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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s the multimedia processing application increases rapidly by going on increasing multimedia data, the
efficient retrieval method of image information is required in many fields of application and becoming the matter of major
concern. Furthermore, in the last few years rapid improvements in hardware technology have made it possible to process,
store and retrieve huge amounts of data in a multimedia format. As a result, Content-Based Image Retrieval (CBIR) has
been receiving widespread interest during the last decade. This paper propose the content-based retrieval system as a
method for performing image retrieval through the effective feature analysis of the object of significant meaning by using
YCbCr channel merging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man's visu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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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처리응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많은 응용 분야에서

영상 정보의 효율적인 검색 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중

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색인 기술

에서 탈피하여 내용기반 영상 검색의 초점을 두어 영상

의 시각적인 내용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색인화 하여 검

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내용기반 영상 검색(Content-Based image Retrieval)

[1]은 질의 영상으로부터 칼라(Color), 질감(Texture),모

양(Shape) 등과 같은 시각적 내용을 추출 한 다음, 영상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미리 저장된 각각의 대상 영상 특

징과 질의 영상의 특징과의 유사 도를 측정하여, 질의

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검색하는 기법으로 다양하게 연

구되고 있는데 그 중 색상은 내용기반 영상 검색 기법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RGB, YCbCr, HIS등의

색 채널 조합을 이용하여 표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검색의 수행 방법으로 사람의

시각 시스템의 특성을 기반으로 주요 의미를 객체의 효

과적인 특징 추출 방법 중 하나인 색상 정보를 통한 객

체 중심의 내용 기반 영상 검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색

상 정보는 기존의 컬러 영상을 그대로 이용한 히스토그

램 기법에서 색상 정보를 YCbCr 채널로 분류하여 세

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색상 정보가 보다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크기의 컬러 영

상을 선정하여 영상의 대표 색상인 흰색, 검정색, 파란

색, 빨간색, 노란색을 질의 영상으로 하여 결과를 보였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내용기반의 영상 검색 시

스템[2]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된 영상

검색 기술자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본 논문의

실험에 대한 평가를 위해 ANMRR(Average Normalize

Modified Retrieval Rank)[3]값을 사용하여 검색 순위의

평균을 측정하는 방법을 기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장

에서는 논문의 결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내용기반 영상 검색 시스템

2.1. 내용기반 영상 검색 시스템

다양한 영상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영상 검색을†E-mail : sia12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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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최근 여러 검색 기법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크

게 텍스트 기반 영상 검색과 내용기반 영상 검색[3,4]

이 있다. 텍스트 기반 영상 검색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빠른 검색 시간을

가지며 비교적 정확한 검색 효율을 얻는다. 그러나 텍

스트 기반 영상 검색 방법은 각 영상들의 초기 텍스트

정보만을 검색에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영상 내용을

정확하게 텍스트로 표현하는데 있어 주관적 판단이 들

어가기 쉽고 이미지의 모든 의미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다르게 내용기반 영상 검색은 색상이나 질

감, 모양과 같은 영상의 특징을 이용한 검색 기법으로

사용자의 질의 및 검색과정이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내용기반 영상 검색은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증가할수

록 검색 시간이 증가하며 유사도 측정에 의한 검색방

법이므로 검색 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진다.

내용기반 영상 검색 시스템은 영상자체의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색인

하고, 질의 영상을 통하여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영상

과 유사한 것들을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다양한

영상 검색 시스템은 사용 되는 특징 종류와 표현 방법

에 따라 다르며, 특징들 간의 유사 도를 측정하는 방법

또한 다르다. 내용기반 영상 검색 시스템의 성능은 영

상을 대표할 특징의 선택과 추출 방법 그리고 유사도

측정 방법 등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인 내용기반 영상

검색 시스템은 Fig. 1-1과 같이 구성된다. 

내용기반 영상 검색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질의 영상

을 입력 받는 Query module과 영상을 분석하여 특징

을 추출하는 Input module, 특징간의 유사 도를 계산하

는 유사성 측정 부 그리고 검색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Retrieval module로 구성된다.

