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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VR 영상의 스티칭을 위한 특징점 추출 방식의 하나인 SIFT 알고리즘의 고속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SIFT 의 각 단계 모두에 최적화 방법을 적용하여 CPU 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비독립적인 과정들로 이루어진 SIFT 특징점 추출 연산을 병렬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상 분할 방법을 

제시하며 SIFT 의 새로운 병렬화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최적화 과정을 통해 Scale-space Extrema 

Detection 과 Orientation Assignment 과정에서 큰 시간 단축 효과를 보여 총 75.5%의 시간을 단축하였다. 

이를 OpenMP 와 영상 분할 방법을 활용한 CPU 병렬화로 FullHD(1920x1080)해상도 영상에서 약 4000 개의 

특징점을 추출하는 데 평균 91ms 의 성능을 보이며 기존 GPU 고속화 논문 대비 약 30%의 성능 개선 효과를 

보였다. 

 

1. 서론 

 
최근 VR(Virtual Reality)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VR 컨텐츠의 실시간 서비스에 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VR 의 실시간 서비스를 위해서는 영상의 스티칭 과정에서 

시간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상 스티칭 과정은 특징점 

추출 및 영상 매칭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특징점 

추출 부분의 고속화 방법을 제안한다. VR 카메라에서 추출한 

VR 영상은 최소한의 카메라로 360°x180°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어안렌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외에도 좌표계 변환 

과정을 거치며 영상 왜곡이 심해진다. 따라서 스티칭 과정에서, 

스케일이나 방향 등 왜곡에 강인한 정확한 특징점 추출이 

필요하다. 

특징점을 추출하는 방법은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1],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FAST(Features from Accelerated Segment Test) 등이 있고, 

이런 특징점을 이용해 스티칭 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2]. 이 중 SURF 와 FAST 방법은 속도는 빠르지만, 

SIFT 에 비해 정확한 특징점 추출이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특징점 추출을 위해 SIFT 알고리즘을 

선택하였다. SIFT 알고리즘은 정확한 특징점을 추출하지만 

그만큼 특징점 추출시간이 오래걸리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VR 영상의 스티칭을 위한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인 

SIFT 알고리즘의 OpenMP(Open Multi-Processing)고속화 

방법을 제안한다. 

 

2. SIFT 

 
SIFT 는 영상에서 강인한 특징점을 추출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는 영상의 크기, 회전 그리고 밝기 변화에 불변한 

특징점을 추출할 수 있다. SIFT 알고리즘은 아래에 설명되는 

4 단계를 거쳐 특징점을 추출한다. 

1) Scale-space Extrema Detection 

 하나의 스케일 공간을 생성하기 위해 입력영상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가우시안 필터와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여 

여러 개의 가우시안 영상을 획득한다. 이는 영상 크기에 

불변한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근접한 두 

개의 가우시안 영상 차이로 DoG(Difference-of-

Gaussian)영상을 획득한다. 영상에서의 각 픽셀은  현재 

스케일과 근접한 2 개의 스케일에서의 3x3 영역(총 26 개의 

픽셀)과 비교하여 그 픽셀이 극점일 경우 해당 픽셀을 

특징점 후보군으로 추출한다. 

2) Keypoint Localization 

 특징점 후보군으로 추출된 픽셀 중, 안정적이지 않은 

특징점인 배경부분과 엣지부분의 특징점을 제거한다. 

DoG 영상 크기가 낮은 값을 가지거나, Hessian 행렬을 

이용해 엣지부분의 특징점을 제거하여 안정적인 특징점만 

획득한다. 

3) Orientation Assignment 

영상 회전에 불변한 특징점을 구하기 위해 특징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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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구하여 조정한다. 이를 위해 특징점 주변 

16x16 윈도우의 크기에 해당하는 각 픽셀의 크기와 

방향성을 구하고, 크기에 가우시안 가중치를 적용하여 

이들의 방향 히스토그램을 구한다.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높은 점을 해당 특징점 방향으로 정의한다. 이 때 360 도의 

방향은 36 개의 bin 으로 나타낸다. 

