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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컴퓨터 비전에서 영상 매칭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 중에 하나이다. 강인한 영상 매칭을 위해

서는 정확하고 독특한 특징점을 검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기존의 SIFT나 SURF 등 영상 매칭 알고리즘은 등방성 가우시안

필터링을 사용한 스케일 공간을 생성하여 특징점을 검출한다. 이러한 기존의 특징점 검출 방식은 스케일 공간에서 영상의 경

계선을 모호하게 만들어 정확한 특징점 검출을 어렵게 만들고 영상 매칭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SIFT 알고리즘의 강인한 특징점 검출을 위하여 양방향 필터링을 사용하여 스케일 공간 생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스케

일 공간 생성 방식은 스케일 공간에서 영상의 경계선을 보존해 줌으로서 강인한 특징점 검출을 가능하게 하여 영상 매칭 성능

을 향상시킨다. 특히 왜곡이 존재하는 영상들의 매칭에서 제안하는 특징점 검출 방법이 적용된 SIFT 알고리즘은 기존의 SIFT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영상 매칭 결과를 보여준다.

1. 서론

영상 매칭 기술은 3-D 이미지 복원, 이미지 스티칭, 스테레오 유

사도 측정, 물체인식, 얼굴 인식과 같은 컴퓨터 비전의 다양한 응용 기

술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기술로써 널리 연구되고 있다. 영상 매칭 과

정은 크게 영상의 특징점 검출(Feature Detection)과 특징점 표현자

(Feature Descriptor) 생성의 두 단계로 이뤄진다. 따라서 영상 매칭

기술의 성능은 정확한 특징점을 검출하고, 각 특징점을 구분할 수 있는

표현자를 생성하는 것에 달려있다. 특히, 영상마다 반복되는 특징점을

검출하는 것은 영상 매칭 기술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초기의 특징점 검출 방법인 해리스 코너 검출기는 헤이시안 행렬

의 고유값을 이용하여 영상의 특징점을 찾는 방법으로 영상의 스케일

변화에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4]. Lindeberg가 제안한 가우시안

2차 미분 검출기(Laplacian of Gaussian)는 스케일 공간에서 라플라시

안의 극대점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스케일 변화에 강인한 특징점을 검

출한다[1]. Lowe는 가우시안 필터링 스케일 공간의 차이를 사용하여

특징점을 검출하는 가우시안 차분 검출기(Difference of Gaussian)를

제안하였고 이를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알고리

즘에 적용하였다[1]. Mikolajczyk는 해리스 코너와 라플라시안을 조합

한 특징점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4]. Bay는 헤이시안 행렬의 극대점

을 사용한 특징점 검출 기법으로 SURF (Speeded Up Robust

Features)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4].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점 검출

방법 중에 스케일 공간의 라플라시안 극대 값을 얻어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독특한 특징점을 검출하는 성능을 나타낸다[4]. Lowe는 가

우시안 차분 검출기가 가우시안 라플라시안 검출기와 수학적으로 근

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고, 이를 사용한 SIFT 알고리즘이 영상 매칭

기술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보였다[1].

SIFT 알고리즘에서 특징점 검출은 가우시안 필터링 스케일 공간

의 차이의 극대점을 찾는 방식이다. 하지만 등방성 가우시안 필터링을

사용한 방법은 영상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스무딩을 수행하여 영상

의 경계선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정확한 특징점을 검출하는데 어려움

을 유발한다. 특히, 왜곡이 존재하는 영상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한 영

상 매칭의 성능 저하가 더욱 크게 발생한다. 기존의 등방성 가우시안

필터링 스케일 공간을 생성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

여 이방성 확산방정식의 해로 스케일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제안되었

다[3]. 하지만 이방성 확산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반복 연산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방대한 계산량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방성 확산방

정식의 해가 양방향 필터링과 동일한관점에서 근사될 수 있음을착안

하였다[7]. 따라서 스케일 공간에서 경계선을 보존하여 강인한 특징점

을 찾아내기 위하여 양방향 필터링을 사용한 스케일 공간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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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존의 SIFT 알고리즘의 특징점 검출 방법

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양방향 필터링 스케일 공

간 생성을통한 특징점 검출 방법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수정된 SIFT

알고리즘을 사용한 영상 매칭 결과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SIFT 알고리즘의 특징점 검출 방법

특징점은 영상의 스케일이나 회전, 조명, 시점 변화 등에불변하게

같은 물리적 위치에 있으면서 고유한 특징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영상

의 특징점 검출을 위해서는 특징점의 가능한 위치와 스케일을 찾기 위

한 스케일 공간(Scale-space)의 생성이 필요하다.

