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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약 상의 모양 분류와 컬러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내용기반 약 상 검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내용기반 
약 상검색 시스템의 구 에 있어 주요 문제 은 유사한 모양과 색상을 지닌 상이 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단순히 
약 상의 한 가지 특성에 의해서는 특정한 약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약 상 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약 상의 모양과 색상에 근거한 복합 인 상검색 방법을 제시하 다.  제안된 방법의 첫 단계에서는 약 
상을 모양에 의해 분류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 분류된 상들 가운데 약 상의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약 상을 검색하

다. 모양 분류를 하여 상 약의 경계선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모양신호를 추출하여 사용하 다. 모양신호에 의해 분류된 
상으로부터 색조(hue)와 채도(saturation)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상으로부터 질의 상과 유사도 가 높은 상을 

검색 추출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약 상의 시각  특성에 의해 노인과 같은 특정한 사용자들이 상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자동 시스템이 약 상을 인식하고 검색하는데 신뢰성 있고 편리하다는 것을 입증 
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novel approach for contents-based medication image retrieval from a medication image 

database using the shape classification and color information of the medication. One major problem in developing a 

contents-based drug image retrieval system is there are too many similar images in shape and color and it makes difficult to 

identify any specific medication by a single feature of the drug image.  To resolve such difficulty in identifying  images, we 

propose a hybrid approach to retrieve a medication image based on shape and color features of the medication. In the first 

phase of the proposed method we classify the medications by shape of the images. In the second phase, we identify them 

by color matching between a query image and preclassified  images  in the first phase. For the shape classification, the shape 

signature, which is unique shape descriptor  of the medication, is extracted from  the boundary of the medication.  Once 

images are classified by the shape signature, Hue and Saturation(HS) color model  is used to retrieve a most similarly matched 

medication image from the classified database images with the query image.  The proposed system is designed and 

developed especially for specific population- seniors to browse medication images by using visual information of the medication 

in a feasible fashion. The experiment shows the proposed automatic image retrieval system is reliable and convenient to 

identify the medication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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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약(medication/drug)의 수요 증 와 오남용

에 한 안의 필요성 등을 반 하듯 의료분야에

서는 약의 성분과 효능을 정확히 구분하고 올바르

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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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약에 한 문 지식 없이 여러 종류의 약

을 복 복용할 가능성이 높은 노약계층 는 비

문가의 입장에서 복용할 약을 정확이 구분하고 약

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이 필요하다. 

과거 수행된 약 상 검색에 한 연구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검색 방법은 약 상의 특성정보

인 컬러, 모양, 문양, 재질 등을 키워드로 정의하고 

텍스트기반 검색방법을 용하고 있으며, 검색결과

는 정보를 입력하는 사용자의 주  단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1-3]. 이러한 텍스트기반 

상검색 방법이 지닌 한계성은 사용자의 주  

단에 의존한 검색으로 인하여 검색결과의 객 성 

 정확성을 일 성 있게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용기반 약 상 검색 시스

템은 매우 유용하고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약의 시각  정보를 이용한 약 상 검색 

시스템의 개발  인터페이스제공 노력이 진행되

고 있으나, 특정 약을 정확히 검색하는 수 에는 

미치지 못하고 한정된 종류의 약 상을 상으로 

단순히 유사한 약들을 나열하는 제한된 기능을 제

공하고 있다[4,5]. 

약의 시각  정보를 이용한 약 상 검색이 용이

하지 않은 이유는 근본 으로 유사한 색상과 모양 

그리고 크기를 갖는 약의 종류가 무 많다는 사실

에 기인하며, 이를 체계 으로 리하기 한 정보

의 구축 한 간단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약 

상 정보를 체계 으로 구축하는 노력의 일환으

로 최근 미국 NIH의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는 800 종의 약 상과 해당 약에 한 

색상, 모양, 스코어(score)등 기본 정보를 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6]. 구축된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하여 콜로라도 학에서는 웹기반 약 상 

검색인터페이스를 만들어 NLM 데이터베이스의 활

용 가능성을 모색하 으나, 약 상의 시각정보를 

키워드기반으로 검색하는 수 에 머물고 있다[7]. 