Query input은 사용자가 검색 하고자 하는 질의 영

상을 보다 쉽게 입력할 수 있는 형태이다. 

Feature extraction은 검색 대상이 되는 영상 정보에

대하여 특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 특징을 추출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시스템에 사용되는 영상 특징은 색상,

질감, 모양 등으로 다양하며 특징의 종류와 표현 형태

에 따라 영상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은 달라진

다. Feature comparison은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에서

추출된 특징과 데이터베이스 내의 저장된 특징간의 유

사 도를 계산하여 유사 여부를 결정한다. Browsing

feedback은 검색된 결과를 사용자가 잘 확인할 수 있도

록 시각화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2.2. 영상 검색 기술자

2.2.1 Color Model

영상에서의 색상의 표현은 빨간색(Red), 파란색

(Blue), 녹색(Green)의 3가지 기본 컬러의 조합으로 이

루어진다. 인간의 망막(retina) 내부에 색을 감지하는

원주 체(cone)가 3가지 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컬러에 대한 표현을 표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컬러

모델(color model)[5]이라는 것이 있다. 이 컬러 모델의

좌표는 3원색의 각각이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으며, 하

나의 색은 이 좌표 계에서 하나의 점을 나타낸다. 컬러

모델에는 RGB 모델,  HSI 모델, YCbCr 모델 등 다양

한 모델이 있다. 이 중에서 RGB 모델은 컬러 모니터

나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

델이며, HSI 모델은 인간이 색을 인지하는 모델과 유

사한 직관적인 모델로 색상(Hue),채도(Saturation), 명

도(Brightness)를 이용해서 표현하며 YCbCr 모델은 휘

도신호(Luminance: Y), 색차신호(Cb, Cr)에 기반한 컬

러 표현방식이다.

(1) RGB Color Model

RGB 모델은 빛의 삼원색을 이용한 모델이다. 빨간

색, 파란색, 녹색의 3가지 기본 컬러의 조합을 이용해

서 컬러를 표현한다. RGB 모델은 R, G, B를 나타내는

3차원 좌표 계로 표현할 수 있다. 좌표 점 (0,0,0)은 검

정색을 나타내며, (1,1,1)은 흰색을 나타낸다. 검정색과
Fig. 1-1. Texture descriptor system.

Fig. 2-1. RGB col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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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을 연결하는 대각선은 빨간색, 파란색, 녹색의 3가

지 색이 동등한 비율로 혼합된 색으로 흑백 영상의 광

도를 가진다. 각각의 좌표 계는 빨간색, 파란색, 녹색이

합해지는 비율에 따라 다양한 색이 표현된다.

트루컬러 영상의 경우, 하나의 픽셀은 R, G, B 채널

을 조합해서 표현이 된다. 즉, 하나의 픽셀을 표현하기

위해 3바이트(각 채널당 1바이트)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즉 R은 0~255, G는 0~255, B는 0~255의 범위를

가지며, 3개의 채널이 합쳐져서 24비트(3바이트) 트루

컬러 영상을 만들어 낸다. 256*256*256=16,777,216

개 색의 영상으로 표현된다. 컬러 영상은 이러한 RGB

채널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 순서적으로 RGB의 값을

기록한다. 따라서 3바이트씩 건너 띄면서 픽셀 값들을

모으면 각각의 R, G, B 채널 정보를 볼 수 있다.

(2) HSI Color Model

HSI 컬러 모델은 인간의 색 인지 방법에 기반을 둔

모델이다. H는 색상, S는 채도, I는 명도를 나타낸다.

