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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상 처리에 기반한 컴퓨터비전 및 패턴인식 분야의 많

은 응용들은  컬러, 기하학적 형태, 텍스춰 등의 특징을 이

용하여 영상의 특징을 기술한다. 특히 텍스춰를 이용한 영

상특징의 기술은 내용기반 영상 검색[1], 문서 인식[2], 얼

굴 인식[3], 영상 분할[4] 등의 응용에 적용되어 영상을 분

석하고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데 사용되었다. 텍스춰의 

특징(feature)은 화소 단위의 정보보다 상위 차원의 정보

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상을 표현하고 기술하는데 있어서 

영상의 내용 및 객체의 구조 등의 상위 정보를 쉽게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텍스춰의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은 

화소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GLCM기법[5], 

Gabor filter 기법[6], LBP(Local binary pattern)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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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xture is one of the most useful features in classifying and segmenting images. The LBP-based

approach previously presented in the literature has been successful in many applications. However, it’s

theoretical foundation is based only on the difference of pixel values, and consequently it has a number 

of drawbacks like it performs poorly for the images corrupted with noise, and especially it cannot be 

used as a multiscale texture descriptor due to the exploding increase of feature vector dimension with

increase of the number of neighbor pixels. In this paper, we present a method to address these 

drawbacks of LBP-based approach. More specifically, our approach quantizes the range of pixels values 

and construct a 3D histogram which captures the correlative information of pixels. This histogram is 

used as a texture feature. Several tests with texture image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s

the LBP-based approach in the problem of textur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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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다. 이 중에서 LBP 기법은 

다른 기법에 비해서 개념적으로 간단 명료하고 계산량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국부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성능이 우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LBP에 기반한 텍스춰 특징 추출 기

법은 단순히 화소들의 명암차를 기반으로 계산되므로 영

상내에서 명암의 단조변화에는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있

으나 영상의 방향 회전에는 불변성이 유지되지 않고, 잡음

에 민감하며, 화소를 중심으로 이웃화소수가 증가할 때 특

징벡터의 차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멀티스

케일 기술자로서 사용하기에 제약이 따르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LBP 기법에서 중심화소와 비교하는 이

웃화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특징벡터의 차원이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고, 방향 회전 불변성을 

획득하며, 잡음에 강인한 텍스춰 기술자를 제안한다. 구체

적으로는 입력 영상의 화소값 구간별로 양자화하여 이진

영상을 만든 후 각 화소에 대응하는 이진수를 결합하여 양

자화영상을 생성하고 화소 사이의 상관관계를 3차원 히스

토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2. 관련 연구

LBP 기법은 중심화소와 이웃화소의 차이를 이진 숫자

로 표현하는 간단한 개념을 바탕으로 제안된 텍스춰 인식

기법으로 그림 1과 같은 3x3 윈도우에서 중심 화소 go와 

이웃화소 gi의 값의 크기를 비교하여 8개의 이웃화소의 

각각에 다음과 같이 이진 코드를 할당한다.

     ≥ 

   
  ≤  ≤       (1) 

이진 코드들을 결합하면 8-bit 이진수를 얻는데 이를 

10진수로 변환하여 다음과 같이 중심화소의 LBP 값으로 

할당한다.

    
  



 ∙          (2)

이와 같이 텍스춰 영상의 모든 화소에 대하여 LBP 값

을 계산한 후에 각 LBP 값의 빈도를 나타내는 256차원의 

히스토그램을 생성하면 텍스춰 특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 LBP 화소값의 관계 할당을 위한 3x3 윈도우

Fig. 1. 3x3 window for analyzing the pixel relationsh

그림 2. 중심화소에서 반지름이 ri인 원의 궤적 상에 균일

하게 분포한 이웃화소 샘플링 

Fig. 2. Central and neighbor pixels evenly spaced on a 

circle with a radius ri.

LBP는 이웃화소를 샘플링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멀티스

케일 기술자를 정의하는데 그림 2는 p개의 이웃화소를 반

지름이 r인 원의 궤적 위에서 간격이 균일하게 샘플링하는 

LBP(p,r)의 예를 보여 준다. LBP는 이웃화소의 개수가 증

가할수록 텍스춰 특징벡터의 차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는 성질이 있다. LBP(8,1) 특징벡터의 차원은 256이지

만 LBP(16,2) 특징벡터의 차원은 216=65,536으로 늘어

나고 LBP(24,3) 특징벡터의 차원은 224=16,777,216으

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멀티스케일 기술자를 

정의하는데 있어 제약이 따른다.

