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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age identification methodology associates an image with a unique identifiable representation. Whenever the

methodology regenerates an identifier for the same image, moreover, the newly created identifier needs to be consistent

in terms of representation value. In this paper, we discuss a methodology for image identifier generation utilizing

luminance correlation. We furthermore propose a method for performance enhancement of the image identifier generation.

We also demonstrate the experimental evaluations for uniqueness and similarity analysis and performance improvement

that have shown favorabl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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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지영상 관련 부품의 소형화 기술의 발달과 성능이

개선되고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성능의 정지영상 모듈이

가능해짐에 따라 광범위한 응용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동향에 힘입어 휴대폰, MP3플레이어,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네비게이션, 태블릿 PC 등 소형

개인단말기에 정지영상 기능의 장착은 일반화를 넘어

기본적 기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정지영상 기능의

응용은 개인적 여가용 기기뿐만 아니라 보안, 생산품

관리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응용을 통해 생산되는 정지영상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재생하여야 하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처

리하여야 하는 정지영상 자료는 대용량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있고, 따라서 효과적인 정지영상의 저장, 검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론은 여러 응용 분

야에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다. 

정지영상 관리에 필요한 기능 중 특정 정지영상을

식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사용

자 임의로 인식자를 부여하는 방법과 시스템이 미리

설정된 절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파일이름 또

는 임의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단독으로 또는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지

영상의 물리적 속성과는 독립적인 방법들은 정지영상

을 구성하는 화소(pixel) 정보를 이용하여 추출된 속성

값을 응용하여 생성된 인식자와 비교할 때 다수의 단

점을 가지고 있다. 임의적인 방법이나 순차적인 방법에

의해 생성되는 인식자는 방법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의해 인식자가 손실 또는 변경되면 본래 부여

된 인식자를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동

일 생산자가 설정한 단순하고 순차적인 인식자 생성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여러 기기로부터 생성된 정지영

상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할 경우 인식자값의 충돌

로 인한 심각한 자료 체계화의 혼선을 피할 수 없다. 

정지영상의 다양한 속성을 검출하고 체계화하여 정

지영상 인식자 기능을 하거나 복합 인덱싱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논의 되어왔다. 정지영상이 포함하고

있는 객체를 형태요소로 재구성하고 형태 정보를 구조

화하여 검색에 사용하는 방법이나 다면적 속성을 병합

하여 정지영상 집합을 분할하는 방법 등은 정지영상에

대한 사용자 질의를 처리하기 위해 연구되었다[1,2].†E-mail : dk_jhpark@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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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론들은 정지영상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 기

반 정보를 체계화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도메인의

분할 또는 내용 기반 검색에 적합하지만, 특정 정지영

상을 구분해 낼 수 있는 기본적 인식자로 사용하기에

는 체계화 및 검색 수행에 따른 비용이 높아 적절하지

않다.

정지영상에 대한 색분포 히스토그램과 부가적인 기

술자를 인덱스 구성과 검색에 사용하는 방법은 인식자

생성에 필요한 정보의 양자화와 정규화 과정에서 문제

를 가지고 있다[3-5]. 다중 기술자 집합에서 정지영상

인식에 필요한 최적화된 기술자 선택을 위한 모델링은

정지영상 집합에서 특정 정지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지

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문맥이 다른 여러 기술자를 복

합적으로 사용하여 표현한다[6].

본 논문에서는 정지영상 속성과 무관하게 임의로 부

여되는 인식자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인식자 생성

방법론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방법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주어진

정지영상의 휘도를 변환하여 인식자를 생성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인식자 생성법의 유효성을 검

증하는 실험결과와 최적화로 얻어진 개선 효과 검증을

위한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예시한다. 

2. 본 론

2.1. 인식자 모델링

정지영상 인식자는 다음의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유일성: 집합에 속하는 특정 정지영상을 다른 정지

영상과 비교하여 분별할 수 있는 유일성을 기본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동일성: 동일 정지영상에 대해 항상 같은 인식자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성: 인식성 문제 해결과 아울러 유사 정지영상

은 인식자에서 구할 수 있는 근접성을 표현할 수 있어

야 한다.

·효율성: 대용량의 정지영상을 관리하기 위하여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일성, 동일성, 유사성, 효율성을 고

려할 때, 단일 문맥에서 생성된 정수 값을 사용하며,

식 (1)과 같은 형태로 인식자를 구성한다. 정지영상 i

에 대한 인식자 Ii 는 k 개의 속성값을 가지는 벡터로

정의한다. 

(1)

인덱스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fi
k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정값과 변동값. 고정값은 정지영상의

크기와 같이 정지영상 속성 중 고유의 값으로 속성 추

출과정이 적용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속성을 의미한

다. 변동값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속성값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델링은 구성 속성값의 공간을 다면

적으로 확장하여 보다 개선된 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함

이다.

