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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efficient method of object identification and localization for image recognition. The new

proposed algorithm utilizes correlogram back-projection in the YCbCr chromaticity components to handle the problem

of sub-region querying. Utilizing similar spatial color information enables users to detect and locate primary location and

candidate regions accurately, without the need for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number of objects. Comparing this

proposed algorithm to existing method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improvement of 21% was observed. These results

reveal that color correlogram is markedly more effective than color histogram for this task. Main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hat a different way of treating color spaces and a histogram measure, which involves information on spatial color,

are applied in object localization. This approach opens up new opportunities for object detection for the use in the area

of interactive image and 2-D based augmente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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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다양한 분야에서 대용량의 디지털 이미지 레포지토

리(Repository)가 활용되면서 이미지 압축/전송뿐만 아

니라, 이미지에 대한 인식(Recognition)과 검색 분야가

연구분야로 각광받고 있다[1].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Content-Based Image Retrieval)은 대용량 이미지 데

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이미지와 유사성을

갖는 특정 디지털 이미지들을 검색하는 컴퓨터 비전의

응용분야이며, 칼라(Color), 질감(Texture), 모양(Shape) 등

과 같은 시각적 특징을 추출하고, 유사성을 평가한다[2].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은 크게 2가지 접근 방식을 지

원하며, 전역 특징 기술자(Global feature descriptor) 와

지역 특징 기술자(Local feature descriptor)가 있다[3].

두 기술자의 차이로, 전역 기술자는 이미지 전체 영역

을 대상으로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반면에, 지역 기술

자는 이미지 내에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유사 객체를 검색한다. 두 가지 모두 영상 검

색에서 유용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지만, 서로 다른 형

태의 이미지 질의 관점을 가진다. 전역 기술자 기반 이

미지 검색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얼마나 많은 유

사 이미지들이 존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지

역 기술자 기반 검색은 이미지 내에 유사 객체를 가진

이미지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보다 큰 관심을 갖는다[4].

예를 들어, “이미지의 오른쪽 부분에 빨간색 장미가 있

는 이미지만을 검색한다”라고 할 때, 전체 영역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기 보다는 어느 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특징만을 고려해야 한다. 전역-기반 검색과 지역-기반

검색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자

동화된 추출 과정과 시각적 특징의 효율적인 표현을

수행하는 기능은 공통적으로 수행한다.†E-mail : wangcho@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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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일정 영역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이러한 검사에는 두 가지 유형

이 있다. 하나는 객체의 존재 여부 검출(Object pre-

sence detection)과 객체 지역화(Object localization)이

다[5]. 객체 존재 검출은 이미지 내에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 이상의 객체가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지

를 결정하는 기능이며, 이미지 분류화(Image classi-

fication)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객체 지역화는 이미지

에서 주어진 특정 카테고리의 인스턴스에 대해 경계

영역을 검출하는 기술이다. 먼저, 이미지에서 특정 객

체(예, 빨간색 장미)를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객체가 존

재할 경우, 해당 객체가 차지하는 이미지 내의 위치를

검출한다. 이러한 단계를 지역화 문제(Localization

problem)라고 한다[5]. 주어진 모델 이미지 M (검출 대

상이 되는 전체 영역 이미지와 구분하기 위해 모델이

라 명명한다)과 검출 대상이 되는 이미지 I 에 대해, 모

델이 이미지에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즉, 모델은 이미

지의 한 부분 영상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질의 모

델 M 이 검출 대상 이미지 I 내 어느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찾아낸다. 

본 논문에서는, 부분 영역 이미지 질의에 대한 지역

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투영 방식이 어떻게 활용

되는지를 살펴보고, 부분 영역을 결정하기 위한 블록-

지향 분해(Block-oriented decomposition) 기술을 적용

하여, 검출 대상 이미지에서 주어진 객체의 위치를 식

별하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

고리즘에서는 객체와 가장 일치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객체의 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없이 후보 대상 객체

위치도 검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선행 연구[6]를 확

장하여,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실험 평가를

통해, 검출 성공률의 향상과 처리시간의 단축을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부분 영역

이미지 검색에 대한 관련 연구와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 제안하는 객체 식별 및 지역화 알고

리즘을 설명한다. 4장에서 실험 데이터를 통해 제안 알

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

한다.