 


∞

∞


∞

∞

· 

  
 




      


(1)

SIFT 알고리즘에서의 스케일 공간 생성은 스케일에 해당하는 가

우시안의 표준편차( )를 증가시키면서 가우시안 함수 를

영상 과 필터링함으로서 얻어낸다. 식 (1)에서와 같이 각 점마

다 주변 점과의 기하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등방

성 가우시안 필터링을 수행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이러한 가우시안

스케일 공간의 차이(Difference of Gaussian)를 얻어내어 극대점으로

특징점을 검출한다.

하지만 등방성(isotropic) 가우시안을 사용한 스케일 공간 생성은

가우시안 필터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상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림 2와 같이 생성된 스케일 공간에서 영상의 경계

선이실제 지점에서 이동하는 문제점이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스

케일 공간의넓은 스케일에서 영상의 경계 부분의 특징점이거짓된 위

치에서 검출될 확률을높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특징점 검출

을 유발하여 영상 매칭율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기존의 SIFT 알고리

즘을 사용한 영상 매칭 방식은 왜곡이 존재하는 영상에서 정확한 특징

점을 검출하지 못하게 되므로 영상 매칭 성능이 감소한다.

그 림  1 . D iffe rence o f G auss ian  (D oG )

그 림  2 . 스 케 일  공 간 에 서 의  경 계 선 의  위 치 [3]

3. 제안하는 스케일 공간 기반 특징점 검출 방법

등방성 가우시안 필터링을 사용한 스케일 공간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이방성(anisotropic) 확산 방정식의 해로 스케일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이방성 확산 방정식의 해는 스케일

공간 생성을 위한 필터의 기준인 Causality와 Immediate Localization,

Piecewise Smoothing을 만족한다[3]. 이러한 접근의 스케일 공간 생

성은 넓은 스케일에서 경계선을 보존함으로서 더욱 정확한 특징점 검

출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방성 확산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은

반복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잡도가 높은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강인한 특징점 검출을 위한 스케일 공간 생

성을 양방향 필터링을 사용한 방식을 제안한다. 양방향 필터링은 영상

에 적응적으로 스무딩(Adaptive Smoothing)하는 필터라는 관점에서

이방성 확산 방정식과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다[7]. 또한 스케일 공간

생성을 위한 필터의 기준인 Causality와 Immediate Localization,

Piecewise Smoothing을 모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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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방향 필터링을 사용한 스케일 공간 생성은 식 (2)에서와 같이

가우시안 표준편차( )를 증가시켜 가며가우시안 필터링을 수행한다

는 관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기존의 가우시안 필터링은 기하학적 차

이를 나타내는  성분으로만 필터링이 수행되는 반면, 양방

향 필터링에서는 영상의 화소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성분

까지 고려된 필터링이 수행된다[5]. 이러한 는 영상의 화소

값 차이를 고정된 표준편차()를 가지는 가우시안 함수로 얻어낸다.

즉, 영상의 경계선 부분과균등한 부분에 따라 적응적인 스무딩을 수행

하도록해줌으로서, 영상의 경계선 부분에서 스무딩이 덜일어나게 만

들고 영상의 균등한 영역에서 스무딩이 더 일어나게 만들어 준다.

따라서 양방향 필터링으로 생성된 스케일 공간은 넓은 스케일에

서 경계선을 보존하면서 스케일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특

징점의 검출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방성 확산방정식의 해로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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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4 . 흐 려 짐 (b lu r)정 도 가  변 화 하 는  T ree s 영 상  집 합

그 림  3 . D iffe rence o f B ila te ra l (D oB )

2 2.5 3 3.5 4 4.5 5 5.5 6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increasing blur

re
pe

at
ib

ili
ty

Trees

 

 
DOB-SIFT
DOG-SIFT

그 림  5 . 흐 려 짐 (b lu r)정 도 가  변 화  따 라  특 징 점  반 복 도  측 정

공간을 생성하는 과정에서의 반복 연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

량의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양방향 필터링으로 생성된 스케

일 공간에서의 특징점 검출은 적은 계산량의 복잡도로 영상의 왜곡에

강인한 특징점을 얻게 해준다. 특히 블러 영상이나 스케일 변화, 시점

변화, 조명 변화가 존재하는 영상에서 기존의 SIFT 알고리즘보다 뛰

어난 영상 매칭 성능을 보여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특징점 검출의 성능 평가는 반복도 측정(repeatability)으로 이루

어진다. 반복도 측정은 식 (3)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두 영상 과 에

서 검출된 특징점들 사이에 일치되는 점의개수 와 검출된 특

징점개수 , 의 최솟값(min)의 비를 나타낸 수치이다.

