즘이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단계 2 후에 프로세스 중 언제라도 단계 8 또는 9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마우스 클릭

이나 스크린 터치가 될 수 있고, 표시된 이미지를 계속 응시하면서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설정

  본 발명은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임의의 특정 방법의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실,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수동으로 생성될 수도 있다. 어떤 환경에서는, 자동 생성된 메타데이터에 부가하여 수동 엔트리를 생

성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이것은 매우 작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이 실용적이다.

  상기에 참조된 이전의 특허출원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가능한 모든 이미지 쌍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다

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용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가 10,000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108의 비교를 필요로한다.

  따라서, 확장된 버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들은 클러스터링 되는데, 즉 특정 이미지들은 밴티지 이미지(vantage

image)로서 지정되고, 각 클러스터는 상기 밴티지 이미지와 다수의 다른 이미지로 구성된다. 이 클러스터링은 이미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로딩하는 사람에 의해 수동으로 수행되는 것을 가정한다.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이 다수의 말의 이미지들을

로딩하려한다면, 그는 하나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밴티지 이미지로서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상기 클러스터에 속하는 것으

로 표시할 것이다. 원한다면 한 이미지는 하나 이상의 클러스터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라. 그런 다음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a) 클러스터의 각 이미지는 그 자신의 클러스터(또는 클러스터들)의 모든 다른 이미지들에 대해 점수가 매겨진다.

  (b) 각 밴티지 이미지는 모든 다른 밴티지 이미지에 대해 점수가 매겨진다.

  한편 다른 링크들이 생성되는 가능성 역시도 배제되지 않는다. 특히, 데이터베이스가 이러한 방식으로 초기에 설정되면,

원한다면 아마도 랜덤으로 보다 많은 메타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이미지들 사이에 추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지들 사이의 링크가 점점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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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이미지

  전술한 검색 방법에서, 초기 이미지가 랜덤하게 또는 일련의 종래 검색방법으로 검색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더 좋은 옵션

은 사용자가 검색을 시작할 그 자신의 이미지를 입력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단계 1c). 이 경우, 검색을 개시하기 전에

이 외부의 개시 이미지(starting image)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들 초기 이미지들 각각을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이미지(또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모든 밴티지 이미지)들과 비교하기 위해(단계 1d) 상기 설

정방법을 실행시켜서 수행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초기 이미지들은 (적어도 임시로는) 효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가

되며, 그런 다음 상기 방법은 전술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변형례

  "관심도"는 기간(tg)와 점수(S)의 곱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위에서 정의되지만, 다른 단조함수(monotonic function)

가 사용될 수도 있다. 전술한 설정 방법(그리고 또한 검색방법도)은 메타데이터 엔트리가 이미지 내의 특정 포인트를 참조

한다고 가정한다. 또는, 점수를 매기는 방법은, 메타데이터의 한 아이템이 A 내의 지점(x, y)이 B에 대해 특정 유사도를 가

지는 것을 기술하는 대신에, A의 (x, y)에서 지정된 크기와 형태의 영역이 B에 대해 특정 유사도를 가지는 것을 기술하도

록, 지점들의 클러스트링을 수행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2Δ+1 x 2Δ+1의 고정된 크기를 갖는 정방형 면적을 가정하는, 이

것을 실시하는 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점 점수 S(x,y)에서 시작하고:

  - 각 지점에 대해,

  영역 점수 를 생성하기 위해 그러한 x, y 중심 영역의 모든 픽셀에 대해 점수

를 더하고,

  - 가장 큰 S1를 가진 하나 이상의 영역을 선택한다.

  그런 다음 S1가 S 대신에 메타데이터에 저장된다. 상기 검색 방법은 (S가 아닌 S1를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응시 지

점(xg, yg)이 정방형 영역 내 또는 그의 경계의 거리 r이내에 있을 때는 언제나 함수 δ가 1로 재정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과 같이 진행한다.

  다양한 크기 및/또는 형태의 영역이 허용된다면, 당연히 메타데이터는 변형된 크기 및 형태, 그리고 그에 따라 변형된 함

수 δ의 정의를 포함한다.

  지연을 피하기 위해, 단계 2 내지 6 동안, 표시된 이미지의 메타데이터에 의해 참조된 모든 '다른' 이미지들은 데이터베이

스로부터 검색되어 국부적으로 캐싱될 수 있다.

  시선 추적기의 사용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시선 추적기 옵션이 사용하기에 훨씬 쉽다고 생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에 사용될 수 있는 마우스와 같은 포인팅 디바이스에 의해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라.

  이미지 검색 프로세스동안 사용자는 컴퓨터에 의해 제공되는 것들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일련의 이미지들을 검토

할 수 있다. 상기 기계는 가장 관련있는 이미지들의 그룹을 예측을 시도하고, 사용자는 실제 또는 가정한 타겟 이미지와의

인식된 연관성에 기초하여 선택한다. 사용자에게 제공된 이미지가 사용자 역시 인식한 동일한 연관성에 기초한 것이라면

상기 검색은 성공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연관성은 자주 개별 사용자의 이전의 경험과 흥미에 의존한 실제로 제한되

지 않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의미론적인 또는 시각적인 요소에 의존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존재하거나 수동적으로 캡쳐

된 텍스처 메터데이터로부터 도출한 이미지들 사이의 의미론적인 링크의 통합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다.