 2. 관련 연구와 이론적 배경

 부분 영역 질의 기반 이미지 검색은 전체 영역을 대

상으로 하는 검색보다 기술적으로 어렵다. Fig. 1과 같

이 두 단계를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영역

검출 (Region extraction) 및 분할화(Segmentation)를

수행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분할된 영역의 특징 벡터

를 추출한다[7]. 

 본 논문에서는, 지역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역

검출에 초점을 맞추고, 공간적 칼라 히스토그램을 주로

다룬다. 영역 추출의 주요 목적은 사용자가 가장 관심

을 갖는 영역의 공간적 경계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며,

입력되는 질의 이미지에 있는 객체와 유사한 객체가

대상 이미지에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어느 위치

에 존재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 검출에

사용되는 여러 기술들이 연구되었으며, (1) 수작업(또는

반-자동)에 의한 검출(Manual extraction), (2) 고정된 블

록 분할화(Fixed block segmentation), (3) 칼라 분할화

(Color segmentation) 와 (4) 템플릿 매칭 기법(Template

matching)이 있다[8]. 이들 중에서 템플릿 매칭 기법은

객체가 있는 작은 질의 이미지를 템플릿으로 가져오고,

템플릿을 검출 대상의 이미지 전체 영역에서 가능한

모든 위치를 따라 움직이면서, 가장 적절한 매칭을 찾

아준다. 

최근 동영상에서 움직이는 객체(예, 사람 또는 자동

차)를 검출하고 추적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며[9],

하나의 이미지 내에서 어떤 객체의 위치를 찾아내는

여러 알고리즘들이 제안되고 있다. 

Lampert 은 브랜치 및 바운드 절차(Branch and bound

procedure)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서브-윈도우 검색(Sub-

window Search) 알고리즘 사용을 제안하였다[10]. 실험

에서, 전역 최대 경계를 식별하는 데, 최악의 계산 복잡

도가 n * n이미지에서 O(n2)을 보였다. Malki 는 이미

지의 다중 해상도 쿼드 트리 표현식을 이용하여 영역

질의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다[11]. 해당 연구는 구조화

된 영역을 가진 고정 크기의 중첩되지 않는 블록을 사

용하였기 때문에, 템플릿 매칭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

가능하다. 객체 지역화를 위해 칼라 템플릿과 히스토그

램을 사용한 논문도 발표되었다[12]. 히스토그램 기반

접근은 스케일링과 보는 관점의 변화에 유연성을 가지

기 때문에, 객체의 추상적 표현에 유용하다. 그러나, 배

경 전반에 걸쳐 칼라의 분포 정보가 이미지에서 중요

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지만, 이를 배제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또한, 객체 모양이 너무 작은 경우 적용

Fig. 1. 부분 영역 검색의 일반적인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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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칼라 상호-

발생(Color co-occurrence) 히스토그램 또는 코렐로그

램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1. 코렐로그램(Correlogram)

 코렐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히스토그램은 이미지 내

에 표현되는 모든 칼라에 대한 빈도수를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미지 I 에서의 칼라 ci 에 대한 빈도

수는 수식(1)과 같이 표현된다.

(1)

히스토그램은 이미지 전체 영역에서 칼라 ci를 갖는

픽셀이 발생하는 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지 내의

다른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칼라 분포를 표현하지 못

한다. 이러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코렐로그램은 픽셀의 칼라 분포뿐만

아니라 칼라 (ci, ck)의 쌍에 대한 공간적 상관관계

(Spatial correlation)를 표현한다. 코렐로그램은 주어진

칼라 ci 를 갖는 픽셀 p1 에 대해, 일정 거리 d 내에 특

정 칼라 ck 를 갖는 픽셀 p2 가 존재하는 확률을 나타

내며, 칼라 (ci, ck) 쌍에 대한 코렐로그램은 수식(2)와

같다.