본 논문에서는 NML에서 구축한 약 상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받아 키워드 심의 약 상 검색방

법이 아닌 약의 시각  특성 정보를 자동 추출하고 

약을 별 검색하는 내용기반 약 상 검색 시스템

을 설계 구 하 으며,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이 

약 상을 효과 으로 검색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2. 련 연구

내용기반 상 검색 기술에서 사용하는 상의 

주요 특징으로는 모양, 색상, 질감 그리고 공간상의 

계 등이 있으며 심 상으로부터 자동 추출된 

이러한 특성정보를 이용하여 질의 상과 장된 

상간의 유사도 측정(similarity measure)을 통해 

상을 구분하거나 유사 상을 검색한다[8,9]. 약 

상의 특성 정보를 이용한 약 상 검색에 한 연

구로는 RGB 컬러 정보[10]를 이용한 약 상 검색 

방법과 컬러, 모양, 텍스쳐 등 여러 특성 정보를 함

께 이용한 검색방법[11]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RGB 

컬러를 이용한 방법은 외부 조명의 향 등에 따라 

검색 결과가 안정 이지 못한 문제가 있으며, 다  

특성정보를 이용한 연구의 경우에서도 2가지 종류

의 약 모양 형태와 제한된 색상을 지닌 약을 상

으로 상 검색 시스템을 구 하여 다양한 모양과 

색상을 지닌 약 상 도메인에 용하기에는 한계

를 지닌다. 한편 약의 표면에 새겨진 로고(logo)의 

치를 정확히 검출하고 인식하는 방법[12-14]을 

이용하여 약 상을 검색하는 시스템에 한 심

도 증가하고 있다. 로고의 검출과 인식 방법은 주

로 모양불변 특성을 지닌 로그-극좌표(log-ploar) 상

계 는 후-모멘트(Hu-moment)[15] 등을 이용

하여 상을 검색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러한 

방법은 약에 로고가 있는 특정 상 도메인에 제한

으로 용될 수 있으며 반 으로 계산량을 많

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향후 개발될 약 상 검색 

시스템은 다양한 모양과 색상을 지닌 규모의 약 

상 도메인에 보편 으로 용될 수 있는 상 검

색 방법을 용할 필요가 있다. 

3. 제안된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약 상 검색 시스템은 약으

로부터 추출된 모양 정보와 색상 정보를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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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약 상으로부터 색상과 모양정보 추출과정

(그림 2) 약 모양분류에 따른 18개 모양 클래스

(그림 3) 약의 모양 신호 추출  모양 분류과정

질의 상과 가장 유사한 상 순으로 검색 결과를 

제시한다. 모두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약 상 검

색에서의 난 은 유사한 모양과 색상을 지닌 약의 

개수가 무 많다는 이며 이를 극복하기 하여 

약의 모양 정보를 통해 상 검색 도메인의 크기를 

인 후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최종 으로 약을 검

색하는 차  방법을 제안하 다. 다음 (그림 1)은 

약의 모양과 색상정보를 이용하여 약 상의 특성

(feature)을 추출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최종

으로 검색되는 결과는 질의 상을 모양 정보에 따

라 특정 모양 클래스로 분류한 후 해당 클래스 내

의 상만을 상으로 색상 정보 유사도를 측정하

여 제공된다. 

 

3.1 모양 신호를 이용한 약 상 분류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약 상 정보 사이트인 

drug.com[1]의 분석과 NLM[6]에서 구축한 약 상 

정보를 제공받아 체 약의 모양을 (그림 2)와 같이 

18개의 고유 클래스로 정의하 다. 

이상에서 정의된 18개의 모양 클래스를 기반으

로 약 상의 모양을 분류하기 하여 약의 윤곽선

을 추출한 후 객체의 심 과 윤곽선의 특징 간

의 거리를 이용하여 약의 모양에 따른 고유한 모양 

신호(shape signature)를 생성하 다. 모양 신호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하여 계산된 거리의 정규화, 신

호 시작 치의 일 성 유지, 추출된 약의 칭 회

 등을 통하여 질의 상 획득 시 상의 기하학

 변환(회   크기변환)에 강건한 시스템을 구

축하 다. 

(그림 3)의 모양 신호 추출  분류과정은 다음

과 같다. 입력된 상은 약(객체)과 배경을 분리하

기 한 상분할 과정을 거쳐 윤곽선을 추출한다. 

