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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변화에 강인한 엄격한 순차 기반의 특징점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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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비전에서 두 영상 사이에 대응점을 찾는 영상 정합 성능은 조명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조명 변화 문제와

기존 순차 기반 기술자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엄격한 순차 기반의 특징점 기술자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술자는 관심영역내 모

든 픽셀의 순차 정보를 이용하여 기술자를 추출한다. 동일한 픽셀 값의 순차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방법은 불연속 스칼

라 픽셀 값을 k차수의 연속적인 벡터 값으로 변환한다. k차수의 벡터 값으로부터 계산된 엄격한 순차를 이용하여 특징점 기술자를 추

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영상 정합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제안한 방법은 영상의 밝기 왜곡 및 가우시안 노이즈에 기존의 방법보

다 강건한 영상 정합 성능을 나타낸다. 제안한 방법은 조명 변화에 강인한 특징점을 표현하는 기술로써 영상 정합과 더불어 얼굴인식, 
텍스처 검출 및 영상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novel method for local image descriptor called exact order based descriptor (EOD) which is robust 
to illumination changes and Gaussian noise. Exact orders of image patch is induced by changing discrete intensity value into 
k-dimensional continuous vector to resolve the ambiguity of ordering for same intensity pixel value. EOD is generated from overall 
distribution of exact orders in the patch. The proposed local descriptor is compared with several state-of-the-art descriptors over a 
number of imag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s many state-of-the-art descriptors in the 
presence of illumination changes, blur and viewpoint change. Also, the proposed method can be used for many computer vision 
applications such as face recognition, texture recognition and image analysis. 

Keyword : feature descriptor, exact order 

 Ⅰ. 서 론
특징점 기반의 영상 정합 방법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물체 인식 및 파노라마 영상제작, 로봇 위치인식과 같이 많

은 응용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본 기술이다
[1-3]. 특히 특

징점은 서로 다른 시점의 영상 간에 대응점을 찾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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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image matching)에서 광범위하게 쓰인다. 
특징점 기반의 영상 정합 방법은 지역 영상의 특성을 이

용하기 때문에 영상의 기하학적 왜곡(회전, 확대, 축소 등)
에 대하여 강인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영상

의 밝기, 칼라, 텍스처 및 에지를 이용한 다수의 특징점 기

반의 영상 정합 방법이 제안되었다. 일반적으로 특징점 기

반의 영상 정합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징점 검출과 특징점

기술자 추출 과정을 수행한다. 특징점은 영상 내에서 왜곡

에 강인한 영역(점)이며, 특징점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Harris-Affine, Hessian-Affine[4], maximally stable extremal 
regions (MSER)[5] 등이 광범위하게 쓰인다. 특징점을 검출

한 후, 특징점 주변의 관심영역 픽셀 정보를 활용하여 특징

점 기술자를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징점 기술자에 대

한 연구가 주목적이며, 특징점 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4]
를 권하는 바이다.

특징점 검출 방법과 더불어, 특징점 기술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분포 기

반의 특징점 기술자(distribution-based feature descriptor)가
shape context[6], steerable filters[7], and spin image[8]

와 같은

기술자에 비해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분포 기반의 기술자는 기울기 벡터(gradient)의 분포를 이

용한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SIFT)이다
[9]. SIFT 

기술자는 특징점이 검출되면, 특징점 부근의 관심영역을

×  보조 영역(cell)으로 나눈다. 각 보조 영역의 기울기

벡터 값을 여덟 방향으로 양자화 하여 총 128(××)차
원의 히스토그램 기술자를 생성한다. SIFT는 크기, 방향, 
회전변화에 강인한 기술자를 추출하지만 기술자를 추출하

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SIFT의 좋은 성능

에 고무되어, gradient location and orientation histogram 
(GLOH), speeded up robust feature (SURF)와 같은 다양한

유사 SIFT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SIFT 기술자의 강건함과

변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Mikolajczyk[10]
는 GLOH 방

법을 제안하였다. GLOH 기술자는 SIFT 기술자를 ×  
보조 영역이 아닌, log-polar location grid에서 계산하였으

며, 총 272차원의 기술자를 생성한다. 최종적으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방법을 이용하여 기술자의 차원

