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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방법 및 장치와 이를 이용한 영상의 영역 구분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이 거리 측정 방법은 
영상의 화소들이 갖는 색 특성치들로 구성된 색 특성 공간상에서, 주어진 두 점들간의 휘도차, 채도차 및 색상차에 각기 
다른 중요도를 부여하고, 부여된 중요도에 비례하여 휘도차, 채도차 및 색상차를 가산하여 두 점들 사이의 색 거리를 구
하는 단계와, 화소들에 대한 텍스추어 특성치들로 구성된 텍스추어 특성 공간상에서, 주어진 두 점들간의 텍스추어 특
성치 차와 텍스추어의 다중 크기에 부과되는 가중 계수를 이용하여 두 점들 사이의 텍스추어 거리를 구하는 단계 및 색 
거리를 색 가중치와 승산하고, 텍스추어 거리를 텍스추어 가중치와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들을 가산하여 두 점들 사이
의 색-텍스추어 거리를 구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색상이 휘도나 채도보다 중요하고 휘도가 절대값에 접근할 수록 색은 
검정색이 되고, 채도가 절대값에 접근할 수록 색상은 임의의 값을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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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방법을 수행하는 본 발명에 의한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장치의 블럭도
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영상의 영역 구분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방법을 수행하는 본 발명에 의한 영상의 영역 구분 장치의 블럭도이다.

도 5는 각 계층의 영역이 2 ×2 형식을 갖는 4분 트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어느 계층에 존재할 수 있는 4개의 영상 구성 분자들의 영역들과 이웃하는 영역들을 나타내는 도
면이다.

도 7은 기초 영역 구분 지도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적인 도면이다.

도 8은 도 7에 도시된 기초 영역 구분 지도로부터 생성한 영상 그래프의 예시적인 도면이다.

도 9는 도 2에 도시된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의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10은 도 4에 도시된 영상 그래프 단순화부에서 영상 그래프를 단순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루우차트이다.

도 11은 영상 그래프 단순화부의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일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12 (a)는 입력 또는 전 처리된 영상을 나타내고, (b)는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영역 구분 방법 및 장치에 의해서 구분
된 영역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3 (a)는 입력 또는 전 처리된 영상을 나타내고, (b)는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영역 구분 방법 및 장치에 의해서 구분
된 영역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4 (a)는 입력 또는 전 처리된 영상을 나타내고, (b)는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영역 구분 방법 및 장치에 의해서 구분
된 영역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 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영상에서 화소들간의 색-텍스추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및 장치와 측정
된 색-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하여 영상의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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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인자들로는 조명(illuminant), 촬상되는 물체의 형상(shape), 이들의 기하학적인 상호 배치(
geometry) 및 관찰자와 영상 입력 장치간의 상호 위치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장치와 환경 조건등이 영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적인 영상 분할이란, 전술한 영상 형성의 여러 조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인지와 유사한 형태
로 영상에서 의미 있는 물체나 동일한 색을 갖는 영역을 배경이나 다른 물체와 효과적으로 구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
한 종래의 영상 영역 분리 기술이 많이 개시되고 있다.
    

    
종래의 영상 영역 분리 기술들중 하나가 "Method and system for measuring color difference"라는 제목의 미국 특
허 번호 US5751450에 개시되어 있다. 여기에개시된 종래의 영상 영역 분리 기술은 유클리디언 거리(Euclidean dist
ance)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색 거리를 계산하고 계산한 색 거리를 기준으로 영상의 영역을 분리한다. 영상에 포함된 어
느 물체를 그 영상의 배경 화면과 분리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이러한 종래의 영상 영역 분리 기술은 물체에 존재하는 
두 화소들의 휘도와 채도가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색상이 서로 동일한 경우, 두 화소들의 색상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계산된 색 거리를 이용하여 영상
의 영역을 분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의 영상 영역 영역 분리 기술은 동일한 물체에 속하는 두 화
소들을 서로 다른 물체에 속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영역을 분리하기 때문에, 영상의 영역을 제대로 분리시킬 수 없었다.
    

또한, 배경 화면에 포함된 화소와 물체의 화소간의 색상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휘도나 채도 레벨이 어느 일정 레벨 이
하가 되면, 전술한 종래의 영상 영역 분리 기술은 이 두 화소들의 색상차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므로, 두개로 
분리된 다른 영역들에 포함되어야 할 화소들을 하나의 동일한 영역에 포함시켜, 영상의 영역을 제대로 분리시킬 수 없
는 문제점을 갖는다.

한편, 종래의 일반적인 영상의 영역 구분 방법은 병합할 영역들의 크기들이나 영역들간에 접해진 테두리의 길이들을 고
려하지 않고, 두 영역들의 병합을 결정하기 때문에 영상의 영역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1 기술적 과제는, 색과 텍스추어 특성 공간에서 주어진 두 점들 각각이 갖는 색상, 휘도 및 
채도의 상대적 또는 절대적 변화에 무관하게 두 점들 사이의 색-텍스추어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색-텍스추
어 거리 측정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2 기술적 과제는,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방법을 수행하는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3 기술적 과제는, 상기 측정된 색-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하여 영상에서 동일한 색 또는/및 
동일한 텍스추어로 이루어진 영역을 안정되고 보다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상의 영역 구분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
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4 기술적 과제는, 상기 영상의 영역 구분 방법을 수행하는 영상의 영역 구분 장치를 제공하
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제1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방법은 영상의 화소들이 갖는 색 특성치들로 구성
된 색 특성 공간상에서, 주어진 두 점들간의 휘도차, 채도차 및 색상차에 각기 다른 중요도를 부여하고, 부여된 상기 중
요도에 비례하여 휘도차, 채도차 및 색상차를 가산하여 상기 두 점들 사이의 색 거리를 구하는 (a) 단계와, 상기 화소들
에 대한 텍스추어 특성치들로 구성된 텍스추어 특성 공간상에서, 주어진 상기 두 점들간의 텍스추어 특성치 차와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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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의 다중 크기에 부과되는 가중 계수를 이용하여 상기 두 점들 사이의 텍스추어 거리를 구하는 (b) 단계 및 상기 색 
거리를 색 가중치와 승산하고, 상기 텍스추어 거리를 텍스추어 가중치와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들을 가산하여 상기 두 
점들 사이의 색-텍스추어 거리를 구하는 (c) 단계로 이루어지고, 색상이 휘도나 채도보다 중요하고 휘도가 절대값에 
접근할 수록 색은 검정색이 되고, 채도가 상기 절대값에 접근할 수록 색상은 임의의 값을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상기 중
요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과제를 이루기 위해, 측정된 색-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하여 입력 영상을 다수개의 영역들로 구분하는 본 발명
에 의한 영상의 영역 구분 방법은, 상기 입력 영상을 소정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평활화시키고, 평활화된 영상에서 엣지 
부분을 강조하는 단계와, 상기 색 특성치들과 상기 텍스추어 특성치들을 영상의 화소 단위로 구하고, 상기 (a) 단계로 
진행하는 단계와, 상기 (c)단계후에, 피라미드 영역 구분법에 의거하여,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와 제1 문턱값을 비교
하고, 비교된 결과에 상응하여 상기 영상의 영역을 세분하고, 세분된 영역들에 대한 정보를 갖는 기초 영역 구분 지도로
부터 영상 그래프를 구하는 단계 및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와 제2 문턱값을 비교하고, 비교된 결과에 상응하여 상기 영
상 그래프에 표시된 영역들을 병합하여 최종 영상 그래프를 구하는 (g)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3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장치는, 영상의 화소들이 갖는 색 특성치들로 구
성된 색 특성 공간상에서, 두 점들간의 휘도차, 채도차 및 색상차에 각기 다른 중요도를 부여하고, 부여된 중요도에 비
례하여 휘도차, 채도차 및 색상차를 가산하고, 가산된 결과를 상기 두 점들 사이의 색 거리로서 출력하는 색 거리 계산
부와, 상기 화소들에 대한 텍스추어 특성치들로 구성된 텍스추어 특성 공간상에서 상기 두 점들이 갖는 텍스추어 특성
치들을 입력하고, 입력한 텍스추어 특성치들간의 차를 검출하고, 텍스추어의 다중 크기에 부과되는 가중 계수 및 검출
된 차로부터 상기 두 점들 사이의 텍스추어 거리를 계산하고, 계산된 상기 텍스추어 거리를 출력하는 텍스추어 거리 계
산부 및 상기 색 거리 계산부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색 거리를 색 가중치와 승산하고, 상기 텍스추어 거리 계산부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텍스추어 거리를 텍스추어 가중치와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들을 가산하고, 가산된 결과를 색-텍스추어 
거리로서 출력하는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로 구성되고, 색상이 휘도나 채도보다 중요하고 휘도가 절대값에 접근할 
수록 색은 검정색이 되고, 채도가 상기 절대값에 접근할 수록 색상은 임의의 값을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상기 중요도는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4 과제를 이루기 위해,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하여 입
력 영상을 다수개의 영역들로 구분하는 본 발명에 의한 영상의 영역 구분 장치는, 상기 입력 영상을 소정 횟수만큼 반복
적으로 평활화시키고, 평활화된 영상에서 엣지 부분을 강조하여 출력하는 영상 전 처리부와, 상기 영상 전 처리부로부
터 출력되는 영상으로부터 상기 색 특성치들과 상기 텍스추어 특성치들을 화소 단위로 계산하고, 계산된 상기 색 및 상
기 텍스추어 특성치들을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장치로 출력하는 특성치 계산부와, 피라미드 영역 구분법에 의거
하고,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와 제1 문턱값을 비교하고, 비교된 결과
에 응답하여 상기 영상의 영역을 세분하고, 세분된 영역들에 대한 정보를 갖는 기초 영역 구분 지도로부터 영상 그래프
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주요 영역 구분부 및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와 
제2 문턱값을 비교하고, 비교된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영상 그래프를 단순화하고, 단순화된 영상 그래프로부터 얻은 최
종 영상 그래프를 출력하는 영상 그래프 단순화부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방법과 그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의 구성 및 동작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색 거리와 텍스추어 거리를 구하
는 단계(제10 및 제12 단계들) 및 색거리, 텍스추어 거리, 이들에 각각 해당하는 가중치들을 이용하여 색-텍스추어 거
리를 구하는 단계(제14 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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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에 도시된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방법을 수행하는 본 발명에 의한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장치의 블럭도
로서, 색 거리 계산부(20), 텍스추어 거리 계산부(22) 및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24)로 구성된다.