상분할은 상의 특정 밝기 값을 지닌 부분을 

체 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는 객체인 약과 배경을 분리한다. 분리된 객체에 

니에지(Canny Edge) 검출 알고리즘을 용하여 

약 상의 경계선을 추출한다. 니에지 검출 알고

리즘은 한 화소 밝기 값의 변화가 가장 큰 방향에 

있는 주변 화소와 비교하여 이웃 화소들의 기울기 

값 보다 클 경우 상화소를 경계선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경계선 검출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끊

김 상을 제거해 주는 특징을 지닌 알고리즘이다

[16]. 객체의 경계선이 추출되면 추출된 경계선의 

정 들과 객체의 심 간의 거리를 계산하고 경

계선을 추 하여 약의 모양 신호를 생성한다. 이때 

신호의 시작 은 객체의 심 과 경계선을 구성

하는 정 들 사이의 거리  가장 큰 값을 나타내

는 지 을 시작 으로 하여 경계선을 추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추 방법으로는 8방향 체

인 코드 알고리즘을 용하 다. 8방향 체인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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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양 분류에 사용된 훈련 상

(그림 5) 약 상으로부터 모양신호 추출 과정( )  모양 

클래스의 1차원  2차원 신호(아래)

알고리즘은 객체 역의 경계선을 방향과 길이를 

미리 정한 직선 성분의 체인으로 표 하는 방법으

로, 최종 경계선은 일련의 체인 코드로 부호화 하

여 표  된다. 본 논문에서는 약 상의 경계선 추

을 통해 결정된 일련의 지 을 이용한 모양신호

를 만들기 하여 180개의 경계 을 선택하 다. 8

방향 체인코드 알고리즘은 경계  선택에 있어 일

된 정보를 선택하는 요한 방법이 된다. 선택할 

경계 은v약 상의 모양 신호 주기를 

(360°)로 간주하고 최  선택된 시작 으로 부터 

Cos 2°씩 증가 시키면서 180개의 지 을 결정하

다. 모양 신호 생성을 한 180개의 경계 이 결정

되면 약 상의 심 과 경계  사이의 유클리디

언 거리를 구하여 계산된 길이를 이용하여 모양신

호를 생성한다. 이때 모양신호에 사용된 거리들은 

심 과 윤곽선의 최  거리를 로 정규화하고 

각 거리들의 상  길이를 정의함으로서 입력 상 

획득 시 약 상의 크기가 변하더라도 신호의 크기

는 변하지 않고 일 성을 유지하여 생성된 모양 신

호간의 유사성 비교가 이 질 수 있도록 하 다. 

다음 (그림 4)는 모양 분류를 하여 사용된 훈

련 상으로 18개의 모양에 해당하는 샘  상을 

선택하여 해당 모양을 표 할 신호 값을 앞서 설

명한 과정을 거쳐 생성하 다. 

이상에서 설명된 방법에 따라 약 상으로부터 

상을 분할하여 모양 신호를 추출하는 사례와 18

개 클래스에 해당하는 추출된 1차원과 2차원 모양 

신호는 (그림 5)와 같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8개의 모양클래스는 서로 다른 유일한 

모양 신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실제 상 검색과정에서 질의 상과 데이터

베이스에 장된 약 상간의 모양 유사는 질의 

상의 모양 신호를 추출한 후 18개의 클래스의 표 

모양 신호와의 거리 비교 (식 1)을 통해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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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칭축의 회 을 통한 2차원 모양 신호의 시작지

 교정 결과

 







 
          (1)

(식 1)에서 와 는 각각 모양 클래스와 질의 

상의 모양 정보를 나타내며, 첨자 는 18개의 모

양 클래스  하나를 의미하며, 첨자 는 객체의 경

계선 상에 있는 180개의 과 객체의  간의 정

규화 된 유클리디언 거리를 각각 의미한다. 따라서 

질의 상은 (식 1)에 의하여 측정된 유사도 측정치

()를 최소로 갖는 모양 클래스의 일원으로 

단하며, 해당 클래스에 있는 상을 상으로 이차

으로 컬러 성분 분석을 통하여 최종 으로 검색

될 상을 단한다.