즉 영상마다 반복되는 특징점을 얼마나 정확하게 검출해내는 지를 나

타내는척도이다. 따라서 검출된 특징점 들이 다른영상에서 검출된 특

징점 들과 모두 일치한다면 반복도 1을 나타내며 이상적인 특징점 검

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min


≤  ≤ (3)

다양한 왜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징점 검출 방법의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하여 K.Mikolajczyk가 제공하는 database 영상[8]을 사용하

여 영상 매칭을 수행하였다. 영상의 왜곡 정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SIFT 알고리즘과 제안한 SIFT 알고리즘에 각각 반복도 측정을 수행

하였다. 먼저 흐려짐(blur) 정도가 변화하는 영상 집합에 각각의 영상

매칭 알고리즘을 수행하면서 반복도 측정을 통한 성능을 평가를 실시

하였다. 또한 원본 영상과 시점(viewpoint)이 부터 까지 변

화하는 영상집합에 대하여 반복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영상 왜

곡에 따른 영상 매칭율의 성능을 평가하는 다음의 실험에서 제안하는

DOB 특징점 검출 기반 SIFT 알고리즘이 기존의 DOG 특징점 검출

기반 SIFT 알고리즘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다.

영상의흐려짐과 같은 왜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강인한 영상 매

칭은 주변환경의 변화나 모션블러 상황이 발생하는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영상의 흐려짐 왜곡 현상이 증가할수

록 정확한 특징점 검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징점 반복도가 낮아져

영상 매칭의 성능이 저하된다. 그림 4와 같이 Trees 영상집합을 사용

하여 영상의 흐려짐정도에 따라 각각의 특징점 검출 성능을 비교하였

다. 그림 5와 같이 기존의 SIFT 알고리즘의 특징점 반복도와 제안하는

특징점 검출 기반 SIFT 알고리즘의 반복도를 비교해 본 결과 제안하

는 방법의 영상 매칭 성능이 우수함이입증되었다. 제안하는 방식은 특

징점 검출을 위한 스케일 공간 생성 과정에서 경계선을 보존하여 정확

한 특징점 검출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러한 영상의 흐려짐 같은 왜곡

상황에서 강인한 특징점 검출을 가능하게 하여 영상 매칭의 성능을높

여주었다.

제안하는 특징점 검출 기법은 영상의 시점이 변화하는 Graffiti 영

상집합에서도 우수한 영상 매칭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림 6과 같이 원

본 영상과 시점이 부터 까지 변화하는 영상 집합에 원본 영

상과의 영상 매칭을 위한 특징점 반복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7과 같이

기존의 SIFT 알고리즘보다 제안하는 특징점 검출 기반 SIFT 알고리

즘은 영상의 어떠한 시점의 변화에서도 뛰어난 특징점 반복도를 보여

주었다. 즉, 제안하는 특징점 검출을 사용하는 SIFT 알고리즘은 시점

이 변화된 영상에서도 강인한 특징점 검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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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6 . 시 점 (view po in t)이  변 화 하 는  G ra ffiti 영 상  집 합

(a ) 기 존 의  S IFT  알 고 리 즘  영 상  매 칭  결 과

(b ) 제 안 하 는  S IFT  알 고 리 즘  영 상  매 칭  결 과

그 림  8 . 영 상  매 칭  결 과  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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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7 . 시 점 (view po in t) 변 화 에  따 른  특 징 점  반 복 도  측 정

의 SIFT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영상 매칭 성능을 나타내었다.

실제 영상 매칭을 수행한 결과 그림 8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기존

의 SIFT 알고리즘보다 제안하는 방식이 두배 가량우수한 매칭 성능

을 보였다. 또한 그림 8 (a)의 기존의 SIFT 알고리즘에서 실제와 다른

부분에 매칭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림 8 (b)의 제안하는 방식에서 확

연히 감소함을 보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영상 매칭 결과가 제안하는

SIFT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을 경우 영상에서의 강인한 특징점 검출로

인하여 높은 매칭율과 정확한 매칭 결과를 나타냄이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SIFT 알고리즘에서 특징점 검출을 위한 스케일 공

간 생성에서 양방향 필터링을통한 스케일 공간 생성 방법을 제안하였

다. 스케일 공간의 넓은 스케일에서 영상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기존

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영상의 왜곡에 강인한 특징점 검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제안하는 방식은 시점의 변화나블러 등 영상의 왜곡이 존재하

는 경우 기존의 SIFT 알고리즘보다 영상 매칭의 성능이 우수함을 보

여주었다.

향후 양방향 필터링을통한 스케일 공간 생성 과정에서 실시간 구

현을 위하여 계산량을줄이려는노력이더필요하다. 또한 비선형필터

를 사용한 스케일 공간 생성으로 특징점을 검출하는 연구가 체계적으

로 진행되어 다양한 영상 매칭 알고리즘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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