    
도 1을 참조하면, 도 2에 도시된 색 거리 계산부(20)는 영상의 화소들이 갖는 색 특성치들로 구성된 색 특성 공간상에
서, 주어진 두 점들(x 및 y) 각각이 갖는 색 특성치 즉, 휘도(B:Brightness), 채도(S:Saturation) 및 색상(H:Hue)을 
입력단자 IN1을 통해 입력하고, 입력한 휘도들의 차, 채도들의 차 및 색상들의 차에 각기 다른 중요도를 부여하고, 부
여된 중요도에 비례하여 휘도차, 채도차 및 색상차를 모두 가산하고, 가산된 결과를 두 점들(x 및 y) 사이의 색 거리로
서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24)로 출력한다(제10 단계). 이 때, 본 발명에 의한 색-텍스추어 측정 방법은, BHS로 
구성된 색 특성 공간상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기준 조건들을 이용하여 중요도를 결정한다. 첫 번째, 색상(H)은 휘
도(B)나 채도(S)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휘도(B)가 절대값 즉, '0'에 접근한다면 영상의 색은 색상(H)
이나 채도(S)에 무관하게 검은색이 된다. 세 번째, 채도(S)가 절대값 '0'에 접근한다면 즉, 회색이 되면 색상(H)은 임
의의 값을 갖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일실시예에서, 색 거리 계산부(20)는 전술한 기준 조건들을 바탕으로 결정한 중요도를 휘도
차, 채도차 및 색상차에 다음 수학식 1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부여하여 색 거리[D BHS1 (x,y)]를 계산한다.

수학식 1

여기서, B(o)(여기서, o는 x 또는 y에 해당한다), H(o) 및 S(o)는 두 점들(x 및 y)중 어느 점(o)에 대한 색 특성치 
즉, 휘도, 색상 및 채도를 각각 나타내며 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후술되고,     는 B(x)와 B(y)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는 S(x)와 S(y)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W B , a 및 b들은 각각 상수에 해당하고, F S (j)는 채도에 대한 선형 보정 함수를 
나타내고, FH (j)는 색상에 대한 선형 보정 함수를 나타낸다. 이 때, 선형 보정 함수[F S (j) 또는 FH (j)]는 낮은 휘도와 
낮은 채도의 조건하에서, 색상과 채도의 차이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를 위해, 선형 보정 함수[F S (j) 또는 FH

(j)]는 j가 1보다 적으면 j가 되고, j가 1이상이면 1이 될 수 있다.

수학식 1로부터 알 수 있듯이, 휘도차[B(x)-B(y)], 색상차[H(x)-H(y)] 및 채도차[S(x)-S(y)]에는 각기 다른 값
들이 곱해져 있으며, 이 곱해지는 값들은 전술한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서, 색 거리 계산부(20)는 전술한 기준 조건들을 바탕으로 결정된 중요도를 휘
도차, 채도차 및 색상차에 다음 수학식 2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부여하여 색 거리[D BHS2

2 (x,y)]를 계산한다.

수학식 2

WH 및 WS 들은 각각 상수에 해당하고, FS (ㆍ,ㆍ)는 채도에 대한 비 선형 보정 함수를 나타내고, F H (ㆍ,ㆍ)는 색상에 
대한 비 선형 보정 함수를 나타낸다.

수학식 2로부터 알 수 있듯이, 휘도차의 제곱([B(x)-B(y)] 2 ) 색상차의 제곱([H(x)-H(y)] 2 ) 및 채도차의 제곱([
S(x)-S(y)] 2 )에는 각기 다른 값들이 곱해져 있으며, 이 곱해지는 값들은 전술한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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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0 단계후에, 텍스추어 거리 계산부(22)는 화소들에 대한 텍스추어 특성치들로 구성된 텍스추어 특성 공간상
에서, 주어진 두 점들(x 및 y)이 갖는 후술되는 텍스추어 특성치들을 입력단자 IN2를 통해 입력하고, 입력한 텍스추어 
특성치들간의 차를 검출하고, 텍스추어의 다중 크기에 부과되는 가중 계수 및 검출된 차를 이용하여 두 점들(x 및 y) 
사이의 텍스추어 거리를 계산하고, 계산된 텍스추어 거리를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24)로 출력한다(제12 단계). 이
를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다음 수학식 3에 보여진 바와 같이 텍스추어 거리[D t(x,y)]를 계산한
다.

수학식 3

여기서, wz는 텍스추어의 다중 크기에 부과되는 가중 계수를 나타내고, t k
z(x) 및 tk

z(y)들은 x 및 y의 텍스추어 특성
치들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후술되고, k=1, 2, ...., K에 해당하고, z=1, 2, ..., Z에 해당하고, Z는 소정수로서 후술된
다. 여기서, 텍스추어 특성치들은 KZ만큼 존재한다.

제12 단계후에, 다음 수학식 4에 보여진 바와 같이,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24)는 색 거리 계산부(20)로부터 입력
한 수학식 1 또는 2에 보여진 색 거리(D BHS1 또는 DBHS2 )를 색 가중치(wc )와 승산하고, 수학식 3에 보여진 텍스추
어 거리[Dt(x,y)]를 텍스추어 가중치(w t)와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들을 가산하며, 가산된 결과를 두 점들 사이의 색-
텍스추어 거리[D(x,y)]로서 출력단자 OUT1을 통해 출력한다(제14 단계). 여기서,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24)로
부터 출력되는 색-텍스추어 거리가 영상의 영역을 구분하는데 사용될 경우,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24)는 색 가중
치와 텍스추어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값들 예를 들면, 평균 텍스추어 값을 입력단자 IN3을 통해 입력한다.

수학식 4

이하,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에 의한 방법 및 장치에 의해 측정된 색-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하여 입력 영상을 
다수개의 영역들로 구분하는 본 발명에 의한 영상의 영역 구분 방법과 그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의 구성 및 동작을 첨부
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영상의 영역 구분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입력 영상을 전처리한 후 색 및 텍스추
어 특성치들을 구하는 단계(제30 및 제32 단계), 측정된 색-텍스추어 거리를 제1 및 제2 문턱값들과 각각 비교하여 
영상을 세분 및 병합하는 단계(제34 ∼ 제38 단계)로 이루어진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방법을 수행하는 본 발명에 의한 영상의 영역 구분 장치의 블럭도로서, 영상 전 처리부(pre-pr
ocessor)(40), 특성치 계산부(42), 색-텍스추어 측정 장치(44), 주요 영역 구분부(46) 및 영상 그래프 단순화부(4
8)로 구성된다. 여기서, 색-텍스추어 측정 장치(44)는 도 2에 도시된 색-텍스추어 측정 장치에 해당하며 동일한 기능
을 수행하므로, 그에 대한 구성 및 동작 설명은 생략한다.