이 컬러 모델을 사용하면 특정한 컬러를 만들어내기

위해 색을 조합할 필요가 없다. H 자체가 색상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빨간색을 엷은 빨간색

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S를 조절하면 된다. 그리고 밝

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I값을 조절하면 된다. 이러한 이

유는 HSI 컬러 모델 자체가 RGB 공간 내에서 Fig. 2-
2과 같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색상 H는 빨간색, 파란색, 녹색 등의 색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축으로 0~360도의 범위를 가진 각도 값

으로 나타낸다. 0도는 빨간색, 120도는 녹색, 240도는

파랑 색을 나타낸다. 채도 S는 색의 순수도를 나타내

는 것으로서 순색에 첨가된 백색광의 비율을 나타내며

0~1의 범위를 가진 반지름에 해당된다. 파란색의 벽면

에 백색광을 비추면 파란색이 엷어지면서 흰색의 값에

가까워진다. 즉 채도 S값이 0의 값으로 되는 것이다.

중심축에서 멀어지면 채도는 높아진다. 명도 I는 세로

축에 해당하며, 빛의 세기를 나타낸다. 0~1의 값을 가

지며, 가장 아래쪽의 명도가 0이며, 0은 검정색을 나타

낸다. 반대로, 가장 위쪽이 명도 1을 나타내며 1은 흰

색을 나타낸다.

H성분은 수직방향으로만 값이 변한다. 원본 영상의

수평방향으로는 밝기나 채도가 바뀌지만 일정한 H값

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은 컬러 영상의 영역 분리를

시도할 때, H를 사용하면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동

일색 영역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값의 양 옆은

작고 가운데 부분은 큰데, 이것은 원본의 가운데 영역이

순색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I값의 경우 원본 영상을 보

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아지므로 I값은 이에 대응하여

오른쪽이 커지게 된다. RGB 컬러 모델로부터 HSI 컬러

모델로의 변환은 다음 식2-1과 같이 표현된다.

식 2-1

(3) YCbCr Color Model

YCbCr 컬러 모델은 휘도신호(Luminance:Y)[5,6], 색

차신호(Cb, Cr)에 기반한 컬러 표현방식이다. 원래 아

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면도 있지만, 우리의 눈이 색상보다 밝기

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색 차 신호를 처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즉, 색상정보에 들어가는 정보를

줄이고 밝기에 정보를 늘려주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화질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색 차 신호인 Cr은 R-Y, Cb는 B-Y의 디지털화 된

신호인데, 붉은 정도와 푸른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면 24비트 RGB 신호에서 YCbCr로의 변환은

식 2-2과 같이 표현된다.

식 2-2
이 128은 8비트에서의 0~255 범위를 갖기 위해 더

해주는 요소 값이다. 그리고 이 역변환 공식은 식 2-3

과 같이 표현된다.

H

1
2
--- R G–( ) R B–( )+[ ]

R G–( )2 R B–( ) G B–( )+
----------------------------------------------------------------

⎝ ⎠
⎜ ⎟
⎜ ⎟
⎛ ⎞

1–
cos=

S 1
3

R G B+ +( )
----------------------------- min R G B, ,( )[ ]–=

I
R G B, ,( )

3
----------------------=

Y 0.2999*R 0.587*G 0.114*B+ +=
Cb 0.1687*R– 0.3313*G– 0.50*B 128.0+ +=
Cr 0.50*R 0.4187*G– 0.0813*B– 128.0+=

Fig. 2-2. HIS col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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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3

2.2.2 Color Descriptor

내용기반 영상 검색에 이용되는 다양한 컬러 기술자

에 대하여 기술한다.
(1) Color Structure Descriptor

컬러 스트럭쳐 기술자는 영상 내에서 컬러 히스토그

램과 같은 컬러의 내용과 이들간의 구조에 대한 정보

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특징 값을 기술하는 기술자

이다. 지역 컬러 구조 정보를 컬러 히스토그램에 접목

시킨 것으로 영상 대 영상 검색이 주된 기능이다.

① 특징 값 추출

컬러 스트럭쳐 특징 값은 각 픽셀의 컬러 정보를 독

립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Structuring Element로

정의된 마스크 내에서 이웃한 픽셀의 컬러 개수를 고

려하여 추출한다. 이웃한 픽셀의 컬러 개수를 고려함.