2.2. 휘도변환 기반 인식자 생성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인식자 생성 과정은 휘도의

변환, 변이 패턴의 인식, 정규화 과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림1은 이 과정을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휘도변환 기반 인식자 생성은 정지영상의 휘도

(luminance)의 변화가 검출되는 분포를 인식자 생성의

기본요소로 한다. 정지영상의 휘도를 나타내는 구간을

[0, m] 이라고 할 때, 표현이 가능한 최대 휘도 m이다.

주어진 정지영상은 휘도를 중심으로 분석할 때 인접한

화소들이 동일 휘도를 가지는 경우 해당 화소들을 하

나의 영역으로 분간하여 전체 정지영상을 분할될 수

있다. 따라서 정지영상에서 인간이 인지하는 선이나 면

등의 도형적 인지대상은 실제적으로 휘도에 따른 정지

영상 공간의 분할이다[7]. 휘도 변화를 공간 주파수로

표현하면 유사한 휘도를 가지는 배경이나 한 물체의

내부 영역은 저주파 성분으로 형성된다. 휘도영역을 이

용한 인식자를 생성법은 공간 저역필터를 사용하여 휘

도 범위를 감소시키고, 정지영상의 전체 영역을 동일

휘도를 공유하는 다수 하부영역으로 분할한다. 이러한

하부영역으로 분할된 정지영상 정보를 정량화하기 위하

여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전체 정지영상 영역을

대상으로 다수의 가상적인 직선을 설정하여, 각 직선

구간 별로 검출되는 영역의 변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가상 직선은 그림 2와 같다. 

표현 가능한 휘도가 많을수록 휘도 변이가 심한 고

주파 영역이 많아, 휘도 변이가 발생하는 검출점이 과

도하게 되고 인식자 생성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저주파 공간만을 고려하여, 휘도

범위를 너무 작게 설정할 경우에는 계측량 공간이 협

소하게 되어 인식자의 기능이 약화되어 성공적인 인식I
  i

 f  0
  i
f  1
  i
… f  k

  i
 , , ,( )=

Fig. 1. Image identifier gene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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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생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휘도구간의 변화를 통해 최대 휘도를 m 보다 작은

휘도 n 으로 감소시키면 유사한 휘도를 가지는 인접한

분할영역이 하나의 동일한 휘도를 가지는 영역으로 병

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변환 전 독립 영역으로 존재

하던 작은 영역들이 보다 큰 영역으로 병합되어 전체

정지영상의 휘도에 따른 분할이 단순화되게 된다.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휘도 정보는 8 비트를 사용하며 0부

터 255까지의 휘도를 표현한다.

그림3 은 본래 주어진 정지영상의 휘도 구간을 변화

시키면서 동일 휘도에 따른 정지영상 분할의 변화를

예시한다. 왼편은 [0,255], 오른편은 [0, 15]의 휘도 구

간을 가진다. 

최대 휘도 125를 가지는 왼편 정지영상과 휘도 범위

15를 가지는 오른쪽 정지영상을 비교해보면 휘도 영역

분할이 단순해지면서 유사한 휘도를 가지고 분할된 인

접한 영역들이 통합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단

순화된 영역분활 패턴이 인식자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휘도 변환을 통한 인식자 생성은 기초적인 요건을 만

족한다. 우리는 인식자 생성에 적합한 휘도 범위를 실

험을 통해 검출할 것이다.

축소된 휘도 범위를 이용하여 정지영상을 변환하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휘도 변이를 좀 더 상세하게 예시

하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주어진 정지영상의 휘도에

따른 영역분할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예를 택하였다.

이러한 예는 선을 기본으로 하는 인식자 구성 방법론

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예이다. 8비트의 휘도 정보 구

간을3 비트 휘도를 적용하여 주어진 정지영상을 변환

했을 때의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휘도 변이의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가시화 하기 위

하여 Canny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경계선 검출을 한 결

과는 그림 6에 보이는 바와 같다. 경계선 검출은 과정

을 가시화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인식자 생성에는 포

함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 가상직선을 설정하기 위하여DDA

(Digital Differential Analyzer)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8]. 가상직선을 설정하기 위하여 주어진 정지영상을 n

x n 정사각형에 배치하면 정지영상이 파괴가 된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3 x 3마스크를 사용하여 중심 화소

는 8개의 이웃 화소를 가지게 설정하고, 가상 직선을

완벽하게 설정할 수 없는 경우 가상직선에 근접한 화

소를 포함한다.

2.3 인식자 생성 최적화

휘도 변이 패턴을 검출하기 위한 비용은 주어진 정

지영상의 화소수에 비례를 한다. 주어진 정지영상의 픽

셀수가 가로 m개, 세로 n개라고 할 때, 전체 화소수에

Fig. 2. Virtual lines for interaction detection.

Fig. 3. Images with different luminance degree.