도 4에 도시된 영상 전 처리부(40)는 입력단자 IN4를 통해 입력한 입력 영상을 소정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평활화시키
고, 평활화된 영상에서 엣지 부분을 강조하여 전 처리된 영상을 특성치 계산부(42)로 출력한다(제30 단계). 제30 단계
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센서를 통해 촬영되거나 비디오 영상 신호에 해당할 수도 있는 입력영상은 통계적인 구성 요소인 잡
음에 해당하는 부분과 의미 있는 구성 요소인 잡음 이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영상의 각 구성 
요소는 다른 종류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통계적 구별 방법은 입력 영상을 여러가지의 다른 성질을 
가진 요소를 분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데, 제30 단계에서, 입력 영상을 평활화시켜 잡음을 제거하고, 평활화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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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현저한 엣지를 갖는 부분과 현저한 엣지를 갖지 않는 부분으로 분해하여 물체의 테두리 부분을 살리는 엣지 보존 영
상 평활화(Edge-preserving image smoothing)이 수행된다. 엣지 보존 영상 평활화는 1998년도에 P.A.Chochia에 
의해 "Optical Memory and Neural Networks"라는 저널에 발표된 "Two Tasks in Image Enhancement Technol
ogy"에 개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정한 크기의 윈도우 내부에 존재하는 화소들의 집합[{x}]이 다음 수학식 5와 같이 표현된다고 할 때, 다른 크기의 
윈도우를 적용해가면서 윈도우 내부에 존재하는 화소들의 휘도값들중 현저한 휘도값을 갖는 화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화소들을 평활화(smoothing)한다.

수학식 5

입력 영상에 대해 q번 평활화를 반복한 후 얻어지는 영상 화소의 휘도값[l q
mn ]은 이전에 얻어진 결과인 휘도값[lq-1

mn ]을 사용하여 윈도우[Wq
mn ]로부터 다음 수학식 6과 같이 구해진다.

수학식 6

여기서, w(x')는 소정의 가중 함수로서, x'가 -σ와 +σ사이에 있을 때는 w(x')=1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w(x')=0
이 된다. 전술한 휘도값[lq-1

mn ]은 이전 윈도우에서 가중치 함수의 중심값을 의미한다. 최초에 입력 영상을 평활화할 
때는 xmn 이 lq-1

mn 대신에 사용된다. 이 때, 마지막 반복횟수인 Q번 평활화된 화소의 휘도값[s'mn ]은 lQ mn 으로 표
현된다. 즉, s'mn 은 Q개의 윈도우를 가지고 평활화한 영상 화소의 결과값을 의미한다. 실험결과 얻어진 바람직한 평활
화 횟수는 2회로서, 첫 번째 평활화에서는 3-5 화소의 넓이를 갖는 윈도우를 사용하였고, 두 번째 평활화에서는 10-
40 화소의 넓이를 갖는 윈도우를 사용하였다. 이 때, 잡음이 많은 영상에서 평활화된 성분을 추출하는데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계산되는 결과값의 제곱 평균 에러(mean square error)는 0.5% 이내였다.

제30 단계후에, 도 4에 도시된 특성치 계산부(42)는 영상 전 처리부(40)로부터 출력되는 전 처리된 영상로부터 색 특
성치들과 텍스추어 특성치들을 화소 단위로 계산하고, 계산된 색 및 텍스추어 특성치들을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장치
(44)로 출력한다(제32 단계).

먼저, 제32 단계에서 구하는 색 특성치들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색의 특성 공간과 텍스추어의 특성 공간을 함께 사용
하여 일반적인 특성 공간을 제공하는 기초를 만든다. 이 때, 색의 특성 공간과 텍스추어의 특성 공간을 정의함으로써 영
상에 존재하는 각 화소의 색 특성치를 지정할 수 있다. 각 화소의 색 특성치 즉, 휘도(B), 색상(H) 및 채도(S)는 다음 
수학식 7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7

 - 7 -



등록특허 10-0378351

 
여기서, r, g 및 b는 각 화소의 색값을 각각 나타내고, u = min(r, g, b)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제32 단계에서 구하는 텍스추어 특성치들에 대해 살펴보면, 텍스추어 특성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중 크기와 다중 방향의 텍스추어 특성치(oriented texture features)들 각각은 화소당 다중 방향의 국소 변동(v)(
local variation)과 국소 진동(f)(local oscillation)을 계산한 후, 이들을 합성하여 얻어진다. 이는 그레이 레벨 차분
법(Gray Level Difference Method)과 같은 텍스추어 영상 분석 방법에 해당한다. 그레이 레벨 차분법은 1974년도에 
E.J.Carton, J.S.Weszka 및 A.Rosenfeld가 매릴랜드 대학(Univ. of Maryland)의 기술보고서(TR:Technical Repo
rt)-288에 발표한 "Some Basic Texture Analysis Techniques" 및 1985년도에 L.Van Gool, P.Dewaele 및 A.O
osterlinck가 컨퍼런스 CVGIP에서 발표한 "Texture Analysis Anno"에 각각 개시되어 있다. 수학식 7에 보여진 영상
의 밝기값(B)이 이러한 텍스추어 특성치를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국소 변동(v)에 대해 살펴보면, 영상에서 각 화소(m,n)를 중심으로 2L 길이의 화소들이 존재하고, 이 화소(m,n)를 중
심으로 각도 αk= kπ/K, k=0, 1, ..., K-1 만큼을 회전시킨다. 이 때, l i(-L≤i≤L)가 이러한 균일하게 분포된 배열
의 화소들중에서 한 화소의 밝기값(B)을 나타낸다고 할 때, 상향 가중 변동(v + )과 하향 가중 변동(v- )은 다음 수학식 
8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8

여기서, di는 화소의 배열에서 이웃하는 화소들의 밝기값의 차이(gradient)(l i+1 -li)를 나타내고, wi는 Acos(iπ/(2
L+1))로서 코사인 가중 함수이다. 코사인 가중 함수에서 A는 계수로서           을 만들기 위한 값으로 사용된다. 이 때, 
국소 변동(vk)은 다음 수학식 9에 표현된 바와 같이, 상향 기준 변동(v + )과 하향 기준 변동(v- )중 가장 값으로 지정
된다.

수학식 9

배열의 길이(-L≤i≤L)를 따라 구해지는 d i들중에서, 방향(sign)이 바뀌는 동시에 그 진동의 크기인 d i의 크기가 정해
진 민감도를 넘는 개수를 국소 진동(f)으로서 정의하자. 이 때, 구해지는 각 화소의 국소 변동 값(v k)과 국소 진동값(
fk)을 승산하여 해당 화소의 텍스추어 특성치(          )를 구한다. 또한, 구해지는 텍스추어 특성치를 좀 더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수학식 10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변형식을 이용한다.

수학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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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0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텍스추어 특성치(tk)는 h×1의 크기를 갖는 창의 평균치로 평활화되었고, 하이퍼볼
릭 탄젠트(hyperbolic tangent)을 이용한 변형으로 높은 텍스추어 특성치는 작게되고 낮은 텍스추어 특성치는 크게 
되었다. 이 때, 영상의 크기를 다른 주파수로 Z번만큼 줄이면서(매번 1/2만큼), 수학식 10에 표현된 각 화소의 텍스추
어 특성치(tk)를 다음 수학식 1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학식 11

수학식 11로부터 각 화소의 텍스추어 특성치(tk
z)는 KZ가 생기게 됨을 알 수 있다.

제32 단계후에, 도 4에 도시된 색-텍스추어 측정 장치(44)는 도 2에 도시된 구성으로 도 1에 도시된 색-텍스추어 측
정 방법에 따라 색-텍스추어 거리를 측정하고, 측정된 색-텍스추어 거리를 주요 영역 구분부(46)로 출력한다(제34 
단계).

    
제34 단계후에, 피라미드 영역 구분법에 의거하여, 주요 영역 구분부(46)는 색-텍스추어 측정 장치(44)에서 측정된 
색-텍스추어 거리와 제1 문턱값(Th1)을 비교하고, 영상 전 처리부(40)로부터 입력한 전 처리된 영상의 영역을 비교
된 결과에 응답하여 세분하고, 세분된 영역들에 대한 정보를 갖는 기초 영역 구분 지도로부터 영상 그래프를 생성하여 
영상 그래프 단순화부(48)로 출력한다(제36 단계). 즉, 주요 영역 구분부(46)는 전 처리된 영상에 존재하는 화소들간
의 관계를 파악하여 전 처리된 영상을 작은 영역들의 집단을 가진 벡터 영상으로 변환한다.
    