3. 제안된 방법

3.1 화소값 구간별 양자화 및 이진 영상

텍스춰는 화소값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

기 때문에 화소값이 변화할 때 무늬의 변화가 느리게 진행

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춰의 이와 같은 특

성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구간별로 양자화하여 이진 영상

을 구축한 후 이를 이용하여 텍스춰의 특징을 추출하는 방

법을 제시한다. 구간별 이진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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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구간별로 누적 화소수가 최대

한 균일되게 하여 나눈다. 그림 3은 한 텍스춰의 화소값 

히스토그램에서 화소값 범위를 4개의 균일한 구간으로 나

눈 예이다. 

그림 3. 화소값 히스토그램을 기준으로 균일한 4개의 구간

으로 나눈 예 

Fig. 3. Example of dividing the intensity range into 4 

levels using the histogram of pixel values

이와 같이 8-bit 영상 I에서 화소값의 범위 [0..255]를 

K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R1, R2, ..., RK를 얻을 수 있

다.

  ∪∪∪        (5)

구간 R1, R2, ..., Rk에 각각 대응하는 이진영상 I1, 

I2, ..., IK 는 각 (x,y)좌표에 대응하는 화소에 대해서 다

음과 같이 계산하여 얻을 수 있다.

         (6)

    ∈

  ∉ 
         (7)

그림 4는 텍스춰 영상을 4개 구간으로 분할하여 생성

한 이진영상을 보여준다. K개의 이진영상 집합에서 텍스

춰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K개의 이

진 영상을 각 화소가 대응되도록 정렬하면 이진영상을  정

의하는 식 (6)과 (7)에 의해서 한 화소 위치(x,y)에 대응하

는 이진값 I1(x,y), I2(x,y), ..., IK(x,y) 중에서 오직 하나

의 Ik(x,y) 만이 1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K개의 이진영상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1에서 K사이의 값을 가지는 

양자화 영상(quantized image) Q로 표현할 수 있다.

       …   

              (8)

그림 4. 화소값 범위를 4개 구간으로 분할하여 생성한 이

진영상 예  

Fig. 4. Binary images obtained by quantization of pixel 

intensities at four levels

위에서 기술한 내용은 각 구간 Rk의 길이가 균일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구간 이진화 영상을  생성하는 방

법을 설명한 것으로서, 만일 K개의 구간의 길이가 모두 

같다면 다음과 같이 양자화 영상 Q를 쉽게 구할 수 있다. 

  ⌊ ⌋      (9)

여기에서 ⌊⌋는 a 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의미한다.

3.2 텍스춰 특징 추출

양자화 영상 Q에서 텍스춰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먼

저 5x5 윈도우내의 화소를 그림 5와 같이 중심화소로부

터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순서를 정하여 나열하여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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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춰 원소 개념의 패턴 벡터 q=(q0, q1, q2, ... , q24) 를 

정의한다. 이를 기반으로 3차원 히스토그램 H[0..K-1]

[1..24] [0..K-1]을 구축하는데 H의 첫 번째 차원은 중심화소

의 양자값 q0를 나타내며 두 번째 차원은 패턴벡터 q에서 q0

를 제외한 24개 인덱스 위치를 나타내며 세 번째 차원은 각 

인덱스에서 발생하는 양자값을 나타낸다. 히스토그램 H의 구

체적인 의미는, 양자화 영상 Q의 모든 화소를 q0값을  중심으

로 K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 내에서 (q1, q2, ... , 

q24) 벡터가 발생하는 빈도를 텍스춰의 특징벡터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구축하면 qi값과 qi+1값 사이

의 상관관계를 보존할 수 있으므로 q0값을  중심으로 발생하

는 텍스춰 패턴의 빈도를 측정하여 텍스춰의 고유 특징을 추

출할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이웃화소의 개

수가 증가하더라도 특징벡터의 차원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5x5 윈도우에서 LBP 특징벡터는 

224=16,777,216 차원이 되는데 반해, 제안된 기법은 K를 8

로 하였을 때 8x24x8=153,600 차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멀티스케일 텍스춰 기술자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 (a) 텍스춰 패턴 생성 방향 및 (b) 인덱스 할당 순

서 

Fig. 5. (a) Direction of texture pattern generation and (b) 

order of indexing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2종류의 텍스춰 영상 데이

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KTH-TIPS[9] 데이터

베이스는 조명, 스케일 등의 다양한 조건하에 획득한 영상

으로서, 10개 클래스의 각 클래스마다 200x200 크기의 

81개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6에 각 클래스의 샘

플을 나타내었다. KTH-TIPS 텍스춰 분류 실험은 각 텍

스춰 영상에서 64x64 크기의 패치를 샘플링하여 4050개

의 패치(=10클래스 x 81 샘플영상 x 5개 패치)를 훈련용 

데이터로서 사용하였고 테스트용 데이터로는 훈련용 데이

터와 중복되지 않는 8100개의 패치(=10클래스 x 81 샘

플영상 x 10개 패치)를 사용하였다. WEKA[10] 소프트웨

어에서 제공하는 신경망 모듈을 사용하여 분류한 결과를 

표 1에 정리하였다. 양자화 패러미터 K를 8로 했을 때 성

능이 가장 좋게 나왔으며 전체적으로 LBP 기법보다 분류

성능이 우수함을 보여준다. 