을 128차원으로 감소시켰다. 또한, Bay[11]
는 기술자 추출

속도의 향상을 위하여 SURF 방법을 제안하였다. SURF 방
법은 적분 영상(integral image)을 이용하여 SIFT에 비해 빠

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징점 기술자를 추출

하기 위하여 관심영역을 ×  보조 영역으로 나눈 후 각

보조 영역에서 Haar 웨이블릿 응답을 계산한다. 그리고 하

나의 관심영역에 대하여 웨이블릿 응답의 합을 이용하여

64차원의 기술자 벡터를 추출한다.
위에서 언급한 특징점 기술자는 영상의 기하학적 왜곡에

강건한 특성을 보이나, 조명 변화에 의한 영상 밝기 왜곡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조명 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픽셀 밝기 값의 순차는 조명 변화에 무관한 사실을 기반으

로 픽셀 밝기 값 대신에 밝기 값의 순차를 이용한 다양한

특징점 기술자들이 제안되었다. Ojala[12]
는 조명 변화에 강

인한 local binary pattern (LBP) 코드를 제안하였다. LBP 
코드는 중심 픽셀과 주변 픽셀간의 밝기 값의 크기를 비교

함으로써 만들어진다. LBP 코드를 이용한 특징점 기술자

는 관심영역내의 각 픽셀의 LBP 코드 히스토그램을 이용

하여 제작된다. LBP 코드는 조명 변화에 강건하고 제작 방

법이 간단하여 얼굴 인식 및 텍스처 분석에 광범위하게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256차원의 LBP 코드를 이용하여

SIFT와 유사하게 기술자를 생성할 경우 4096(××)
차원의 기술자의 비교로 인해 정합성능이 저하되며 또한

평활한 영역에서 가우시안 노이즈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차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Ojala[13]는

uniform LBP를 제안하였다. uniform LBP는 대부분의 특징

점 정보는 일부 LBP 코드에 집중되어 있다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제작되었다. 중심 픽셀의 p-주변 픽셀(p-neighbor-
ing pixels)을 고려할 경우 uniform LBP는   차

원의 코들르 생성한다. Heikkila[14]
는 LBP 코드의 차원을

줄이기 위하여 center-symmetric local binary pattern 
(CS-LBP)를 제안하였다. CS-LBP 방법은 중심 픽셀과 중

심 픽셀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픽셀만을 비교하여 CS-LBP 
코드를 생성하였다. 각 픽셀의 p-주변 픽셀을 고려할 경우

CS-LBP 코드는 차원의 코드를 생성한다. Gupta[15]는
CS-LBP와 유사한 center-symmetric local ternary pattern 
(CS-LTP) 코드를 제안하였다. CS-LTP 방법은 대각선 관계

의 픽셀만을 비교하여 코드를 생성하였으며, 각 픽셀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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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고려할 경우, CS-LTP 코드는 8차원의 코드를 생성

한다. CS-LBP와 CS-LTP 코드는 LBP 코드의 높은 차원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결하였지만 평활한 영역에서 가우시

안 노이즈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즉 중심 픽셀이 노이즈에

의해 변할 경우 상이한 코드가 생성된다. 또한, 메모리 사용

과 매칭 속도의 개선을 위하여 두 개의 픽셀의 밝기 값 차이

로 이진 표현자를 생성하는 Brief (Binary robust in-
dependent elementary features)[16] 기술자가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조명 변화의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기

존 픽셀 순차 기반의 기술자(LBP, CS-LBP, CS-LTP)의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엄격한 순차 기반의 특징점 기술자

를 제안한다. 동일한 픽셀 값의 순차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

하여 제안하는 방법은 불연속 스칼라 픽셀 값을 k차수의

연속적인 벡터 값으로 변환한다. k차수의 연속적인 벡터 값

으로부터 유도된 엄격한 순차를 이용하여 특징점 기술자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영상 정합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은 영상의 기하학적 왜곡 및 밝기 왜곡에

기존의 방법들 보다 강건한 영상 정합 성능을 나타낸다. 특
히 조명 변화와 가우시안 노이즈에 강건한 특성을 나타낸

다. 제 II장에서는 기존의 픽셀 순차 기반의 기술자 추출

방법들을 설명하고 III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세부 내용

에 대해서 설명 한다. 이어서 IV장에서는 실험 환경을 제시

하고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입증한다. 마지

막으로, V장에서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Ⅱ. 순차 기반의 기술자

이번 장에서는, 순차 기반의 특징점 기술자에 대하여 간

략히 서술한다. LBP는 조명 변화에 강건하며, 중심 픽셀과

주변 픽셀과의 밝기 크기의 비교를 통하여 추출된다. 각각

의 주변 픽셀에 대하여, 중심 픽셀보다 크거나 같은 값일

경우 1의 코드 값을 가지며, 작을 경우 0의 코드 값을 가진

다. LBP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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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중심 픽셀의 밝기 값이며, 는 반지름이