    
주요 영역 구분부(46)에서 사용되는 피라미드 영역 구분법(pyramidal recursive approach)은 1979년도에 G.M.Hu
nter 및 K.Steiglitz에 의해 PAMI-1 저널의 IEEE Trans에 실린 "Operation of Images Using Quad Trees" 및 1
980년도에 A.Rosenfeld에 의해 패턴 인식에 관한 제5차 국제 컨퍼런스(5th Int.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
ion)의 회보(Proc.)에 실린 "Quadtrees and Pyramids for Pattern Recognition and Image Analysis"에 개시되어 
있다. 이 피라미드 영역 구분법은 첫째, 영상을 겹쳐지지 않는 여러 영역의 집단으로 나누고, 둘째, 순차적으로 작아지
는 여러 크기(multiple scale or resolution)의 영상을 만들며, 셋째, 하위 계층(layer)의 한 구성분자(element)와 
상위 계층의 한 구성 분자간의 상호 관계를 성립하는 균일한 규칙을 선택하고, 넷째, 이러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모든 계
층들의 모든 영역들에 적용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전술한 피라미드 영역 구분법에 의거하여, 도 4에 도시된 주요 영역 구분부(46)가 기초 영역 구분 지도를 만드는 과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5는 각 계층의 영역이 2×2 형식을 갖는 4분 트리(tree)(또는, 쿼드 트리)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제1 계층(60), ..., 
제N-2 계층(62), 제N-1 계층(64), 제N 계층(66)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제1 계층(60)은 다수개의 픽셀(68)
들로 이루어지며, 종축은 계층을 나타낸다.

피라미드 영역 구분법은 기초 영역 구분 지도를 만들기 위해, 도 5에 도시된 쿼드트리 형식으로 직접 패스(direct pas
s) 및 역 패스(inverse pass)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들을 수행한다.

    
먼저, 직접 패스에서 수행되는 동작에 대해 살펴보면, 직접 패스는 가장 하위 계층인 전체 영상(60)부터 하나의 노드(
0)를 갖는 최상위 계층(66) 방향의 경로이며, 직접 패스에서 모든 피라미드 계층들(60, ..., 62, 64 및 66)에 대하여 
반복적인 분석이 실행된다. 직접 패스에서 수행되는 동작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과 각 트리 
노드에 해당하는 정보들 즉, 평균 휘도값, 테두리선등의 결정이다. 예를 들면 제N-2 계층(62)에서의 4개의 각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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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제N-1 계층(64)에서의 상대 노드를 형성하므로, 4분 트리 구조에서 각 노드들은 그의 하위 계층에 존재하는 
4개의 노드에 대한 정보를 간직한다. 피라미드 영역 구분법의 기본은 근접하는 화소나 영역들을 비교 분석하여 병합해 
나가는데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계층에서 테두리를 정의하는 테두리 맵의 제작이 필요하다. 만일, 각 계층에서 화소들
간의 거리가 소정의 제1 문턱값(Th1)보다 크면 그 화소들간에는 수평이나 수직 방향의 테두리를 표시한다. 도 5에 도
시된 제2 계층부터 제N 계층(66)까지의 계층들중 어느 하나의 계층은 그 보다 하위 계층의 테두리 맵의 내용을 포함한
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어느 계층에 존재할 수 있는 4개의 영상 구성 분자(element)들의 영역들(70, 72, 74 및 76) 및 
그 영역들(70, 72, 74 및 76)과 이웃하는 영역들(0r, 2r, 0b 및 1b)을 나타내는 도면이며, 각 영역에 기재된 번호는 
그 영역의 노드번호를 나타낸다.

각 계층의 테두리 맵을 만들기 위해, 우선, 도 6에 도시된 영역들(70 및 72)간의 거리, 영역들(74 및 76)간의 거리, 
영역들(70 및 74)간의 거리 및 영역들(72 및 76)간의 색-텍스추어 거리들을 수학식 4에 보여진 바와 같이 구한다. 
이 때, 수학식 4에서, 색 가중치(w c ) 및 텍스추어 가중치(w t) 각각은 미리 설정된 소정값에 해당한다. 즉, 색-텍스추
어 거리 발생부(24)는 소정의 색 가중치(w c )와 색 거리를 승산하고, 소정의 텍스추어 가중치(wt)와 텍스추어 거리를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들을 가산하고, 가산된 결과를 색-텍스추어 거리로서 출력단자 OUT1을 통해 주요 영역 구분부
(46)로 출력한다. 이와 같이 구해진 색-텍스추어 거리들중 제1 문턱값(Th1)을 초과하는 색-텍스추어 거리를 구한 
영역들간에 테두리를 표시한다. 테두리가 표시되지 않은 영역들은 같은 성질(색 또는 텍스추어)을 갖는 동일한 영역으
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영역들(72 및 76)간의 색-텍스추어 거리와 영역들(74 및 76)간의 색-텍스추어 거리가 제1 
문턱값(Th1)을 초과할 경우, 영역들(72 및 76)사이와 영역들(74 및 76) 사이에는 수평 및 수직 방향의 테두리들(8
0 및 78)이 각각 표시되어, 영역들(70, 72 및 74)은 다른 영역(76)과 구분된다.

다음으로, 도 6에 도시된 영역들(70, 72, 74 및 76)이 도 5에 도시된 제N-2 계층(62)의 2사분면에 해당할 경우, 동
일한 설질을 갖는 영역들(70, 72 및 74)의 휘도(B), 색도(H) 및 채도(S)에 대한 평균값들은 상위 계층인 제N-1 계
층(64)의 해당 노드(68)로 전달된다. 반면에, 남겨진 영역(76)에 대한 정보 즉, 휘도(B), 색도(H) 및 채도(S)는 제
N-1 계층(64)의 해당 노드(68)로 전달되지 않고 남는다.

    
끝으로, 상위 계층을 위한 테두리 맵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제N-2 계층(62)의 2사분면의 4개의 영역들(70, 72, 74)
에서 생성된 테두리 맵의 정보를 가지고, 4개를 합한 제N-1 계층(64)의 해당 영역(68)의 오른쪽과 밑의 테두리를 설
정한다. 즉, 도 6에 도시된 영역들(72 및 76)과 영역들(Or 및 2r)사이 및 영역들(74 및 76)과 영역들(0b 및 1b) 사
이에 제N-1 계층(64)을 위한 테두리를 설정한다. 이와 같이, 직접 패스에서 수행되는 모든 동작이 완료되면, 각 계층
의 각 영역은 상위 계층의 영역에 속하거나 하위 계층의 영역들을 포함하게 된다.
    

전술한 직접 패스에서 해당하는 동작들이 모두 수행된 후 도 5에 도시된 최상위 계층(66)부터 제1 계층(60) 방향의 
경로인 역 패스에서 수행되는 동작들에 대해 살펴보면, 각 계층에서 하나의 노드에 대한 분석이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먼저, 각 계층에서 분리된 영역의 노드가 아무런 영역번호를 갖고 있지 않다면 새로운 영역번호를 해당 노드에 부여한
다. 예컨데, 제N-1 계층(64)에서 노드 0, 1 및 2들이 동일한 영역에 해당하고 노드 3은 다른 영역에 해당한다면 이 노
드들(0, 1 및 2)이 병합된 동일한 영역에 영역 번호 1'을 부여하고, 분리된 영역인 노드 3에 새로운 영역 번호 2'를 부
여한다.

    
다음으로, 노드에 이미 영역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면, 해당 영역 번호를 직접 패스로 동작이 수행될 때 연결해 놓은 하
위 계층의 노드들에 부여한다. 예컨데, 제N-2 계층(62)의 1사분면에서 노드들 1, 2 및 3이 동일한 영역에 해당하고 
노드 0은 다른 영역에 해당하고, 제N-2 계층(62)의 2사분면에서 노드들 0, 1 및 2가 동일한 영역에 해당하고 노드 3
은 다른 영역에 해당하고, 제N-2 계층(62)의 3사분면에서 노드들 0, 1 및 2가 동일한 영역에 해당하고 노드 3은 다른 
영역에 해당하고, 제N-2 계층(62)의 4사분면에서 노드들 0, 1 및 2가 동일한 영역에 해당하고 노드 3은 다른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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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가정한다. 이 때, 1사분면의 노드들(1, 2 및 3) 각각에 제N-1 계층(64)의 노드 1에 부여되었던 영역 번호 
1'를 부여하고, 다른 영역인 노드 0에 새로운 영역 번호 3'를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제N-2 계층(62)의 2사분면의 노
드들(0, 1 및 2), 3사분면의 노드들(0, 1 및 2) 및 4사분면의 노드들(0, 1 및 2) 각각에 제N-1 계층(64)의 노드 1에 
부여되었던 영역 번호 1'를 부여하고, 다른 영역들인 제1, 2, 3 및 4사분면의 해당 노드들(0, 3, 3 및 3)에 새로운 영역 
번호 4', 5' 및 6'를 각각 부여한다. 전술한 역 패스에서 해당하는 동작들이 모두 수행된 후, 영역 구분에 필요한 기초 
영역 구분 지도가 만들어진다.
    