모양 분석 시 주목할 은 18개의 모양신호 클래

스 가운데 다음 (그림 5)에서 제시된 1차원과 2차원 

모양 신호와 같이 Oval(1), Oval(2), Double Circle 그

리고 Pentagon(2) 형태를 지난 약 상은 신호의 형

태가 상호 매우 유사하다는 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상의 모양 분석과정에 의하여 생성된 신호

가 해당신호간의 유사도 측정 결과역시도 유사할 

수 있으며 련 상간의 차별성을 확보하는데 어

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약 상의 모양 신호 생

성과정에서 신호의 시작 을 정확히 단하여 

체 신호를 구성하는 것이 요하다. 이는 선택된 

신호 시작  치에 따라 체 신호의 이동(shift)등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신호를 근

거로 한 신호간의 모양 유사도 측정에도 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는 생성된 2차원 모양 신호를 분석하여 (그림 6)과 

같이 생성된 모양 신호가 심축을 기 으로 좌우

로 기울어진 경우 축의 기울어짐을 교정한 2차원 

신호를 만들어 신호의 시작 치가 약의 심으로

부터 경계  거리가 가장 먼 지 을 시작 으로 일

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약 모양의 클래스를 

결정하 다. 객체의 각도를 조 하기 해서는 4가

지 클래스의 모양 신호는 기  축을 기반으로 좌우

가 칭인 특성을 지니므로, 기울어진 방향을 단

한 후 만일 축이 수직이 아닌 경우 기울어진 반  

방향으로 객체를 회  시키는 과정을 수행한다. 만

일 기  축이 오른(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반 

시계(시계)방향으로 2°~12°까지 2°씩 정 을 이동

한 후, 6개의 이동한 정 의 거리를 비교하여 좌우 

칭이 가장 잘 이루어진 각도를 추출하여 신호의 

새로운 시작 을 비롯한 정  180개를 선택하여 모

양 신호를 생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용하여 유사

한 모양 신호 간에 시작 의 미세한 치선정의 차

이로 인한 유사도 측정치의 계산오차와 이에 따른 

모양 분류의 오류 가능성을 최 한 보정하 다. 

3.2 HS 색상요소 기반 상 매칭

색상 정보는 상 분석에 있어서 내부 정보를 해

석하거나 상의 시각 인 질을 높여주는 작업 시

에 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 으로 리 사용되는 

RGB 컬러 모델은 외부 조명의 변화 등에 따라 고

유 색상을 일 되게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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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약 상으로부터 HSV 히스토그램 생성

(그림 8) RGB, HSV, HS 컬러 성분에 의한 약 상 매칭 

결과

다. 반면 인간의 시각시스템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HSV 모델은 색상 요소인 HS

와 명암 요소인 V(Value)를 분리함으로서 상획득 

시 조명변화의 향을 일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으며 상 분할 등에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다

[17]. 본 연구에서는 색상 요소인 HS 성분만을 이용

하여 약 상을 검색하는 방법을 제시하 으며, 제

안된 방법이 RGB 혹은 HSV 모델의 모든 성분을 

이용하여 상검색을 하는 방법보다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으로 RGB 컬러 모델을 

HSV 컬러 모델로의 변경은 [0,1]로 정규화 된 RGB 

값에 하여 다음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 

  




 


 (2)

다음 (그림 7)은 약 상으로부터 추출된 HSV 

컬러 성분의 히스토그램을 보여 주고 있다. 추출된 

HSV 컬러히스토그램의 색상 성분은 해당 상의 

고유 특성 벡터로 정의되어 데이터베이스의 각 

상의 표 값으로 설정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

이 색조(H), 채도(S) 그리고 명도(V) 세 가지 구성 

값 에서 상 획득 시 외부 조명의 변화에 민감

한 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도를 제외한 색조와 

채도 값만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상과 질의

상의 색상 유사도를 별한다. 