 

코렐로그램에서 2개의 칼라 ci, ck로 이뤄진 쌍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합을 다루기 때문

에, 코렐로그램의 크기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토코렐로그램(Autocorrelo-

gram)을 활용한다. 이는 동일한 칼라 사이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코렐로그램의 간략화된 부분

집합이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 되며, 이를

수식(2)에 적용하면 오토코렐로그램은 수식(3)과 같이

표현된다[7,13].

(3)

2.2. 템플릿 매칭(Template matching)

템플릿 매칭을 구현하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

로, Swain이 처음으로 제안한 히스토그램 역투영

(Histogram back-projection) 방식이 있다[13]. 대상 이

미지 히스토그램을 질의 이미지 히스토그램으로 나눈

몫으로 역투영시킴으로써 이미지 내에 공간적으로 밀

접된 칼라 히스토그램의 가장 큰 위치를 얻을 수 있다.

히스토그램 역투영 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

이미지 M과 데이터베이스 내의 검출 대상 이미지 I가

주어지면, 히스토그램 비율 Rh 는 수식(4)로 계산된다.

(4)

 

 m은 히스토그램 빈(bin)이며, HM과 HI는 각각 질의

이미지 M과 검색 대상 이미지 I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다. 이미지의 각 점은 수식(5)으로 할당되며, 블러링 마

스크 (Blurring mask) D는 라디안 r에 대해 수식(6)으

로부터 얻을 수 있다.

B[m,n] = Rh(I[m,n]) (5)

(6)

 

 이후, 이미지 B'는 블러링 마스크 D와 역투영된 이

미지 B를 콘볼류션 연산으로 얻는다.

B'[x,y] = Dy[x,y]*B[x,y] (7)

수식(7)에서 연산자(*)는 2차원 콘볼류션 연산을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질의 모델에 대해, 이미지 내의 위

치 (x, y)좌표는 수식(8)로부터 얻는다.

(xp, yp) = max(B'[x,y]) (8)

수식 (8)에서 반환되는 점 (xp,yp)는 역투영 이미지 B'

에서 최대값을 갖는 위치이며, 이미지 내에 질의 이미

지 M 의 히스토그램과 가장 유사한 위치에 대응된다.

그러나, 이러한 역투영 방식에서는 히스토그램 빈(bin)

을 대상으로 연산하기 때문에 공간적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수의 유사한 칼라의 물

체들이 나타날 경우에 잘못된 매칭(False matching)을

보일 수 있다. 즉, 히스토그램 역투영 방법은 이미지

해상도나 히스토그램 레벨(Level)에 민감하여, 이들의

값 변화에 따라 위치 검출 성공이 급격하게 감소될 수

있다.

3. 제안 알고리즘

히스토그램 역투영 (Histogram Back-projection)기법

은 공간적 상관관계(Correlation)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칼라의 상관 관계를 적용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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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칼라(Spatial-color) 정보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Fig. 2는 제안하는

질의 객체의 위치 검출에 대한 블록도이다. 제안 알고

리즘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질의 이미지(모델 이

미지) M과 데이터베이스 내의 검색 대상 이미지 I가

주어지면, 첫 번째 단계로 이미지 전처리(Pre-

processing) 과정을 수행한다. 여기에서는 칼라 공간 전

환, 칼라 채널 분리 및 양-방향 다운 샘플링(Bi-

directional down sampling)을 수행한다. 모델 영상과

데이터베이스 내의 객체 검출 대상 이미지는 JPEG 표

준 이미지에서 사용하는 YCbCr 칼라 공간으로 각각

전환된다.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코렐로그램(Correlogram) 은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칼라들 간의 공간 상

관관계(Spatial correlation)을 계산하며, 이는 공간 정보

에 따라 높은 계산 비용(Computational cost)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

에서는 분리된 색차 채널(Chrominance channel) 에 대

해 수평과 수직적으로 4 : 1 : 1 다운 샘플링을 수행한다.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 이후, 수식(9)과 수식(10)을

이용하여 변환된 모델과 이미지에 대한 코렐로그램과

이에 대한 비율 Rc을 계산한다. 