도 7은 기초 영역 구분 지도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적인 도면으로서, 1, 2, 3, 4 및 5의 영역 번호가 부여된 다섯개의 영
역들(90, 92, 94, 96 및 98)로 구성된다.

도 8은 도 7에 도시된 기초 영역 구분 지도로부터 생성한 영상 그래프의 예시적인 도면으로서, 기초 영역 구분 지도상
에서 인접한 영역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영역 구분부(46)는 도 7에 도시된 기초 영역 구분 지도를 이용하여 도 8에 도시된 영상 그래프를 만들고, 각 영역
이 포함하는 정보 즉, 화소들의 개수나 평균색등을 저장한다. 여기서, 도 8에 도시된 영상 그래프는 도 7에 도시된 기초 
영역 구분 지도에서 어느 영역들이 인접해 있는가에 대한 정보 및 인접한 영역들간의 테두리 접선의 길이에 대한 가중
치들(wt1, wt2, wt3, wt4 및 wt5)는 얼마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영역 구분부(46)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피라미드 영역 구분법을 사용하여 영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영
역의 닫힘을 보장하여 구분된 영역이 선명해질 수 있도록 하는 잇점을 제공한다.

제36 단계후에,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24)로부터 출력되는 색-텍스추어 거리와 제2 문턱값을 비교하고, 주요 영
역 구분부(46)에서 생성된 영상 그래프를 비교된 결과에 응답하여 단순화하고, 단순화된 영상 그래프를 최종 영상 그
래프로서 출력단자 OUT2를 통해 출력한다(제38 단계).

제38 단계에서 사용되는 색-텍스추어 거리를 발생하기 위해,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24)는 소정의 색 가중치(w c )
와 소정의 텍스추어 가중치(wt)를 사용하는 대신에, 세분화된 영역들에 대한 특성을 사용한다. 여기서, 세분화된 영역
들에 대한 특성이란, 세분화된 영역들의 텍스추어 정도[t(u',v')](여기서, u' 및 v'는 기초 영역 구분 지도에 표시된 세
분화된 영역들을 각각 나타낸다.), 세분화된 영역들의 크기[p(u',v')] 및 세분화된 영역들의 채도[s(u',v')]에 상응하
여 가변되는 색 가중치[wc (u', v')] 및 텍스추어 가중치[wt(u', v')]를 의미한다. 즉,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24)
는 가변되는 색 가중치[wc (u', v')] 및 가변되는 텍스추어 가중치[wt(u', v')]를 수학식 1 또는 2에 보여진 색 거리 및 
수학식 3에 보여진 텍스추어 거리와 각각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들을 가산하며, 가산된 결과를 색-텍스추어 거리로서 
영상 그래프 단순화부(48)로 출력한다.

도 9는 도 2에 도시된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24)의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일실시예의 블럭도로서, 색 가중치 계
산부(100), 텍스추어 가중치 계산부(102), 제1 및 제2 승산기들(104 및 106) 및 가산기(108)로 구성된다.

도 9에 도시된 색 가중치 계산부(100)는 다음 수학식 12와 같이 색 가중치[w c (u', v')]를 계산하고, 계산된 색 가중치
를 제1 승산기(104)로 출력한다.

수학식 12

여기서,    및    은 색 및 텍스추어 가중 상수들을 각각 나타내고, t(u', v')는 다음 수학식 13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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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3

여기서, Tmax 는 텍스추어 정도의 최대값을 나타내며, T(u')는 다음 수학식 14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4

여기서, tk
z(u')는 영역 u'의 크기 z에서의 방향 k를 갖는 평균 텍스추어 값을 의미한다. 가중치 wz는 수학식 3에 보여

진 가중 계수이다. 또한, 수학식 12에서 p(u',v')는 다음 수학식 15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5

여기서, Po는 기초 구분 영역 지도상에 표시된 세분화된 영역의 크기의 문턱값을 나타낸다. 또한, 수학식 12에서 s(u',
v')는 다음 수학식 16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6

여기서, So는 채도의 문턱값을 나타낸다. 수학식 15와 16들 각각에서 함수 F는 너무 작은 크기의 영역이나 저 채도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도 9에 도시된 텍스추어 가중치 계산부(102)는 텍스추어 가중치[w t(u', v')]를 다음 수학식 17과 같이 계산하고, 계
산된 텍스추어 가중치를 제2 승산기(106)로 출력한다.

수학식 17

도 9에 도시된 색 가중치 계산부(100) 및 텍스추어 가중치 계산부(102)는 입력단자 IN5를 통해(여기서, 입력단자 IN
5는 도 2에 도시된 입력단자 IN3에 해당한다.) 평균 텍스추어 값을 입력하고, 전술한 색 및 텍스추어 가중 상수들, 텍
스추어 정도의 최대값, 평균 텍스추어 값가중 계수, 기초 구분 영역 지도상에 표시된 세분화된 영역의 크기의 문턱값 및 
채도 정도의 문턱값들중 해당하는 값들을 입력단자 IN5를 통해 외부로부터 입력하거나 미리 저장할 수 있다.

제1 승산기(104)는 수학식 1 또는 2에 보여진 색 거리(Dc)와 색 가중치 계산부(100)로부터 출력되는 색 가중치[w c

(u',v')]를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를 가산기(108)로 출력한다. 제2 승산기(106)는 수학식 3에 보여진 텍스추어 거리
(Dt)를 텍스추어 가중치 계산부(102)로부터 출력되는 텍스추어 가중치[w t(u',v')]와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를 가산기
(108)로 출력한다. 가산기(108)는 제1 승산기(104)에서 승산된 결과와 제2 승산기(106)에서 승산된 결과를 가산하
고, 다음 수학식 18에 표시된 가산된 결과를 영상 그래프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색-텍스추어 거리[         ]로서 
출력단자 OUT3을 통해 영상 그래프 단순화부(48)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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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8

여기서, Dc (u',v') 및 Dt(u',v')들은 각각 색 거리 및 텍스추어 거리로서, 수학식 4에 보여진 색 거리 및 텍스추어 거리
와 동일하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영상 그래프 단순화부(48)에서 사용되는 색-텍스추어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색 
가중치(wc )와 텍스추어 가중치(wt)가 소정값이 아닌 변수인 이유는, 세분화된 영역들의 텍스추어 정도, 세분화된 영
역들의 크기 및 세분화된 영역의 채도가 가변될 경우, 색-텍스추어 거리를 조절하기 위해서이다. 예컨데, 세분화된 영
역들(u' 및 v')의 크기가 세분화된 영역들의 크기의 문턱값(Po)보다 적을 경우, 수학식 18에 보여진 색 가중치[wc (u',
v')]가 증가되는 동시에 텍스추어 가중치[wt(u',v')]가 감소된다. 만일, 세분화된 영역들의 텍스추어 정도가 증가하면, 
색 가중치[wc (u',v')]는 감소하는 동시에 텍스추어 가중치[wt(u',v')]는 증가한다.

전술한 구성을 통해, 영상 그래프 단순화부(48)가 제38 단계를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영역 구분부(46)로부터 출력되는 영상 그래프에 표시된 영역들을 그 크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배열한다.

    
다음에, 배열된 영역들중에서, 임의의 영역을 중심으로(이하, 중심이 되는 영역을 베이스 영역이라 함), 그 베이스 영역
과 연결된 이웃하는 영역들간의 색-텍스추어 거리를 수학식 18로부터 구한다. 만일, 계산된 영역들간의 색-텍스추어 
거리가 제2 문턱값(θ) 이하인 경우, 베이스 영역과 해당하는 이웃 영역들을 병합한다. 즉, 해당하는 이웃 영역들을 베
이스 영역에 포함시킨다. 이와 같이, 베이스 영역이 이웃하는 영역을 포함하게 되면, 베이스 영역의 특성 즉, 색, 텍스추
어, 베이스 영역의 크기 및 테두리등은 변화되므로, 영상 그래프에서 베이스 영역과 관련되는 부분 즉, 베이스 영역과 
이웃하는 영역들간의 연결관계등을 수정한다. 이 때, 새로이 수정된 베이스 영역을 중심으로 이와 이웃하는 영역들간의 
병합을 전술한 바와 동일하게 새롭게 진행한다. 이와 같이 베이스 영역을 새롭게 갱신하고, 갱신된 베이스 영역을 중심
으로 이웃하는 영역들과 병합하는 과정을 모두 종료하면, 다음 크기의 영역을 베이스 영역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전술한 
병합 과정을 진행한다. 이러한 병합 과정은 영상 그래프상에 표시된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수행된 후 종료한다.
    