R인 원주상의 N개 주변 픽셀의 밝기 값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8-주변 픽셀을 고려할 경우 LBP는 256차원의 코드

를 생성한다. 최종적으로 LBP 코드 기반의 특징점 기술자

는 SIFT 기술자 추출 방법과 동일하게 관심영역내의 LBP 
히스토그램으로 정의된다. 

CS-LBP는 LBP 코드의 높은 차원을 줄이기 위한 LBP 
코드의 변형된버전이다. CS-LBP는 LBP와달리 중심 픽셀

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위치한 픽셀간의 크기 비교를 통

하여 CS-LBP 코드를 추출하며,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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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반지름이 R인 원주상의 대칭되

는 주변 픽셀의 밝기 값이며, T는 평활한 영역에서 강건함

을 위한 작은 양수 값이다. 그림 1에서알수 있듯이 네번

의 비교만을 하므로, CS-LBP는 16(4bit)차원의 코드를 추

출하며, LBP 보다효율적이다. 최종적으로 SIFT와 같은 방

식으로 CS-LBP 기술자를 추출한다. 

그림 1. LBP, CS-LBP, CS-LTP 코드 생성방법
Fig. 1. Generation of LBP, CS-LBP, and CS-LTP codes

Gupta[15]
는 더욱 효율적인 차원 감소를 위하여 CS-LTP

를 제안하였다. 특징점의 차원을 줄이기 위하여, 단지 대각

선 위치의 주변 픽셀 값만을 비교하여 CS-LTP 코드를 추출

하며,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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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uven 영상 (b) noise+Leuven 영상 (c) histogram intersection 

그림 2. 가우시안 노이즈에 따른 성능 변화
Fig. 2. Sensitivity to Gaussian noise 

그림 1에서 보듯이 D=2인 경우, CS-LTP는 8차원의 코드

를 생성한다. 최종적으로 SIFT와 같은 방식으로 CS-LTP 
기술자를 추출한다. 순차 기반의 특징점 기술자는 조명 변

화 및 기하학적 왜곡에 강건한 특성을 보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차원과 평활한 영역에서 가우시안 노이즈에 취약한

단점들을 나타낸다. 
가우시안 노이즈에 따른 성능 변화(Sensitivity to 

Gaussian noise): 가우시안 노이즈에따른 성능 저하를알아

보기 위하여 Leuven 영상(그림 6 (a))에 인위적으로 가우시

안 노이즈(zero mean, [0.01~0.05] sigma)를 발생시킨 다섯

장의 영상을 제작하였다 (그림 2. (a), (b)). 각 기술자의 가

우시안 노이즈에 대한 강건함을 분석하기 위하여, 원본 영

상과 가우시안 노이즈가 발생된 영상들 간의 기술자를 추

출한 후 원본 영상의 기술자와 노이즈 영상의 기술자의 히

스토그램 유사성을 비교하였다. 히스토그램 유사성은 his-
togram intersection [17] 방법을 이용하여측정하였다. 만약

기술자가 가우시안 노이즈에 강건하다면 histogram inter-
section은 1에 가까운값을 나타내며, 반대의 경우 0에 가까

운값을 나타낸다. 그림 2는 기존 기술자의 histogram inter-
section 결과이다. 그림 2(c)에서알수 있듯이, 중심 픽셀과

그 주위 픽셀간의 비교를 이용한 기존의 기술자들은 노이

즈 증가에 따라 histogram intersection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BP 코드의 과잉성(Redundancy of LBP code): 그림 3은

50장의 자연 영상에 대한 LBP 코드 분포도를 나타낸다. 그
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LBP 코드는 일부 LBP 

그림 3. LBP 코드의 과잉성
Fig. 3. Redundancy of LBP code

코드에 집중되어 있음을알수 있다. 즉 대부분의 LBP 코드

는 매우 작은 빈도수를 가지며, 이들 LBP 코드는 특징점

정합에 큰 기여를 하지못한다. 이는 CS-LBP와 CS-LTP가
LBP 보다 작은 차원의 코드 이면서도 더 좋은 정합 성능을

보여주는 이유이다. 