(9)

수식 (9)에서 ci는 구별되는 칼라 값을, d 는 상관관

계의 거리를 의미하며, 이미지 픽셀 p(x,y) 에 대한 코

렐로그램  는 수식 (3)을 재구성하여 얻는다.

(10)

m은 양자화된 값이며, 와 는 각각 거리d 를

갖는 모델 영상 M과 대상 이미지 I의 코렐로그램을 의

미한다. 수식 (10)에서, Rc값은 이미지에서 색상 j 값을

갖는 이미지 픽셀이 모델의 거리 사이에 발생할 수 있

는 확률을 나타낸다.

이미지의 모든 픽셀에 대해 모델의 일부가 될 수 있는

확률값을 계산하고 이미지 칼라을 배치하기 위해 수식

(11)을 이용하여 역투영 이미지 Bc를 얻을 수 있다.

Bc[m,n] = Rc(I[m,n]) (11)

수식(6)을 이용하여 블러링 마스크 Dc 를 생성하고,

역투영 이미지 Bc 와 콘볼류션(convolution) 연산을 통

해 최종의 역투영 이미지 를 얻는다. 결과 영상에

서 최대값의 위치를 식별하여 이미지 내의 모델 위치

를 얻는다. 수식(11)에서의 콘볼류션은 부분 영역들을

통해 확정되는 값들의 합을 의미하며, 결과상에서 최대

값을 갖는 곳은 모델이 이미지 내에 대상 객체를 검출

되는 위치를 나타낸다. 이러한 최대 값의 위치 선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후보 대상 객체의 존재 여

부 및 위치 판정을 위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으며, 역

투영 이미지에서 임계치(Threshold)를 통해 후보 대상

객체를 판별한다.

[알고리즘1] 대상 객체 선정 및 후보 대상 객체 판별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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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제안 알고리즘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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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1)에서 반환되는 구조체 pLocs는 이미지

내에서 선택된 모델의 위치 값들을 가진다. 알고리즘

(1)에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함수(예, Find)는 Matlab 에

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함수이며, 소문자로 시작하는 함

수(예, getImageSize)는 사용자-정의 함수를 의미한다.

이들 중에서 getImageSize 함수는 매개변수로 전달되

는 영상의 폭과 높이를 반환하며, generate1DSequence

함수는 알고리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2-D 이미지를

1-D 배열로 변환한다. 이를 통해 최대값과 후보값을 선

별하는 과정에서 계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addPoint

는 반환되는 구조체에 후보값을 배열로 추가하는 함수

이다. peakLoc 는 최대값과 후보값에 대한 (x,y) 좌표

값이 되며, 1차원 배열에서의 인덱스 값을 2차원 (x,y)

값으로 반환 받기 위해 Floor 와 Ceil 함수를 호출한다.

Fig. 3은 제안 알고리즘을 통해 객체의 위치를 식별

한 예제 영상이다. Fig. 3(c)에서 오른쪽 하얀색의 사각

형은 역투영 이미지에서 최상위 값을 가진 위치이며,

모델에 따른 검출된 정확한 위치를 보여준다. 왼쪽 노

란색 사각형은 최상위 값과의 임계치 범위 내의 값으

로, 두 번째로 높은 값의 위치이며, 모델에 따른 대상

객체 검출의 후보 대상이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을 위해,

함수 loc(M, I) 를 산출한다. 만약 반환된 위치가 모델

M 의 이미지 I 내의 실제 위치에서 신뢰 허용 오차 범

위 내에 존재한다면, loc() 함수는 1을 반환한다. 허용

오차 범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0을 반환한다. 대상

객체의 성공적인 검출 임계값은 추출한 모델의 중심

크기의 1/4 범위 내에 검출된 모델의 중심점이 포함되

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하

였다. 실험 평가에 사용된 모델들 M1, M2 .. , Mn과 대

응되는 이미지들 I1, I2, .. , In에 대해, 제안 알고리즘의

검출 성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2)

n은 실험 데이터베이스내의 영상 개수이다.