한편, 제2 문턱값(θ)이 어떠한 값이 되더라도, 영상 그래프를 단순화시키는 과정은 완벽하게 수행될 수 없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 영상 그래프 단순화부(48)는 여러가지 하부 병합부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수학식 18에 표시
된 색 및 텍스추어 가중치들과 색 및 텍스추어 거리들의 값들을 차별화시키고,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제2 문턱값(θ)을 
동적으로 변화시킨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10은 도 4에 도시된 영상 그래프 단순화부(48)에서 영상 그래프를 단순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루우차트로
서,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영역 병합 단계(120 ∼ 124)로 이루어진다.

도 11은 영상 그래프 단순화부(48)의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일실시예의 블럭도로서, 제1 차, 제2 차 및 제3 차 영
역 병합부들(140, 142 및 144) 및 문턱값 발생부(146)로 구성된다.

도 11에 도시된 문턱값 발생부(146)는 다음 수학식 19와 같이 제2 문턱값(θ)을 동적으로 변화시켜 제1, 제2 및 제3
차 영역 병합부들(140, 142 및 144)로 각각 출력한다.

수학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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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는 비교되는 두 영역들중 작은 영역의 크기를 나타내고, Po'는 작은 영역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소정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수이고, α는 문턱값 상수이고, αβ는 비교되는 두 영역들중 큰 영역의 문턱값을 의미한다.

제1 차 영역 병합부(140)는 수학식 18에 표시된 색-텍스추어 거리와 제2 문턱값을 비교하고, 색-텍스추어 거리가 문
턱값 발생부(146)로부터 입력한 제2 문턱값 이하인 경우 영상 그래프상에 표시된 두개의 세분화된 영역들(u', v')을 
병합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병합된 최종 결과를 반영하여 생성한 제1 중간 영상 그래프를 제2차 영역 병합부(142)로 
출력한다(제120 단계). 수학식 19에서 α를 서서히 증가시킴으로써 제1 차 영역 병합부(140)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제120 단계후에, 제2 차 영역 병합부(142)는 제1 색-텍스추어 거리와 제2 문턱값을 비교하고, 제1 색-텍스추어 거
리가 제2 문턱값 이하인 경우, 제1 중간 영상 그래프 구분 지도에 표시되는 두개의 영역들(u", v")을 병합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병합된 최종 결과를 반영하여 생성한 제2 중간 영상 그래프를 제3 차 영역 병합부(144)로 출력한다(제122 
단계). 여기서, 제1 색-텍스추어 거리는, 수학식 12 및 17들에서 색 가중 상수(     )를 '0'으로 설정하여 구한 색 가중
치 및 텍스추어 가중치, 수학식 3과 수학식 1 또는 2에 W H ≪ WB및 WS ≪ WB의 조건을 반영하여 구한 텍스추어 거리 
및 색 거리를 수학식 18에 대입하여 구한 색-텍스추어 거리에 해당한다. 즉, 도 9에 도시된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
의 제1 및 제2 승산기들(104 및 106) 각각은 색 가중 상수(     )가 '0'일 때 색 가중치 계산부(100)로부터 출력되는 
색 가중치[wc (u", v")] 및 텍스추어 가중치 계산부(102)로부터 출력되는 텍스추어 가중치[w t(u", v")]를 W H ≪ W

B및 WS ≪ WB의 조건에서 색 및 텍스추어 거리 계산부(20 및 22)들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색 거리와 텍스추어 거리에 
승산한다. 이 때, 가산기(108)는 승산된 결과들을 가산하고, 가산된 결과를 제1 색-텍스추어 거리로서 출력단자 OUT
3을 통해 영상 그래프 단순화부(48)로 출력한다. 제122 단계는, 영역들(u" 및 v")의 휘도가 매우 낮을 때만 제한하여 
수행될 수 있다.

제124 단계후에, 제3 차 영역 병합부(144)는 제2 색-텍스추어 거리와 문턱값 발생부(146)로부터 입력한 제2 문턱값
(θ)을 비교하고, 제2 색-텍스추어 거리가 제2 문턱값 이하인 경우, 제2 중간 영상 그래프에 표시되는 두개의 영역들
(u"', v"')을 병합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병합된 최종 결과를 반영하여 생성한 최종 영상 그래프를 출력단자 OUT4를 
통해 출력한다(제124 단계). 여기서, 제2 색-텍스추어 거리는 수학식 12 및 17들에             의 조건을 반영하여 구
한 색 가중치 및 텍스추어 가중치, 수학식 1 또는 2에 보여진 색 거리와 수학식 3에 표시된 텍스추어 거리를 수학식 1
8에 대입하여 구한 색-텍스추어 거리에 해당한다. 즉, 도 9에 도시된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의 제1 및 제2 승산기
들(104 및 106)은            의 조건에서 색 및 텍스추어 가중치 계산부들(100 및 102)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색 가중
치[wc (u"', v"')]와 텍스추어 가중치[wt(u"', v"')]를 색 거리와 텍스추어 거리에 각각 승산한다. 이 때, 가산기(108)
는 제1 및 제2 승산기들(100 및 102)에서 승산된 결과를 가산하고, 가산된 결과를 제2 색-텍스추어 거리로서 출력단
자 OUT3을 통해 영상 그래프 단순화부(48)로 출력한다. 제3 차 영역 병합부(144)는 영역들(u"', v"')의 텍스추어 정
도가 높은 경우에만 제한하여 수행될 수 있다.

도 12 (a)는 입력 또는 전 처리된 영상을 나타내고, (b)는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영역 구분 방법 및 장치에 의해서 구분
된 영역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3 (a)는 입력 또는 전 처리된 영상을 나타내고, (b)는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영역 구분 방법 및 장치에 의해서 구분
된 영역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4 (a)는 입력 또는 전 처리된 영상을 나타내고, (b)는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영역 구분 방법 및 장치에 의해서 구분
된 영역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2의 (a), 도 13의 (a) 또는 도 14의 (a)에 도시된 영상은 주요 영역 구분부(46)에서 예를 들면 1600개 정도의 
영역들로 세분화되고, 영상 그래프 단순화부(48)는 이 영역들을 예를 들면 16개등으로 줄이는 즉, 세분화된 영역들을 
병합하여 단순화시킨다. 이 때, 단순화된 결과에 대한 정보를 갖는 최종 영상 그래프를 이용하여 도 12의 (b), 도 13의 
(b) 또는 도 14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분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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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본 발명에 의한 색-텍스추어 측정 방법 및 장치, 측정된 색-텍스추어를 이용한 영상의 영역 구분 방법 및 장치
는 디지탈 방식의 대화형 디지탈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디지탈 방송의 대중적인 보급을 앞두고, 사용
자가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정보를 얻던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사용자와 방송자간의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쌍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한 디지탈 방식의 대화형 비디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예컨데, 디지탈 방식
의 대화형 비디오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영화, 쇼, 광고 또는 교양 프로그램, 쇼핑 또는 경매등
에서 자신이 원하는 화면상의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직접 대상을 선택하면, 이에 대한 정보가 화면상에 디스
플레이된다. 예컨데, 화면에 등장하는 인기가수의 옷, 드라마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가구, 인물 또는 요리 프로그램에 필
요한 재료와 방법등이 의미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들 대상을 사용자가 선택하면, 선택한 대상에 대한 정보가 사용
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방송되는 영상 내에 존재하는 의미있는 대상이 효과적으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방송되는 영상내에 존재하는 의미있는 대상이 차지하는 영역을 다른 배경이나 물체와 효과적으
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대상이 갖는 여러가지의 특징들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한다. 이 선택된 대상이 가질 수 
있는 특징에는 물체의 색, 텍스추어 또는 형상등이 있으며, 이들중 색 또는 텍스추어는 대상을 단일 영역화하는데 중요
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전술한 본 발명에 의한 영역 구분 방법 및 장치는 동일 색 또는 동일 텍스추어를 갖는 영역
이 하나의 의미있는 대상일 가능성이 그 만큼 높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색 거리와 텍스추어 거리를 모두 사용하여 영상
의 영역을 안정되면서도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최종 영상 그래프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본 발명에 의한 영역 구
분 방법 및 장치는 선택된 대상이 여러가지의 색 또는 여러가지의 텍스추어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분화된 영상들을 병
합하여 의미있는 대상이 차지하는 영역을 효과적으로 구분시킬 수 있도록 한다.
    