Ⅲ. 엄격한 순차 기반의 특징점 기술자

제안하는 기술자는 조명 변화에 강건하기 위하여 픽셀

밝기 값 대신에 밝기 값의 순차를 이용한다. 또한 가우시안

노이즈에 강건하기 위하여 중심 픽셀과 주변 픽셀간의 순

차 정보가 아닌 관심영역 내의 모든 픽셀의 순차 정보를

이용한다. 
관심영역 내의 모든 픽셀 값이 서로 다른 경우, 밝기 값의

순차는 엄격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영상의 픽셀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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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엄격한 순차
Fig. 4. Exact order

0~255의 한정된 범위 내에 불연속 스칼라 값이므로 동일한

값을 가지는 픽셀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 간의 순차를 정의

할 수 없다. 즉 동일한 순차의 픽셀 값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엄격한

순차를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엄격한 순차를 만드는

방법은 불연속 스칼라 값을 k차원의 연속적인 벡터 값으로

변환함으로써 엄격한 순차를 정의할 수 있다. Coltuc[18]
은

보조적인 정보(auxiliary information)를 이용하여 동일한

밝기 값을 가지는 픽셀간의 엄격한 순차를 정의하였다. 예
를 들어 동일한 밝기 값을 가지는 두개의 픽셀 p와 q를 고

려할 때, 인간의 시각은 p주변의 픽셀 값들이 q주변의 픽셀

값보다 더 큰 값을 가질때 p를 q보다 더 밝다고 인지한다. 
이러한 주변 픽셀간의 관계(보조적인 정보)를 추출하기 위

하여, Coltuc은 필터 크기가 다른 평균 필터들을 이용하였

다. 최소 크기의 평균필터인  (×)을 시작으로 대칭성

과 최소한의 필터 크기의 증가를 유지하면서 평균필터 세

트를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최초세 개의 평균필터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4)

동일한 방법으로 이러한 필터  , 를 계속 정의할 수

있다. 영상의 최대 밝기 값을 L이라 할 때 영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5)

앞에서 정의한 평균필터 세트를 이용하여, 불연속의 스

칼라 픽셀 값은 다음과 같이 k차원의 연속적인 벡터 값으로

변환될 수 있다. 

⇒
   

(6)

이때 k차원의 연속적인 벡터 값의 순차는 lexicographical 
ordering로써 정의된다. 결론적으로, 픽셀간의 순차는 다음

과 같이 k차원의 벡터 값의 크고 작음으로 정의된다. 
                    
   i f   (7)

한편 관심영역 내에서 유도된 엄격한 순차 기반의 특성

을직접적으로 기술자 추출에 이용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관심영역(×)내의 엄격한 순차는 1~1681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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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징점 검출 (b) 영역 정규화 (c) 염격한 순차 (d) 엄격한 순차 기술자

그림 5. 엄격한 순차 기술자 생성 과정
Fig. 5. Exact order descriptor generation

차를 가지며 이를 직접 이용하기에는 순차의 크기가 큰 문

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며 동시에 가우시안

노이즈에 강건하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관심영역내의 픽

셀을 순차에 따라 차례대로 정렬후 동일한 간격의 n개 급

간으로 분류화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불연속적인 스칼라 픽

셀 값을 3차원의 연속적인 벡터로 변환한 후 이를 여덟 개

의 급간으로 분류화 하였다. 
최종적으로 SIFT와 같은 방식으로 엄격한 순차 기반의

기술자를 추출한다. 그림 5는 전체적인 엄격한 순차 기반의

기술자 생성과정을 나타낸다. Harris-Affine 또는 Hessian- 
Affine과 같은 특징점 검출기를 이용하여 특징점 검출과 특

징점 중심의 관심영역을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Hessian- 
Affine을 이용하여 특징점 검출을 수행하였다