4.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객체 위치 검출 알고리즘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해, 3개의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하였으며, 각각은 코렐 사진 갤러리(Corel photo

gallery)1, MPEG-7 CCD (Common color datasets)2과

자연 사진 영상(Natural photos) 집합3이다. 각 영상 데

이터베이스는 다양한 해상도(예를 들어, 384*256,

640*420, 768*512, 1600*1200 등)의 영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람, 꽃, 버스, 과일, 건축물, 재료 등의 다양

한 객체들이 존재하는 사진을 대상으로 실험 평가하였

다. 객체의 위치 검출을 위해, 모델 이미지와 데이터베

이스 내의 대상 이미지에는 반드시 객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3개의 영상 데이터베이스에서 풍경 사진 등 객체

를 포함하지 않는 이미지들은 실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외시켰으며, 객체를 포함하는 이미지들만을 선정하고

2,200 개의 이미지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Fig. 4는

대상 이미지 I와 이에 대응하는 질의 모델 M에 대한

샘플 이미지이다. 

successRadio

loc Mi Ii,( )
i 0=

n 1–

∑

n
-----------------------------=

Fig. 3. 제안 알고리즘을 통한 성공적인 객체 검출 예제.

Fig. 4. 검출 대상 이미지와 이에 대응하는 질의 모델 이미

지의 예제 쌍.

1http://wang.ist.psu.edu/docs/related
2http://abacus.ee.city.edu.hk/mpeg7/
3http://www.freeimages.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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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히스토그램 역투영 방식과 제안하는 코렐로

그램 역투영 방식을 기반으로 객체 검출을 수행한 예

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기존의 알고리즘은 가장 적합

한 하나의 객체 위치만을 검출하는 것에 비해, 제안 알

고리즘에서는 가장 적합한 객체 위치뿐만 아니라, 모델

과 유사한 후보 객체의 위치를 함께 검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 

Table 1은 2,200개 이미지에 대한 위치 검출 질의 결

과이다. 실험은 2.66 GHz 인텔 코어2 듀오 CPU와

2GB 메모리, Windows XP Professional 운영체제의

PC에서 수행되었으며, 알고리즘은 Matlab 7.0.1 로 구

현하였다. 검출 성공률과 처리 시간에 대한 트레이드오

프를 고려하여, 4 : 1 : 1 다운 샘플링 비율과 상관관계

거리 d = 1 에서 객체 검출 수행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질의 모델의 위치 식별에 대해, 기존의 히스토그램 역

투영 방식은 66%의 검출 성공률을 보인 반면, 본 논문

의 제안 알고리즘은 87%의 검출 성공률을 보였다. 실험

결과에서 21%의 향상된 성공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 이전의 연구 [6] 에서 얻은 평균 처리시간 4.76초에 비

해, 평균 처리시간(3.11초)에서 빨라진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히스토그램 역투영 방식[12]에 비해, 처리시간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남아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델 영상에 대한 이미지 위치 검출

과 객체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코

렐로그램 역투영 방식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블록-기반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 알고리즘은 모델 객

체를 검출하고 위치를 식별할 뿐만 아니라, 객체 수에

대한 추가적인 입력 정보 없이 후보 객체 영역을 검출

할 수 있었다. 제안 알고리즘은 대상 이미지에서 모델

객체가 1개 이상이 나타날 때 해당 영역을 보다 효율

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 보였

다. 또한, YCbCr 칼라 모델에서 4:1:1 샘플링 비율을

적용하여 이미지와 모델의 픽셀 수를 감소시켜, 이전의

연구에서 계산 시간의 문제를 개선하였다. 

본 연구는 이미지 검색 분야에서 특정 영역에 대한

특징 추출 및 영역 검색의 선행 작업으로 활용될 수 있

다. 또한, 컴퓨터 비전 분야와 2차원 증강 현실 분야에

서 객체를 검출하고 가상 객체와의 정합을 위한 기초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계선 검출

(Edge detection)을 통해 상호동작하는 이미지

(Interactive image)의 객체를 추출하고,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영상 처리로 확장하여 연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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