게다가, 본 발명에 의한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방법 및 장치와 측정된 거리를 이용한 영상의 영역 구분 방법 및 장치
는 디지탈 방송과 관련된 제품 및 소프트웨어에서 기본 모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한편, 본 발명에 의한 영상의 영역 구분 방법 및 장치는 영상내에 존재하는 의미있는 대상을 검색 및 인식하거나, 의미
있는 대상을 트랙킹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의한 방법 및 장치로부터 구해진 최종 영상 그래프
를 이용하여 의미있는 대상이 차지하는 영역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이 때, 추출된 정보와 비슷한 정보를 갖는 대상이 
이전에 디스플레이된 화면을 검색하거나 인식할 수도 있으며, 추출된 정보와 비슷한 정보를 갖는 대상이 이전에 디스플
레이된 모든 화면들을 트랙킹할 수도 있다. 또한, 추출된 정보는 영상을 편집하거나 제작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MPEG등과 같은 영상 압축 방식으로 압축되어 전송될 영상에서 의미있는 대상만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고자 할 때, 
추출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좀더 세부적으로 압축하여 전송함으로써 전송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방법 및 장치와 측정된 색-텍스추어 거리를 이용
한 영상의 영역 구분 방법 및 장치는, 저휘도, 저채도의 영역 및 영역의 크기나 영역들간에 접해진 테두리의 길이등을 
고려한 정확한 색-텍스추어 거리를 제공하여 종래보다 효율적으로 영상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색과 텍스추
어를 동시에 이용하여 구한 색-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하여 영상의 영역을 안정되게 구분시킬 수 있으며, 텍스추어 특성
치를 간단히 계산하여 안정된 영상 구분의 수행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수차례에 걸친 영역 병합에 의해 평균적
으로 우수한 영역 구분 성능을 제공하며, 결국, 입력 영상으로부터 동일한 색 또는 동일한 텍스추어를 갖는 갖는 영역들
을 인간의 인지와 유사한 형태로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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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상의 화소들이 갖는 색 특성치들로 구성된 색 특성 공간상에서, 주어진 두 점들간의 휘도차, 채도차 및 색상차에 
각기 다른 중요도를 부여하고, 부여된 상기 중요도에 비례하여 휘도차, 채도차 및 색상차를 가산하여 상기 두 점들 사이
의 색 거리를 구하는 단계;

(b) 상기 화소들에 대한 텍스추어 특성치들로 구성된 텍스추어 특성 공간상에서, 주어진 상기 두 점들간의 텍스추어 특
성치 차와 텍스추어의 다중 크기에 부과되는 가중 계수를 이용하여 상기 두 점들 사이의 텍스추어 거리를 구하는 단계
; 및

(c) 상기 색 거리를 색 가중치와 승산하고, 상기 텍스추어 거리를 텍스추어 가중치와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들을 가산
하여 상기 두 점들 사이의 색-텍스추어 거리를 구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색상이 휘도나 채도보다 중요하고 휘도가 절대값에 접근할 수록 색은 검정색이 되고, 채도가 상기 절대값에 접근할 수
록 색상은 임의의 값을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상기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방법.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아래와 같이 상기 색 거리[D BHS1 (x,y)](여기서, x와 y는 상기 두 점들을 각각 나
타낸다.)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방법.

[여기서, B(o)(여기서, o는 x 또는 y에 해당한다), H(o) 및 S(o)는 어느 점(o)에 대한 휘도, 색상 및 채도를 각각 나
타내고,    는 B(x)와 B(y)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는 S(x)와 S(y)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W B , a 및 b들은 각각 상
수에 해당하고, FS (j)는 채도에 대한 선형 보정 함수를 나타내고, F H (j)는 색에 대한 선형 보정 함수를 나타낸다.]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형 보정 함수[F S (j) 또는 FH (j)]는 j가 1보다 적으면 j이 되고, j가 1이상이면 1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방법.

청구항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아래와 같이 상기 색 거리[D BHS2
2 (x,y)](여기서, x와 y는 상기 색 공간상에서 두 

점들을 각각 나타낸다.)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방법.

[여기서, B(o)(여기서, o는 x 또는 y에 해당한다.), H(o) 및 S(o)는 어느 점(o)에 대한 휘도, 색상 및 채도를 각각 나
타내고, WB , WH 및 WS 들은 각각 상수에 해당하고, FS (ㆍ,ㆍ)는 채도에 대한 비 선형 보정 함수를 나타내고, F H (ㆍ,
ㆍ)는 색에 대한 비 선형 보정 함수를 나타낸다.]

청구항 5.

제2 항 또는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아래와 같이 상기 텍스추어 거리[D t(x,y)]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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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z는 상기 가중 계수를 나타내고, tk
z(x) 및 tk

z(y)들은 x 및 y의 상기 텍스추어 특성치들을 각각 나타내고, 
k=1, 2, ...., K 에 해당하고, Z는 소정수를 나타낸다.]

청구항 6.

제5 항의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방법에 의해 계산된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하여 입력 영상을 다수개의 영역
들로 구분하는 영상의 영역 구분 방법에 있어서,

(d) 상기 입력 영상을 소정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평활화시키고, 평활화된 영상에서 엣지 부분을 강조하는 단계;

(e) 상기 색 특성치들과 상기 텍스추어 특성치들을 영상의 화소 단위로 구하고, 상기 (a) 단계로 진행하는 단계;

(f) 상기 (c)단계후에, 피라미드 영역 구분법에 의거하여,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와 제1 문턱값을 비교하고, 비교된 
결과에 상응하여 상기 영상의 영역을 세분하고, 세분된 영역들에 대한 정보를 갖는 기초 영역 구분 지도로부터 영상 그
래프를 구하는 단계; 및

(g)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와 제2 문턱값을 비교하고, 비교된 결과에 상응하여 상기 영상 그래프에 표시된 영역들을 
병합하여 최종 영상 그래프를 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한 영상의 영역 구
분 방법.

청구항 7.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f) 단계에서 이용되는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는 소정의 상기 색 가중치(w c ) 및 소정의 상기 
텍스추어 가중치(wt)를 이용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한 영상의 영역 구분 방법.

청구항 8.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에서 이용되는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는 상기 세분화된 영역들이 갖는 특성들에 상응
하여 가변되는 상기 색 가중치[wc (u', v')](여기서, u' 및 v'는 상기 세분화된 영역들을 각각 나타낸다.) 및 상기 텍스
추어 가중치[wt(u', v')]를 이용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한 영상의 영역 구분 방법.

청구항 9.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세분화된 영역들이 갖는 특성들은 세분화된 영역들의 텍스추어 정도[t(u',v')], 상기 세분화된 
영역들의 크기[p(u',v')] 및 상기 세분화된 영역들의 채도[s(u',v')]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
리를 이용한 영상의 영역 구분 방법.

청구항 10.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색 가중치[wc (u', v')]는 아래와 같이 구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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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및    은 색 및 텍스추어 가중 상수들을 각각 나타내고,                               (여기서, Tmax 는 상기 텍
스추어 정도의 최대값을 나타낸다.),                                   (여기서, Po는 상기 세분화된 영역들의 크기의 문턱
값을 나타낸다.) 및                                                    (여기서, So는 상기 세분화된 영역들의 채도의 문턱값
을 나타낸다.)을 나타낸다.]

상기 텍스추어 가중치[wt(u', v')]는 아래와 같이 구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한 영상의 영
역 구분 방법.

청구항 11.

제10 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는

(g1)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와 상기 제2 문턱값을 비교한 결과에 상응하여, 상기 영상 그래프상에 표시된 두개의 상기 
세분화된 영역들(u', v')을 병합하는 단계;

(g2) 상기 색 가중 상수(     )를 '0'으로 설정하고 WH ≪ WB및 WS ≪ WB의 조건을 부여하여 결정된 상기 색 가중치[
wc (u", v")][여기서, u" 및 v"는 상기 (g1) 단계에서 영역들을 병합한 최종 결과를 반영한 영상 그래프에 표시되는 두 
영역들을 나타낸다.], 상기 텍스추어 가중치[w t(u", v")], 상기 색 거리 및 상기 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하여 구한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와 상기 제2 문턱값을 비교한 결과에 상응하여, 두 영역들(u", v")을 병합하는 단계; 및

(g3)            로 설정하여 결정된 상기 색 가중치[wc (u"', v"')][여기서, u"' 및 v"'는 상기 (g2) 단계에서 영역들을 
병합한 최종 결과를 반영한 영상 그래프에 표시되는 두 영역들을 나타낸다.]와 상기 텍스추어 가중치[w t(u"', v"')]를 
이용하여 구한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와 상기 제2 문턱값을 비교한 결과에 상응하여, 두 영역들(u"', v"')을 병합하고, 
영역들을 병합한 최종 결과를 반영하여 상기 최종 영상 그래프를 구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제2 문턱값은 상기 영역의 크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한 영상
의 영역 구분 방법.