[10]. Hessian- 
Affine 특징점 검출기는 특징점 스케일에따라 관심영역의

크기 및 모양이 변하므로, 크기 및 시점 변화에 무관한

×  크기의 원형영역으로 정규화 한다. 또한 회전 변

화에 강건함을획득하기 위하여 정규화된 원형관심영역을

주 방향성 벡터 기준으로 회전변환을 수행한다. 마지막으

로, 관심영역의 불연속적인 스칼라 픽셀 값을 3차원의 연속

적인 벡터로 변환한 후 이를 여덟 개의 급간으로 분류화

한다. 또한 픽셀의 순차 정보와 픽셀간의 공간적 관계 정보

를 이용하기 위하여, 관심영역은 SIFT와 같은 방식으로

×  보조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된다. 각각의 보조 영역에

서 8-bin의 엄격한 순차 기반의 히스토그램을 생성한다. 여

기서   bin에서는   순차에 해당하는 픽셀 빈도수를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엄격한 순차 기반의 기술자는 각각

의 보조 영역에서 계산된 8-bin 히스토그램을 연결함으로

써 128(××)차원의 기술자를 추출한다. 

Ⅳ. 실험 결과

제안한 특징점 기술자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
안한 기술자와 SIFT, CS-LBP, CS-LTP Brief 기술자와의

성능 비교를 수행하였다. 평가 과정은 Mikolajczyk [10]가
제안한 특징점 평가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영상 데이터는 특징점 기술자 평가에 널리 사용되는 기준

영상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영상은 총 여섯개의 세

트(시점 변화, 스케일 변화, 회전 변화, 블러링 변화, 조명

변화와 JPEG 열화)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영상 세트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번째영상을 기준영상으로

기하 및 밝기 왜곡의 변화를 증가시킴으로써 나머지 5장의

영상이 제작되었다. 그림 6은 각 영상 세트의첫번째영상

과 여섯 번째 영상을 나타낸다. 각 영상 세트는 homog-
raphy 행렬을 제공하며 이를 이용하여 ground-truth 정합 정

보를 추출한다. 또한 가우시안 노이즈에 대한 성능 검증으

로 위하여, 2장에서 제작한 Leuven+noise 영상을 실험에

추가하였다. 각각의 영상 세트에서 첫 번째 영상과 나머지

다섯 장의 영상간의 정합을 통하여 기술자 성능을 검증하

였으며, 기술자의 성능 평가 기준으로 두 영상간의 정확하

게 정합된 관심영역과 잘못 정합된 관심영역 개수를 이용

하였다. 이때, 두 관심영역의 거리가임계값 보다 작은 경우

두 관심영역은 정합된다고 결정하며, 이 정합이 정확한지

또는 잘못되었는지는 두 영역의 overlap error로써 판단한

다. Overlap error가 0.5 미만일 경우 두 관심영역은 정확히

정합되었다고 판단하며, overlap error가 0.5 이상일 경우

잘못 정합되었다고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성능 평가는 re-
call versus a 1-Precision curve로써 검증하며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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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uven 영상(1/6) (b) Leuven 영상(6/6) (c) Bikes 영상(1/6) (d) Bikes 영상(6/6)

(e) Boat 영상(1/6) (f) Boat 영상(6/6) (g) Graffiti 영상(1/6) (h) Graffiti 영상(6/6)

(i) Wall 영상(1/6) (j) Wall 영상(6/6) (k) UBC 영상(1/6) (l) UBC 영상(6/6)

       그림 6. 실험 영상 세트
       Fig. 6 Experimental image sets

정의 된다. 

  

 


Pr 


(8)

여기서 Num. correspondences는 두 영상간의 정합된 개

수를 나타내며, 관심영역 거리의 임계값을 변화하며 recall 
versus the 1-Precision curve를 계산한다.  
기존의 비교 기술자들과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비교는 그

림 7-13와 같다. 실험결과에서알수 있듯이 엄격한 순차 기

반의 기술자가 모든 경우의 실험 영상 세트에 대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더욱이 다른 기술자와 비교하여, 영
상의 왜곡이 증가될수록 성능 저하률이 가장 적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그림 7과 13에서알수 있듯이, 엄격한 순차 기반

의 기술자는 조명 변화와 가우시안 노이즈의 경우 다른 기술

자에 비교하여 월등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중심 픽셀과 그에 해당하는 주변 픽셀간의 순차

정보가 아닌 관심영역 내의 모든 픽셀간의 엄격한 순차 정보

를 이용함에 기인한다. 더불어 SIFT 와 유사한 방식으로 관

심영역내의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영상 정합 분별력을

증가 시켰다. 또한 각 기술자의 매칭 속도는 영상에서 검출

되는 특징점의 개수와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속도측정을

위하여 Mikolajczyk[10]가 제공하는 모든 영상에 대하여 실

험한 후 모든 영상의 평균 속도를 총 특징점 개수로 나눈

(매칭 속도/특징점)로써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 환경은

Intel(R) Core(TM) 2 Quad CPU Q6600 at 2.40 GHz, 
Visual Studio 2008, Opencv 2.3 이다. 기존의 비교 기술자

들과 제안하는 방법의 수행 속도 비교는 표 1과 같다. 