Fig. 4. Images for testing luminance range change.

Fig. 5. Images with 3-bit luminance.

Fig. 6. Edges in the images with 3-bit lu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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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처리비용은 O(m × n) 로 단순화 할 수 있다. 하

지만, 실제 인식자 생성은 가상의 직선요소에 비례를

한다. 필요한 직선을 구성하는 이상적인 화소수는 다음

과 같다.

(2)

이 화소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수행 시간은 O(m + n)

이 된다. 실제 가상직선에 필요한 화소수는 가장 이상

적인 직선형태가 아니라 인접한 화소를 포함하는 비용

이다. 이는 대각선 구성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가상

직선과 인접한 영역에 대해서만 휘도 변환과 변이 측

정을 수행한다면 전체 수행시간을 개선될 수 있다.

3. 실험 및 분석

3.1. 실험 환경

실험에는 JPEG 형태의 정지영상을 사용하였으며,

각기 다른 검증을 위해 실험용 정지영상 집합을 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인식자생성 프로그램

은 OpenCV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9]. 실험은 2.93

Gh CPU 를 사용하였다. 

인식자 요구조건의 만족도 검사에는 그림 7에 보이

는 9개의 정지영상들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정

지영상은 왼편 위쪽부터 6개 정지영상들(I1 ~ I6)은 위

쪽 정지영상 I2 의 노출 정도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

여 변경하여 제작하였다. 아래쪽 정지영상(I7 ~ I9)는

앞의 정지영상과 관련이 없는 정지영상들로 구성되었

다. 이러한 실험환경은 10000개가 정지영상을 대상으

로 하는 초기 실험을 거쳐, 보다 민감한 실험조건을 구

축하고자 마련되었다. 최적화 검증에는 1000개의 정지

영상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했다.

3.2. 인식자 생성 만족도 

인식자 구성을 위한 최적의 휘도 구간은 [0,15] 임을

실험결과 알 수 있었다. 이 보다 큰 휘도 구간에서는

동일한 유일성 만족도를 보이고, 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유일성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은 9개의 정지영상의 인식자 구성이며, 논의

한 바와 같이8개의 가상 직선에서 검출되는 휘도 변이

를 측정한 요소값으로 구성된다. 그림에서 앞쪽 그룹은

정지영상 I1 ~ I6 의 인식자 구성이고, 뒤쪽 3 개는 I7

~ I9의 인식자 구성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험에

사용된 정지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정지영상 I1 ~ I6

은 유사한 영상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제안하는 방법

론은 인식자의 유일성과 동일성을 만족한다. 이를 보다

분명하게 예시하기 위하여 그림 9는 유사한 정지영상 6

개에 대한 인식자 구성을 실제 값과 함께 예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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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st images (I1-9: from top-left).

Fig. 8. Identifier configuration for 9 images.

Fig. 9. Identifier configuration for 6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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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인식자 사이의 유사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식자를 구성하는 벡터값을 이용하여 유클리디안 거

리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는

정지영상을 나타내며, 그림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정지

영상들이 동일 순서로 보인다. 그림에 보이는 왼쪽 앞

부분은 정지영상 I1 ~ I6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그

림의 오른쪽 부분과 뒤쪽 부분은 유사성이 육안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유사성이 없는 정지영상 I7 ~ I9사

이의 거리를 가시화한 것으로 그림과 같이 생성된 인

식자 사이의 유사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인식자 생성 방법론

은 유사성 측정 측면에서도 인식자로서 유사성 검색을

수행할 때 유효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3.3 인식자 생성 최적화 성능

제안하는 인식자 생성 방법론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식자 생성에서 필요한 요건들을 만족시키고 있

다. 성능 개선을 위해 제안하는 최적화 방법론을 적용

할 때의 결과는 앞에서 검증한 결과와 동일하다. 하지

만, 대상 정지영상에서 필요한 영역 즉 가상 직선을 구

성하는데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만 주어진 휘도에서 목

표 구간으로의 휘도 변환만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휘

도 변이를 측정하기 때문에 수행속도 측면에서는 개선

을 이룰 수 있다. 그림 11은 실험 대상 정지영상들에

대해 MByte 당 걸리는 시간의 평균을 측정한 결과이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최적화를 적용한

인식자 생성 방법론은 현저한 성능 수행 개선을 이루

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정지영상의 휘도영역을 이용한 속성

을 추출하여 정지영상 인식자 생성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논의를 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

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정지영상 데이

터베이스 인덱싱이나 파일 시스템의 객체명 생성에 사

용할 수 있으며, 정지영상 관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인식자의

요건을 만족할 뿐 아니라, 정지영상의 유사성 측정을

통한 검색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인

식자 생성 방법론의 필요 비용을 최적화한 결과, 최적

화된 방법론은 대용량 정지영상 데이터베이스에 적용

또는 계산용량이 작은 기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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