청구항 12.

영상의 화소들이 갖는 색 특성치들로 구성된 색 특성 공간상에서, 두 점들간의 휘도차, 채도차 및 색상차에 각기 다른 
중요도를 부여하고, 부여된 중요도에 비례하여 휘도차, 채도차 및 색상차를 가산하고, 가산된 결과를 상기 두 점들 사이
의 색 거리로서 출력하는 색 거리 계산부;

상기 화소들에 대한 텍스추어 특성치들로 구성된 텍스추어 특성 공간상에서 상기 두 점들이 갖는 텍스추어 특성치들을 
입력하고, 입력한 텍스추어 특성치들간의 차를 검출하고, 텍스추어의 다중 크기에 부과되는 가중 계수 및 검출된 차로
부터 상기 두 점들 사이의 텍스추어 거리를 계산하고, 계산된 상기 텍스추어 거리를 출력하는 텍스추어 거리 계산부; 및

상기 색 거리 계산부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색 거리를 색 가중치와 승산하고, 상기 텍스추어 거리 계산부로부터 출력되
는 상기 텍스추어 거리를 텍스추어 가중치와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들을 가산하고, 가산된 결과를 색-텍스추어 거리로
서 출력하는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를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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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이 휘도나 채도보다 중요하고 휘도가 절대값에 접근할 수록 색은 검정색이 되고, 채도가 상기 절대값에 접근할 수
록 색상은 임의의 값을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상기 중요도는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장치.

청구항 13.

제12 항에 있어서, 상기 색 거리 계산부는 아래와 같이 상기 색 거리[D BHS1 (x,y)](여기서, x와 y는 상기 두 점들을 
각각 나타낸다.)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장치.

[여기서, B(o)(여기서, o는 x 또는 y에 해당한다), H(o) 및 S(o)는 어느 점(o)에 대한 휘도, 색상 및 채도를 각각 나
타내고,    는 B(x)와 B(y)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는 S(x)와 S(y)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W B , a 및 b들은 각각 상
수에 해당하고, FS (j)는 채도에 대한 선형 보정 함수를 나타내고, F H (j)는 색에 대한 선형 보정 함수를 나타낸다.]

청구항 14.

제1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형 보정 함수[F S (j) 또는 FH (j)]는 j가 1보다 적으면 j이 되고, j가 1이상이면 1이 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장치.

청구항 15.

제12 항에 있어서, 상기 색 거리 계산부는 아래와 같이 상기 색 거리[D BHS2
2 (x,y)](여기서, x와 y는 상기 색 공간상

에서 두 점들을 각각 나타낸다.)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장치.

[여기서, B(o)(여기서, o는 x 또는 y에 해당한다.), H(o) 및 S(o)는 어느 점(o)에 대한 휘도, 색상 및 채도를 각각 나
타내고, WB , WH 및 WS 들은 각각 상수에 해당하고, FS (ㆍ,ㆍ)는 채도에 대한 비 선형 보정 함수를 나타내고, F H (ㆍ,
ㆍ)는 색에 대한 비 선형 보정 함수를 나타낸다.]

청구항 16.

제13 항 또는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추어 거리 계산부는 아래와 같이 상기 텍스추어 거리[D t(x,y)]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장치.

[여기서, wz는 상기 가중 계수를 나타내고, tk
z(x) 및 tk

z(y)들은 x 및 y의 상기 텍스추어 특성치들을 각각 나타내고, 
k=1, 2, ...., K에 해당하고, z=1, 2, ..., Z에 해당하고, Z는 소정수를 나타낸다.]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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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 항의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장치에서 계산된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하여 입력 영상을 다수개의 영역들
로 구분하는 영상의 영역 구분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 영상을 소정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평활화시키고, 평활화된 영상에서 엣지 부분을 강조하여 출력하는 영상 전 
처리부;

상기 영상 전 처리부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으로부터 상기 색 특성치들과 상기 텍스추어 특성치들을 화소 단위로 계산하
고, 계산된 상기 색 및 상기 텍스추어 특성치들을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 측정 장치로 출력하는 특성치 계산부;

피라미드 영역 구분법에 의거하고,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와 제1 문턱
값을 비교하고, 비교된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영상의 영역을 세분하고, 세분된 영역들에 대한 정보를 갖는 기초 영역 구
분 지도로부터 영상 그래프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주요 영역 구분부; 및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와 제2 문턱값을 비교하고, 비교된 결과에 응답
하여 상기 영상 그래프를 단순화하고, 단순화된 영상 그래프로부터 얻은 최종 영상 그래프를 출력하는 영상 그래프 단
순화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한 영상의 영역 구분 장치.

청구항 18.

제17 항에 있어서,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는 소정의 상기 색 가중치(w c )와 상기 색 거리를 승산하고, 소정의 
상기 텍스추어 가중치(wt)와 상기 텍스추어 거리를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를 가산하고, 가산된 결과를 상기 색-텍스추
어 거리로서 상기 주요 영역 구분부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한 영상의 영역 구분 장
치.

청구항 19.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는 상기 세분화된 영역들의 텍스추어 정도[t(u',v')](여기서, u' 및 
v'는 상기 세분화된 영역들을 각각 나타낸다.), 상기 세분화된 영역들의 크기[p(u',v')] 및 상기 세분화된 영역들의 채
도[s(u',v')]에 상응하여 가변되는 상기 색 가중치[wc (u', v')] 및 상기 텍스추어 가중치[wt(u', v')]를 상기 색 거리 
및 상기 텍스추어 거리와 각각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들을 가산하고, 가산된 결과를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로서 상기 
영상 그래프 단순화부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한 영상의 영역 구분 장치.

청구항 20.

제19 항에 있어서,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는

아래와 같이 색 가중치[wc (u', v')]를 계산하는 색 가중치 계산부; 및

[여기서,    및    은 색 및 텍스추어 가중 상수들을 각각 나타내고,                               (여기서, Tmax는 상기 세
분화된 영상들의 텍스추어 정도의 최대값을 나타낸다.),                                   (여기서, Po는 상기 세분화된 영
역들의 크기의 문턱값을 나타낸다.) 및                                                    (여기서, So는 상기 세분화된 영역
들의 채도의 문턱값을 나타낸다.)을 나타낸다.]

 - 20 -



등록특허 10-0378351

 
아래와 같이 상기 텍스추어 가중치[wt(u', v')]를 계산하는 텍스추어 가중치 계산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한 영상의 영역 구분 장치.

청구항 21.

제20 항에 있어서, 영상 그래프 단순화부는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와 상기 제2 문턱값을 비교하고, 비교된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영상 그래프상에 표시된 두개의 
상기 세분화된 영역들(u', v')을 병합하고, 병합된 최종 결과를 반영하여 생성한 제1 중간 영상 그래프를 출력하는 제
1차 영역 병합부;

제1 색-텍스추어 거리와 상기 제2 문턱값을 비교하고, 비교된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중간 영상 그래프상에 표시된 
두개의 영역들(u", v")]을 병합하고, 병합된 최종 결과를 반영하여 생성한 제2 중간 영상 그래프를 출력하는 제2차 영
역 병합부; 및

제2 색-텍스추어 거리와 상기 제2 문턱값을 비교하고, 비교된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중간 영상 그래프상에 표시된 
두개의 영역들(u"', v"')]을 병합하고, 병합된 최종 결과를 반영하여 생성한 상기 최종 영상 그래프를 출력하는 제3차 
영역 병합부를 구비하고,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는 상기 색 가중 상수(    )가 '0'으로 설정될 때 상기 색 가중치 계산부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색 가중치[wc (u", v")] 및 상기 텍스추어 가중치 계산부로부터 출력되는 텍스추어 가중치[w t(u", v")]를 W H ≪ 
WB및 WS ≪ WB의 조건에서 상기 색 및 상기 텍스추어 거리 계산부들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상기 색 거리와 상기 텍스
추어 거리에 각각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들을 가산하며, 가산된 결과를 상기 제1 색-텍스추어 거리로서 출력하고,

상기 색-텍스추어 거리 발생부는            의 조건에서 상기 색 및 상기 텍스추어 가중치 계산부들로부터 각각 출력되
는 상기 색 가중치[wc (u"', v"')]와 상기 텍스추어 가중치[wt(u"', v"')]를 상기 색 거리와 상기 텍스추어 거리에 각각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들을 가산하며, 가산된 결과를 상기 제2 색-텍스추어 거리로서 출력하고,

상기 제2 문턱값은 상기 영역의 크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텍스추어 거리를 이용한 영상
의 영역 구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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