SIFT
(128 dim.)

CS-LBP
(256 dim.)

CS-LTP
(128 dim.)

Brief 
(512 bit)

Exact order 
(128 dim.)

매칭속도/특
징점 (ms) 3.9142 ms 2.1472 ms 1.0598 ms 0.1315 ms 3.8479 ms

표 1. 비교 기술자와 제안한 방법의 매칭 속도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computational time for feature descrip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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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번, 3번 영상간의 실험결과 (b) 1번, 5번 영상간의 실험결과

그림 7.  “Leuven” 영상 세트에 대한 비교 기술자와 제안한 방법의 비교
Fig, 7. Comparison of CS-LBP, CS-LTP, SIFT, Brief and EOD for “Leuven” images (illumination change) 

(a) 1번, 3번 영상간의 실험결과 (b) 1번, 5번 영상간의 실험결과

그림 8.  “Bikes” 영상 세트에 대한 비교 기술자와 제안한 방법의 비교
Fig, 8. Comparison of CS-LBP, CS-LTP, SIFT, Brief and EOD for “Bike” images (Blur change) 

(a) 1번, 3번 영상간의 실험결과 (b) 1번, 5번 영상간의 실험결과

그림 9.  “Boat” 영상 세트에 대한 비교 기술자와 제안한 방법의 비교
Fig, 9. Comparison of CS-LBP, CS-LTP, SIFT, Brief and EOD for “Boat” images (Rotat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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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번, 3번 영상간의 실험결과 (b) 1번, 5번 영상간의 실험결과

그림 10.  “Graffiti” 영상 세트에 대한 비교 기술자와 제안한 방법의 비교
Fig, 10. Comparison of CS-LBP, CS-LTP, SIFT, Brief and EOD for “Graffiti” images (Affine change) 

(a) 1번, 3번 영상간의 실험결과 (b) 1번, 5번 영상간의 실험결과

그림 11.  “Wall” 영상 세트에 대한 비교 기술자와 제안한 방법의 비교
Fig, 11. Comparison of CS-LBP, CS-LTP, SIFT, Brief and EOD for “Wall” images (Affine change) 

(a) 1번, 3번 영상간의 실험결과 (b) 1번, 5번 영상간의 실험결과

그림 12.  “UBC” 영상 세트에 대한 비교 기술자와 제안한 방법의 비교
Fig, 12. Comparison of CS-LBP, CS-LTP, SIFT, Brief and EOD for “UBC” images (JPEG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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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번, 3번 영상간의 실험결과 (b) 1번, 5번 영상간의 실험결과

그림 13.  “Leuven+noise” 영상 세트에 대한 비교 기술자와 제안한 방법의 비교
Fig, 13. Comparison of CS-LBP, CS-LTP, SIFT, Brief and EOD for “Leuven+noise” images (noise change)

표 1에서알수 있듯이 Brief 기술자의 생성 및 매칭이가

장 좋은 수행속도를 나타내며, Exact order방법은 SIFT와
유사한 수행속도를 보여준다. 가장 큰 계산시간을 차지하

는 부분은 order sorting 부분이며 빠른 sorting algorithm 으
로 수행속도를 줄일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조명 변화에 강인한 영상 정합을 위하여

엄격한 순차 기반의 특징점 기술자를 제안하였다. 동일한

밝기 값을 가지는 픽셀간의 크고 작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

여, 불연속인 스칼라 픽셀 값을 연속적인 벡터 값으로 변환

하여 엄격한 순차 관계를 유도하였다. 픽셀간의 엄격한 순

차 정보와 공간상의 관계 정보를 이용하여 관심영역을 나

타내는 특징점 기술자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술자는 낮

은 차원의 기술자를 생성하며, 동시에 조명 변화와 가우시

안 노이즈에 강건한 특성을 나타낸다. 실험결과 제안한 특

징점 기술자는 기존의 널리 사용되는 특징점 기술자와 비

교하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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