4) Keypoint Descriptor 

 특징점 주변 16x16 크기 위도우 내의 픽셀 방향성을 

4x4 크기의 작은 윈도우 내에서 8 개의 bin 으로 재 

정의한다. 따라서, 한 특징점당 4x4x8=128 차원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각 방향에 해당하는 크기 값은 밝기 변화에도 

불변한 특징점을 위해 [0,1]로 정규화 한다.  

 

3. 제안하는 고속화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IFT 고속화 방법은 CPU 

플랫폼에서 OpenMP 를 이용한 병렬처리를 통한 고속화가 

목적이므로, CPU 플랫폼에 맞는 알고리즘 최적화 방법과 

새로운 병렬화 방법을 제안한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즘을 CPU 플랫폼에 맞게 

변형시키는 방법이다. 특징점 후보 검출 후, Keypoint 

Localization 과정에서 배경 부분에서 검출된 불안정한 특징점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 DoG 영상 값이 낮은 특징점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다. 이는 안정된 특징점 검출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특징점 후보 검출 과정에서 미리 

적용하였다. 이는 특징점 후보 검출 시간을 단축시키면서도 

특징점 검출 성능을 유지하였다.  

Scale-space Extrema Detection 과정 또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현재 스케일의 픽셀 값이 극값인지 

판단하는 과정으로 극값이라는 것은 최대값이거나 

최소값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극값 판단과정을 최대값을 

판단하는 과정과, 최소값을 판단하는 과정 두 과정으로 

나누었다. 이는 주변 픽셀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값보다 

큰 값이 존재할 경우 최대값이 될 수 없다는 신호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주변을 모두 탐색하지 않아도 극값이 아닌 

점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Orientation Assignment 과정은 회전 변화에 불변한 

특징점 기술자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는 16x16 크기의 

윈도우에서 각 픽셀에 해당하는 크기와 방향을 구하고, 이를 

36bin 으로 히스토그램하여 방향성을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히스토그램에 누적되는 크기가 작아 방향성 결정에 영향력이 

적은 픽셀은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영향력이 

적은 픽셀을 걸러내기 위해 가우시안 가중치의 계수를 근사화 

하는 것이다. 적용되는 가우시안 가중치 중 일정 기준치보다 

작은 값은 ＇0＇으로 근사하여 크기와 방향성을 계산하지 않는 

방식이다. 크기와 방향성은 기술자 생성에서도 쓰이지만, 

기술자를 [0,1]정규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0＇으로 근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칭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각 픽셀에 해당하는 방향을 구하는 과정에서 삼각함수 

아크탄젠트(Arctangent)가 사용되며, 특징점의 방향성을 

기반으로 회전할때는 코사인(Cosine), 사인(Sine) 함수가 

사용된다. 이 중 코사인, 사인 함수는 36bin 에 해당하는 

각도만 계산하게 되므로 실제 삼각함수 계산을 하지않고 배열 

값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아크탄젠트의 

경우 입력값의 범위가 미정이고, 출력값의 계산 결과가 고정된 

개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착안하여 그림 1 에서처럼 

입력값의 범위로 출력을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a) (b) 

그림 2. 영상 분할 방법 적용 예: (a) 영상 분할 전 영상, (b) 영상 

분할 후 영상 

 

CPU 플랫폼에 맞게 최적화한 알고리즘을 더 고속화 

시키기 위해 OpenMP 병렬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보통 

사용되는 내부 과정의 병렬화가 아닌 SIFT 과정 전체에대한 

병렬화 기법을 제안한다. 이는 SIFT 내부 과정이 서로 

비독립적인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과정을 

병렬화하는 방법으로 영상 분할기반 특징점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영상 분할은 그림 2 와 같이 영상을 일정 크기의 패치로 

분할하여 각 패치별로 SIFT 특징점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영상 

분할 방법은 영상이 분할되는 경계선 영역에서 특징점이 

검출되지 않아 특징점 개수가 감소될 수 있지만, 분할된 영역인 

패치별로 SIFT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추출된 특징점을 이용하여 스티칭한 결과영상 또한 영향이 

미비하다.  