제안된 HS 기반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하

여 본 연구에서는 약 상의 모양분류에 앞서 약 

상 도메인상의 약 상을 상으로 RGB 컬러모

델의 평균벡터, RGB 분포를 10개의 부분 역으로 

나  후 역별 컬러 빈(bin)의 평균벡터, HSV 컬러

모델의 평균벡터 그리고 제안된 HS 성분의 평균벡

터를 이용하여 약 상 간의 색상 유사도에 따른 

상검색 결과를 비교하 다. 실험 결과 (그림 8)에

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시된 각 색상 모델에 따라 

질의 상과 유사도가 높은 상  6개의 상을 검

색한 결과 색조와 채도 값만을 이용한 검색방법이 

다른 방법을 용한 결과에 비하여 일 성 있게 시

각  유사도가 높은 색상의 약 상을 추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된 색상의 유사도 측정값은 

데이터베이스 상 와 질의 상 의 색상 요소

간의 유클리디언 거리를 계산하여 사용하 으며 

(식 3)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RGB 

는 HSV 성분을 상 검색에 사용한 경우  이 

되며, HS 성분만을 사용한 경우  로 정의한다. 









          (3)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약 상 검색 방법의 효율성

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입증하 다. 

실험 과정은 약 상의 모양 분류, 상 검색에 있

어 HS 컬러 성분의 유용성 테스트, 모양과 색상 정

보를 이용한 상 검색 결과 제시  우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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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모양 신호 생성 결과

Shape Cases Shape Cases

Pantagon(2) 6 U Shaped 2

Tear 6 Hexagon 4

Double Circle 4 Square 4

Diamond 14 Rectangle 5

Shield 4 Kidney 1

Trapezoid 1 Oval(1) 244

Triangle 2 Oval(2) 112

Pentagon 7 Octagon 1

Round 382 Heart 1

Total  Number  800

(표 1) 모양 클래스 분류 결과

(그림 10) 색상 정보만을 이용한 상검색 결과 비교

의 차로 구성되었다. 제안된 약 상의 모양분류 

과정을 통해 생성된 18개의 모양 클래스에 해당하

는 1차원  2차원 모양 신호는 (그림 9)와 같다. 생

성된 모양 신호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약 상은 

해당 클래스별로 할당된다.  

(그림 9)에 제시된 모양 신호를 기 으로 800개

의 약 상을 분류한 결과 (표 1)과 같이 해당 클래

스에 속한 상들이 결정되었으며 Round, Oval(1)

과 Oval(2)의 약 모양이 체의 80%를 차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모양 신호를 이용한 상의 분류 

결과는 색상정보를 이용한 최종 상검색에 사용

될 상의 검색 도메인을 축소시키는 효과 가 있으

며 이는 향후 용량 약 상 검색 시스템의 개발

에 유용하게 용될 수 있다고 단된다. 

한편 HS색상 모델이 상 검색에 효과 으로 

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하여 기존에 사용된 색

상 모델과 제안된 방법을 약 상 검색에 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다. 실험 결과 (그림 10)에서 제

시된 바와 같이 HS 성분만을 이용한 상 검색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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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 상 크기의 질의 상 (b) 10% 축소된 질의 상 

(c)  90도 회 된 질의 상 (d) 10% 확 된 질의 상

(그림 11) 모양과 색상정보를 이용한 상 검색 결과

법이 RGB 컬러 성분의 평균벡터, RGB 분포를 10

개의 부분 역으로 나  후 역별 컬러 빈(bin)의 

평균벡터, HSV 컬러 성분의 평균벡터를 사용한 경

우보다 신뢰성 있는 검색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해 사용된 4가지 컬러모델 

모두에서 제 1순 (rank 1)로 검출된 상은 질의 

상과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순

에서 6순 로 검색된 결과는 HS 성분만을 이용한 

검색방법이 가장 일 되게 유사한 색상을 지닌 약 

상을 검색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의 종합 인 성능평가를 하여 

제공된 800개의 상 가운데 150개의 질의 상을 

선택하여 상 검색을 수행하 다. 제공된 NML 

상은 상의 면(F:front face)과 후면(B:back face) 

상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150개의 상에 하여 제공된 상과 같은 크기의 

면 상 150종과 과 후면 상 150종을 합한 300

개의 원 상, 상의 기하학  변환을 가정하여 

원 상을 확 ․축소한 상 300개 그리고 회 된 

상 300 등 총 900개의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여 

실험하 다. 실험 결과 (그림 11)에 제시된 바와 같

이 질의 상을 원 상으로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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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Shape
Query
Shape

# of
Medication

Cases

Original
Query Image

Resized
Query Image

Rotated
Query Image

Total # of
Success

Retrieval
Rate (%)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① Pentagon(2) 3 3 3 2 3 3 3 8 9 88.89 100