  두 이미지 사이의 유사도 점수를 판정하는 프로세스는 필수적으로 전체 이미지 유사도에 크게 기여도를 높이는 영역들

사이의 일치도를 식별한다. 그런 다음 그것들의 강도의 값과 함께 이미지 위치 사이의 링크 세트는 이러한 방식으로 연결

된 전체 이미지들에 대해 후속의 검색에 대해 가용적이다. 수개의 이미지 쌍들의 영역 사이에 그러한 링크들이 여러개 있

을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이미지들의 영역에 대해 추가로 다중 링크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연관 네트워크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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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데이터상에 트리구조를 강요하는 다른 컨텐츠 기반의 이미지 검색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일반적이고, 이미지

들 사이의 대칭 거리 측정치에 기초한 클러스터 이미지들이다[27, 37]. 그러한 제한은 아직 고정된 클러스터의 구조

(hierarchy)에 없는,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이미지들 사이의 연관을 막는다. 제 2 이미지로 연결된 영역이 역방향으로

연결될 필수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의 링크들은 대칭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한다. 제 2 이미지의 상기

영역은 제 1 이미지의 다른 영역에 더 유사하다. 이미지 A는 이미지 B에, 이미지 B는 이미지 C와 매우 유사하지만, 이미지

A는 이미지 C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삼각부등식은 유효하지 않다. 다른 접근방식들은 대칭 및/또는 삼각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기준을 강요함으로써 해결안을 방해한다[28].

  컨텐츠 기반 이미지 검색에 대한 이 새로운 접근방식은 다른 이미지들 내의 영역들 사이의 다수의 미리 연산된 유사도 관

련성이 새로운 이미지 검색 시스템으로 통합되도록 할 것이다.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이미지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클러스터들과 밴티지 이미지들[37, 38, 39]이 계산적 요구(computational demand)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트래버스(traverse)할 때, 새로운 링크가 계속해서 생성 저장되어, 후속

검색에 사용되므로 밴티지 이미지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킨다. 상기 아키텍처는 이미 존재하거나 수동으로 캡처될 수 있

는 의미론적인 정보[12]로부터 도출된 추가적인 링크들을 통합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단순히 시각적인 태스크를 수행하고 다수의 사용자들에 대해 장벽이 있을 때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

운 것이 아니다. 시선추적 기술은 현재 직관적이고 빠른 이미지 검색을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간주될 수 있을 정도의 성능

에 도달해 있다. 사용자가 그들의 관심을 끄는 이미지 영역을 응시한다고 가정하면, 이 정보는 타겟에 초점을 모으는 일련

의 유사한 이미지들이나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이미지를 제공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다. 물론 마우스가 동일한 태스크에 사

용될 수 있지만, 극도로 빠르고 직관적인 액세스에 대해서는 보다 뒤떨어지는 능력을 가진다. 사용자는 개방된 방법으로

브라우징하거나 이미지를 응시하는 것만으로 타겟이미지를 찾고 흔적을 얻는 데에 자유롭지만, 그렇게 하면서 눈의 빠른

동작과 고정 포인트의 수단으로 검색을 수행해야한다. 대응하는 강도의 값과 함께 이미지 영역들 사이의 유사도 링크들은

지구상에 최초로 존재하는 유형의 시스템에 대한 필수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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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저장된 이미지들 중 적어도 일부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함께 저장된 이미지들을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메타데이터는

  (a) 각 이미지의 일부,

  (b) 또다른 저장된 이미지 및

  (c) 상기 특정 부분과 지정된 다른 저장된 이미지 사이의 유사도의 측정치

  를 지정하는 적어도 하나의 엔트리를 구비하고,

  상기 방법은

  (ⅰ) 하나 이상의 이미지를 표시하는 단계,

  (ⅱ) 상기 표시된 이미지들중 일부를 지시하는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ⅲ) 상기 사용자 입력과 상기 지정된 부분 사이의 관계, 및 유사도의 측정치의 함수로서, 표시된 이미지에 대한 메타데이

터에 의해 특정된 복수의 표시되지 않은 저장된 이미지들 각각에 대한 관심도의 측정치를 판정하는 단계, 및

  (ⅳ) 상기 판정된 측정치에 기초하여 상기 표시되지 않은 저장된 이미지들로부터 추가로 표시할 이미지들을 선택하는 단

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색 방법.

청구항 2.

  상기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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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용자의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는 사용자의 눈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수단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미지 검색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입력은 이미지 위치 및 연관된 주목기간을 식별하고, 각 관심도의 측정치는 특정 부분의 소정의 거리내에 있

는 각 식별된 위치에 대한 개별 측정치의 합이며, 상기 각 개별 측정치는 상기 식별된 위치와 연관된 주목기간과 상기 특정

부분에 연관된 상기 유사도 측정치와의 함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색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각 개별 측정치는 상기 기간과 상기 유사도 측정치의 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색 방법.

청구항 5.

  제 1 내지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의 특정 부분은 상기 이미지 내의 지점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색 방법.

청구항 6.

  제 1 내지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의 특정 부분은 상기 이미지의 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색 방법.

청구항 7.

  제 1 내지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ⅱ) 내지 단계 (ⅳ)들은 적어도 한 번 반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색 방법.

청구항 8.

  제 1 내지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외부 이미지들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외부 이미지(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외부 이미지(들)을 표시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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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구비하는 초기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색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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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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