따라서 OpenMP 를 통해 각 CPU 의 스레드(Thread) 

하나가 하나의 패치를 입력으로 받아 SIFT 과정을 수행하도록 

병렬화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FullHD 영상(1920x1080)을 Intel® Core 

i7-2700K CPU@3.50GHz, 16GB RAM 이며 운영체제는 64-

bit Windows 7 Ultimate K 인 PC 에서 C/C++을 이용하여 

 
그림 1. 3 사분면에서 입력 값 범위에 따른 아크탄젠트의 출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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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하였다. 실험은 VR 영상 스티칭을 위한 SIFT 특징점 

추출을 가정하여 SIFT 과정의 첫번째 옥타브(Octave)만 

진행하였고, 한 옥타브에 5 번의 가우시안 필터링을 진행하였다. 

아래의 그림 1 은 영상의 OpenMP 를 적용하기 전, 

SIFT 연산의 최적화를 진행한 결과이다. 최적화 전의 

수행시간과 최적화 후의 시간을 각 SIFT 과정의 단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Scale-space Extrema Detection 과정에서 

약 79.9%의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Orientation Assignment 와 

Keypoint Descriptor 과정에서 약 70.6%의 시간 단축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최적화 과정을 통해 전체 SIFT 연산은 

특징점 약 4000 개를 기준으로 1109ms 에서 271ms 로 약 

75.5%를 단축하였다.  

 

 
그림 3.  최적화 전 후의 SIFT 알고리즘의 각 단계별 소요시간 비교  

 

본 논문에서는 CPU 를 병렬화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SIFT 

고속화를 구현하였지만, 기존 SIFT 고속화 논문은 GPU 를 

사용한 병렬화가 대부분이다. 이에 GPU 와 FullHD 해상도 

영상에서 성능비교 하였으며, 이를 그림 4,5 에 나타내었다. 

그림 4 는 단일 CPU 를 사용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3]의 

성능과 비교한 그래프이다. [3]의 결과에 비하여 SIFT 

알고리즘 자체가 약 56%정도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5 는 제안하는 SIFT 최적화 알고리즘을 영상 분할 

방법으로 OpenMP 고속화한 결과와 [3]의 GPU 를 사용한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영상 분할은 CPU 의 스레드 개수 

8 개를 고려하여 480x540 크기의 8 개 패치로 분할하여 

병렬화하였다. 

 

 
그림 4. 최적화 후 기존 논문과 단일 CPU 성능 비교 

 

 

그림 5. CPU 병렬화 후 기존 GPU 논문과 성능 비교 

 
GPU 를 사용하지 않은 CPU 만의 성능이지만 기존 

논문보다 약 22.9% 빠른 결과를 보여주고있다. 이를 통해 

SIFT 알고리즘을 영상 분할방법으로 병렬화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SIFT 알고리즘의 고속화 방법으로 각 

단계별 최적화 과정을 거치며 연산시간을 단축하고, 

FullHD 영상을 8 개의 영상으로 나눠 이를 OpenMP 를 통해 

병렬적으로 특징점을 추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 연구에 비해 단일 CPU 만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약 

56%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OpenMP 를 적용한 후 GPU 를 

사용한 [3]의 성능과 비교했을 때는 약 22.9%정도 성능이 

향상되며, 기존의 SIFT 알고리즘의 GPU 고속화 방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따라서, SIFT 알고리즘의 고속화 방법은 

영상 분할 방법을 사용한다면 GPU 보다 CPU 에서 더 최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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