② Tear 6 6 6 6 5 6 6 18 17 100 94.44

③ Double Circle 3 3 3 3 1 3 3 9 7 100 77.78

④ Diamond 1 1 1 1 1 1 1 3 3 100 100

⑤ Shield 4 4 4 4 4 4 4 12 12 100 100

⑥ Trapezoid 1 1 3 1 1 1 1 3 3 100 100

⑦ Triangle 2 2 2 1 2 2 2 5 6 83.33 100

⑧ Pentagon(1) 7 7 7 7 7 7 7 21 21 100 100

⑨ Round 55 55 55 52 54 55 55 162 164 98.18 99.39

⑩ U-shaped 2 2 2 2 2 2 2 6 6 100 100

⑪ Hexagon 4 4 4 4 3 4 4 12 11 100 91.67

⑫ Square 4 4 4 4 3 4 4 12 11 100 91.67

⑬ Rectangle 4 4 4 2 2 4 4 10 10 83.33 83.33

⑭ Kidney 1 1 1 1 1 1 1 3 3 100 100

⑮ Oval(1) 30 30 30 26 24 30 30 86 84 95.56 93.33

⑯ Oval(2) 21 21 21 18 18 21 21 60 60 95.23 95.23

⑰ Octagon 1 1 1 1 1 1 1 3 3 100 100

⑱ Heart 1 1 1 1 1 1 1 3 3 100 100

1st ranked 
retrievedimages

150 150 150 136 133 150 150 436 433 96.89 96.22

Success Rate(%) - 100 100 90 88.6 100 100 96.89- 96.22 - -

(표 2) 제안된 방법에 의한 상검색 결과

질의 상에 기하학  변환을 용한 경우에도 제

안된 방법이 효과 으로 상을 검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900개의 질의 상을 이용한 실험 결과 상 검

색 성공률은 (표 2)와 같으며, 약 상의 면과 후

면을 이용한 검색결과 질의 상을 제 1순 로 검

색할 경우를 성공이라고 정의할 때 각각 96.89%와 

96.22%의 검색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제안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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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안된 방법과 Hu-moment를 이용한 상 

검색 결과 비교

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하여 모양 불변(shape 

invariant)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Hu-moment 

[15]를 이용하여 약 모양을 분류 후 제안된 HS 모

델을 이용하여 약 상을 검색하여 그 결과를 비교

하 다. (그림 12)에 제시된 그래 와 같이 제안된 

방법이 약의 면과 후면을 이용한 검색 시 부분

의 약 모양에서 상 으로 우수한 검색 성공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약을 많이 복용하는 노약자  약

에 한 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들이 약에 

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약 상의 모양 

분류와 HS 컬러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내용기반 약 

상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  하 다. 특히 

용량 약 상 도메인으로부터 내용기반 약 상 

검색 시스템을 구 함에 있어 유사한 모양과 색상

을 지닌 수많은 상으로부터 원하는 상을 찾아

내는 문제는 약 상의 한 가지 특성 정보만을 이

용하기 쉽지 않으며 다양한 특성의 효과 인 결합 

원칙의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약 

상의 모양과 색상에 근거한 차  상검색 방

법을 제시하 다. 상 검색 도메인의 크기를 효과

으로 유지하기 하여 약 상을 모양에 의해 분

류한 후 분류된 상 클래스를 기반으로 질의 상

의 HS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약 상을 검색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모양 분류를 하여 상 약의 

경계선으로부터 추출되고 정확히 보정된 고유의 2

차원 모양 신호를 사용하 으며, 모양 신호에 의해 

분류된 상으로부터 HSV 모델의 색조와 채도정

보 만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상으로부터 질

의 상과 유사도가 높은 상을 검색 하 다. 실

험을 통해 기존에 모양분류에 주로 사용되는 Hu- 

moment를 이용한 모양분류 방법에 HS 모델을 결합

한 검색방법과 제안된 방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약 상 검색방법

이 더 효과 이라는 것을 입증하 다. 

향후 연구로는 약 상 특성 정보의 하나인 스코

아(score)와 약의 표면에 음각으로 새겨진 정보 등

을 모양과 색상 특성과 결합시켜 약 상 검색 시

스템의 기능을 확 하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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