② 특징 값 추출과정

MxN 크기의 윈도우인 SE가 영상 위를 오버랩 하면

서 움직일 때마다 SE에는 특정 컬러가 특정 량만큼 포

함되게 된다. 이때 컬러의 비율과 빈도수를 계산함으로

써 특징 값 추출. SE가 영상 전체를 움직이며 매 순간

컬러 비율 계산을 통해 빈도수 추출.

③ 검색 방법

질의에 의한 검색(query-by-example)과 영상 대 영상

검색(image to image matching)에서 color histogram

descriptor보다 높은 검색 효율을 보인다. 한 영상의 컬

러 스트럭쳐 특징 값을 hA(i)라 하고, 나머지 영상의 컬

러 스트럭쳐 특징 값을 hB(i)라 했을 때, 두 영상의 유사

도는 식 2-4과 같다.

식 2-4

(2) Color Layout Descriptor

컬러 레이아웃 기술자[7]는 컬러의 공간적인 분포를

기술하는 기술자이다. 64비트의 빈 개수로 영상이 갖

는 컬러의 공간 분포를 표현하며 유사도의 계산도 매

우 단순하여 빠른 검색 성능을 제공한다.

① 특징 값 추출

RGB color model → YCbCr color model

영상분할, DCT(Discrete Cosine Transform)변환, 추

출한 특징 값의 정규화, 지그재그 스캔(zigzag scan)을

적용하여 추출.

초기 영상을 8x8 크기의 블록으로 나눈 뒤 블록 내

의 모든 픽셀 값들의 평균값이 그 블록을 대표하는 픽

셀 값으로 지정한다. DCT 변환을 통해 저주파 성분인

상위 몇 개의 DCT 계수만으로 효율적인 컬러 정보를

추출하게 되므로 Y, Cb, Cr 영상에 대해 각각 DCT 변

환을 하여 지그재그 스캔을 적용하여 Y계수는 상위 6

개, Cb와 Cr계수는 상위 3개를 컬러 레이아웃 기술자

의 특징 값으로 추출한다. 추출된 Y계수 6개, Cb와 Cr

계수 3개의 컬러 레이아웃 특징 값 각각에 정규화 과

정을 수행한다.

(3) Scalable Color Descriptor

스케일러블 컬러 기술자[8]는 HSV 컬러 공간을 이

용한 기술자이다. 유사도 계산이 빠르며 많은 저장 공

간을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

지 않는 응용에 사용이 적합하다.

① 특징 값 추출

영상을 HSV를 이용하여 균등하게 256빈으로 양자

화 시킨 후, haar transform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수를

줄인 기술자이다. 이진화 된 표현은 256, 128, 64, 32

및 16빈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다양한 데이터 비율을

표현할 수 있으며, 검색의 정확도는 사용된 비트 개수

의 증가와 함께 향상될 수 있다.

haar transform은 high frequency 성분은 제외하고,

영상의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low frequency 성

분을 이용하여 특징 값을 추출한다. 빈이 한 레벨씩 낮

아지면서 특징 값의 개수도 반씩 줄어든다. 추출하는

특징 값의 개수가 적을수록 추출 시간을 절약할 수 있

지만 검색 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개수를 특징 값으

로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안된 영상 검색 기술자

영상 검색의 다양한 검색 기술자 중에서 컬러 기술

자를 연구 하였다. 컬러 기술자에서는 기존의 컬러영상

R Y 1.371* Cr 128.0–( )+=
G Y 0.698* Cr 128.0–( )– 0.336* Cb 128.0–( )–=
B Y 1.732* Cb 128.0–( )+=

Dcs A B,( ) hA i( ) hB i( )–
i

∑=

Table 2-1. Number of HSV histogram’s bin

Number of 
coeffcients

Number of 
bin H

Number of 
bin S

Number of 
bin V

16 4 2 2

32 8 2 2

64 8 2 4

128 8 4 4

256 16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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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히스토그램 추출에서 YCbCR 컬러 모델을 이

용하여 총 세 개의 채널에 다른 히스토그램을 추출하

여 특징 값을 추출하였다. 