Brodatz 텍스춰[8] 분류 실험은 그림 7과 같은 30개

의 클래스에 속하는 각 텍스춰 영상에서 64x64 크기의 

패치를 샘플링하여 600개의 패치(=30클래스 x 20개 패

치)를 훈련용 데이터로서 사용하였고 테스트용 데이터로

는 훈련용 데이터와 중복되지 않는 600개(=30클래스 x 

20개 패치)의 패치를 사용하였다. 분류실험은 훈련용 데

이터에서 구축한 히스토그램 특징벡터의 평균을 각 클래

스별로 계산한 후에 테스트용 텍스춰의 특징벡터와 비교

하여 가장 가까운 클래스 벡터에 의해 클래스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6. 실험에 사용된 KTH-TIPS 텍스춰 샘플 

Fig. 6. KTH-TIPS textures used in the experiments

그림 7. 실험에 사용된 Brodatz 텍스춰 샘플 

Fig. 7. Brodatz textures used in th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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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TH-TIPS 텍스춰 분류 정확도(%)

Table 1. Texture classification results for KTH-TIPS

KTH-TIP 텍스춰 분류는 표 2에서 보듯이 K의 값을 

8로 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LBP 

기법보다 분류성능이 우수하였다. 이런 결과는 LBP 기법

이 오직 화소값의 차이만을 기준으로 텍스춰의 특징을 추

출하는데 반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중심화소를 

기준으로 텍스춰 패턴이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3D 히스토

그램을 통해 추출하기 때문에 더 우수한 분류성능을 보여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번 및 6번 텍스춰에 대해

서는 LBP 기법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 결과의 주요 

원인은 제안된 방법이 2번 텍스춰를 5번 텍스춰로 잘못 

인식하는 오류가 K=4일 때 11.9%(97/810), K=8일 때 

10.1%(82/810), K=16일 때 6.4%(51/810)로서 LBP 기

법의 5.1%(41/810) 오류에 비해 부정확성이 더 크게 나

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6번 텍스춰의 분류 성능도 LBP

에 비해 저조하였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3번 텍스춰로 잘

못 인식한 경우가 K=4일 때 9.0%(73/810), K=8일 때 

6.3%(51/810), K=16일 때 5.9%(48/810)로서 LBP 기

법의 4.2%(34/810) 오류에 비해 성능이 저조하였기 때문

이다.

표 2. Brodatz 텍스춰 분류 실험 결과

Table 2. Texture classification results for Brodatz

Brodatz 텍스춰 분류 실험의 결과는 표2에 정리하였

으며 제안한 방법이 전체적으로 LBP 기법보다 우수한 성

능을 보였다. 다만 5번, 12번, 13번, 28번 텍스춰에 대한 

분류는 LBP 기법이 우수함을 보였다. 그러나 그 차이가 

특별히 유의할 수준은 아니나 12번 텍스춰에 대해서는 

LBP 기법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비해 월등히 성능

이 우수하다. 그 주된 이유는 제안한 방법이 12번 텍스춰 

샘플의 약 60%를 24번 텍스춰로 잘못 인식하였기 때문이

다. 그러나 LBP 기법은 국부적인 화소값의 차이를 기반으

로 기술하기 때문에 12번과 24번 텍스춰를 구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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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화소값을 양자화하여 이진화 영상을 구

축한 후에 화소값의 상관관계를 3D 히스토그램으로 표현

하는 멀티 스케일 텍스춰 기술자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화소값의 범위를 K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마

다 양자화 영상을 구축하므로 잡음이나 화소값의 미세한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텍스춰 기술자를 생성할 수 있

다. 기존의 LBP 기법과 비교하였을 때 LBP 기법은 이웃

화소의 숫자가 증가하면 특징벡터의 차원이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는 단점이 있으나 제안하는 방법은 이웃화소의 

개수가 증가할 때 특징벡터의 차원이 선형적인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국부적인 텍스춰 패턴뿐만 아니라 전역

적으로 형성된 패턴에 대해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텍

스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분류 실험에서 LBP 기법의 

결과와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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