3.1. Preprocessing

전처리 과정은 실제 검색이 수행되기 전에 다양한 크

기와 컬러 모델을 갖는 입력영상을 검색 기술자가 이용

하기 쉽도록 영상의 크기를 128×128로 조정하고, 본 연

구의 컬러 모델로 사용되는 YCbCr 컬러 모델로 변환

하여 준다. Fig 3.1와 같이 전 처리된 영상은 다음 절

에 나오는 컬러 히스토그램 기술자의 입력영상으로 제

공된다.

3.2. Color Histogram Descriptor

컬러 히스토그램 기술자에서 사용되는 YCbCr 컬러

모델은 Y채널의 명암부분과 Cb,C채널의 색상부분으로

나누어 처리된다. 

3.2.1. 채널 별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이란 각 명암 값에 대해 영상 안에서 그

명암 값을 갖는 화소의 개수를 보여주는 함수를 의미한

다. 따라서 영상이 구성 즉, 명암 대비 및 명암 값 분포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영상 히스토그램은 단지 화소

가 가진 명암 값에 대한 막대그래프이다. 히스토그램의

수평축은 명암 값이고, 수직 축은 화소의 개수이다.

  

x, y,  식 3-1

256컬러로 구성된 NxM크기를 가진 영상이 주어졌

을 때,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식 3-1과 같다. 여기서 값

의 범위는 0~255의 값을 갖는다. 와 의 범위는 및 을

갖는다. Fig. 3-3은 자동차 영상의 채널 별 히스토그램

을 나타낸다. 

3.2.2. 특징 값 추출

본 특징 값 추출에서는 Cb, Cr 채널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사전에 컬러영상과 흑백영상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컬러영상에서는 Cb, Cr에 해당하는 색

상 채널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였고, 흑백영상에서는

Y에 해당하는 명암 채널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였다. 

영상에서 추출된 히스토그램의 특징 값은 식3-2와
같이 정의된다.

bin 식 3-2

3.3. Similarity Matching

두 개의 히스토그램 기술자가 특징 값을 추출하는

방법에 이어 영상에서 추출된 정보를 히스토그램 기술

자가 효율적으로 서술하기 위하여 영상의 영역별 히스

토그램을 구분하고 영상간의 유사도 매칭을 기술한다.

3.3.1 Color Histogram

입력 영상은 YCbCr 컬러 모델에 의해 세 개의 채널

로 나눠지고, 세 개의 채널은 각각 256개의 히스토그

H i( ) H i( ) 1+= if P x y,( ) i=

0 x N,≤ ≤ 0 y M≤ ≤

V bi

i 0=

n

∑ Ci•= n Histogram=

Fig. 3-1. System structure.

Fig. 3-2. preprocessing.

Fig. 3-3. Y,Cb,Cr  Channel histogram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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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빈을 가진다. 영상 A와 영상 B 두 개의 영상간의

유사도 매칭을 계산한다[9]. 

4. 실험 결과 및 성능

본 논문에서는 YCbCr 컬러 모델의 히스토그램을 이

용하여 색상에 따른 검색 기술자를 정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영상 검색을 위한 실험 환경 및 실험에

이용된 영상 데이터베이스와 컬러 히스토그램 기술자

의 검색 결과를 평가한다.

4.1. 실험 환경

본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은 Pentium 4 3.0GHz, memory

1.5GB RAM을 이용하였으며, 운영체제 Window XP환

경에서 프로그래밍 툴로 Microsoft Visual C++을 이용하

여 구현하였다.

4.2.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영상은 주로 영상 가운데 부

근에 객체가 존재하는 다양한 크기의 컬러 영상으로

1,175개의 자동차 영상을 선정하여 이 영상들을 색상

에 의해 그룹화된 영상 집합 6개와 그룹화 되지 않은

영상들 129개로 구성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모든 실험 영상들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파악하여 수작

업으로 분류하였다. 

4.3.1. Color Histogram Descriptor

본 실험에서는 컬러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상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였다. 컬러 히스토그램은 자

동차의 대표적 색상이라고 할 수 있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을 질의 영상으로 하여 결과를 보였다. 흰색의

경우 히스토그램 특성상 은색과의 구분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Fig 4-1부터 4-3까지 색상 별 결과

영상을 나타낸다.

Cb, Cr 채널의 히스토그램이 비교적 뚜렷하게 분포

하는 빨간색과 노란색은 결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검

색 결과를 보인다.

4.4. 영상 검색 비교 평가

현재 국내외적으로 내용기반 영상 검색 시스템에서

성능 평가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 기존의 국내외 시

스템들은 사용화 된 시스템이 아니고, 실험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며, 타 연구화의 비교는 영상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나 영상 검색 시에 사용하는 특징성분 및 실험의

구현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4.4.1. ANMRR

본 논문은 실험에 대한 평가를 위해 MPEG-7표준에서

제시한 ANMRR(Average Normalized Modified Retrieval

Rank)값을 사용하였다. ANMRR은 모든 질의에 대하

여 표준화된 수정 검색 순위의 평균을 나타낸다.

ANMRR값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29].

질의 q의 Ground Truth의 개수를 NG(q)라 하고, 이

값은 K등수 안에 속한 Ground Truth의 개수이다. 여기

서, K=min(4*NG(q), 2*GTM)이고, GTM은 max{NG(q)}
으로 전체 질의에 대해서 구해진다. MR(q)=NG(q)-
NR(q)로 계산된다. 이 값은 검색 되지 않은 Item의 개수

를 나타낸다.Fig. 4-1. blue car image result.

Fig. 4-2. red car image result.

Fig. 4-3. yellow car imag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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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는 각 Ground Truth(GT)의 검색 결과에서의

등수를 의미한다. 만약 GT가 K등수 안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Rank(k)=K+1로 계산된다. 질q에 대한 평균

순위는 식 4-1로 표현된다.

식4-1

여기서 Rank(k)는 k번째 질의에 대한 검색 순위을 의

미한다. Modified Retrieval 는 식 4-2와 같이 계산된다.

식 4-2

Normalized Modified Retrieval Rank는 식 4-3으로
정의된다.

식 4-3

여기서 Q는 모든 질의 영상의 수를 표현한다. 표준

화된 수정 검색 순위는 [0.0~1.0]의 값을 가지며 recall,

precision과는 반대로 낮은 값을 가질수록 높은 검색 성

능을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ANMRR은 모든 질의 영

상에 대한 NMRR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다음의 식4-4
과 같이 계산한다.

식 4-4

4.4.2. 검색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YCbCr 컬러 모델을 이용한 Color

histogram descriptor의 검색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

하여 Red, Blue, Yellow에 대하여 비교, 실험하였다. 

Table 4-1은 Color layout descriptor와 성능 비교를

나타낸다. 본 결과 비교는 객관적인 성능 비교의 의미

보다는 특징에 따른 결과의 보편적 검색 효율 비교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의 영상과

주관적인 랭킹에 의해 다소의 결과 비교에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결과 비교의 관점에서 제안방

법은 검색하고자 하는 영상을 약 80%이상의 검색 효

율을 보였다.

5. 결 론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개발 및 보급에 의해 디지털

영상 정보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만들어져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데이터를 효율

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검색할 것인가’ 이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주관적인 성향이 강한 텍스트를

이용한 검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객관적인 성

향을 가지는 내용기반 영상 검색 시스템에 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내용기반 영상 검색 시스템(CBIR)에 있

어 영상이 갖는 색상을 이용한 영상 검색 기법을 제안

하였다.

색상 정보를 이용한 검색 기법으로YCbCr 색 채널

모델의 색상 정보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여 색상 분

포에 따른 특징 값을 추출하였다.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색상 분포는 영상에 담겨 있는 객체의 이동이나 회전

에 대하여 보다 강건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시

각적으로 색상의 분포만을 이용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Color Histogram Descriptor

는 ANMRR의 0.2365로 안정적인 수준에 검색 효율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색상 정보를 이

용한 검색 기법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따라 특징적

인 값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영상 검색은 다양한 특징

을 가지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효율적인 검색 결과를

갖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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