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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특징 기술자를 이용한 식물 잎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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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속도로 변화하는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식물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원하

는 식물의 종류를 검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식물 인식 및 생태계 분석을 

위해 다양한 식물의 잎을 종류별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이를 위해, 카메라부터 입력된 

식물 잎 사진의 관심 영역을 GrabCut을 통해 배경과 분리한 후, 형태 기술자 추출 방법인 

SIFT(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를 이용하여 형태 기술자

를 추출하고, 이것을 부호화 기법 및 공간 피라미드 방법을 이용한 분류 특징 벡터를 만든다.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통한 식물 잎 분류 및 인식한다. 다양한 식물 잎에 대한 실험 결과를 통해 비슷한 색상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방향성 특징 기술자를 활용한 식물 잎 분류 방법이 매우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Plant leaf Classification Using Orientation Feature Descriptions

Su Myung Gang†, Sang Min Yoon††, Joon Jae Lee†††

ABSTRACT

According to fast change of the environment, the structured study of the ecosystem by analyzing

the plant leaves are needed. Expecially, the methodology that searches and classifies the leaves from

captured from the smart device have received numerous concerns in the field of computer science and

ecology. In this paper, we propose a plant leaf classification technique using shape descriptor by combining

Scale Invarinat Feature Transform (SIFT) and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HOG) from the image

segmented from the background via Graphcut algorithm. The shape descriptor is coded in the field of

Locality-constrained Linear Coding to optimize the meaningful features from a high degree of freedom.

It is connected to Support Vector Machines (SVM) for efficient classifica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our proposed approach is very efficient to classify the leaves which have similar color, and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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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변 환경에서 획득한 식물 잎 영상

1. 서 론

최근 레저 및 여가 활동의 증가로 인해 야외에서 

산채나 들풀 등의 식물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빈번

해짐에 따라, 식물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식물들을 생활 주변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식물들의 이름이나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많은 오류

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 중심의 식물 검색 기술

은 일반인들의 식물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수 있으며, 웰빙(well-being), 에코(ecology) 등의 자

연주의와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일반인이나 어린 학생들

도 다양한 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림 1은 주변 환경에서 획득 한 식물 잎 영상

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식물들은 인간의 생활 영역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나, 그 식물들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름이나 관련 정보를 정확하

게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문자 기반의 검색으

로는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최근 

영상 기반의 검색을 사용한 영상 분류 방법이 대두되

고 있다[1-5].

최근 여러 검색 엔진 등에서 제공하는 영상 기반의 

검색은, 영상에 들어있는 모든 특징을 사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욱 손쉽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또한,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고화질 영상 획득이 가능한 스마트폰뿐 아니라 

Wi-Fi(Wireless Fidelity) 등의 통신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카메라 등이 보급됨에 따라 영상의 획득 및 처

리가 쉬워져 영상 기반의 검색 응용이 쉽게 되었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주어진 영상의 특성을 분석

하여 영상 인식 및 검색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연구인 

내용 기반 영상 검색 (CBIR, Content-based Image

Retrieval)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

본 논문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카메라를 통해 

얻은 식물의 잎의 특성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식물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장

에서는 식물 분류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 대해 알아보

고,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기존 영상 분류를 위한 

지역적 제한 선형 부호화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3장

에서는 입력 영상에 대해 GrabCut 방법을 이용하여 

관심영역을 추출한 후, SIFT 방법과 HOG 방법을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한다. 다음 부호화 기법 및 공

간 피라미드 방법을 이용하여 특징 벡터를 만들고 

SVM을 통해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

서는 실험을 위한 데이터 구성과 분류 성능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실험으로 얻은 

결론 및 연구되어야 할 앞으로 연구할 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2. 기존의 연구

식물 분류를 위한 모양의 특성 분석을 위해 식물의 

형태학적 특성을 이용한다. 형태학적 특성은 어떠한 

생물체의 모습이나, 내부 구조 등에서 외관 비율, 직

사각형적 비율을 이용한다. 그림 2는 식물 잎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 정보를 보여준다[2-4].

이러한 특성을 결합하여 분류한 Du 등 [2]의 제안

에서는, 입력 영상을 회색 조 영역으로 변환하여 이진

화 영상과 외곽선을 추출하고, 이 외곽선 영상을 통해 

몇 가지 특성을 이용하여 특징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MMC(Move Median Centers) 분류기를 통

해 특징들을 군집화하였다. 이 실험은 속도 측면에서 

이전 연구보다 장점을 보이고, 특성을 결합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보이나, 인식률이 90% 정도라서 , 형태

학적 특징의 결합으로는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식물의 분류에 어려움이 있다[2-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형태 정보의 특성을 검출

할 수 있는 특징점 검출 기술과 유사도 비교 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다. Bama 등 [5]은 영상에 

관한 인식 및 검색 기술에 관한 연구인 CBIR을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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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력 영상         (b) 회색 조 영상        (c) 이진화 영상          (d) 외곽 영상

그림 2. 식물 잎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

그림 3. 입력 영상으로부터 얻어진 DoG

잎 분류 기법에도 적용하였다. Bama 등 [5]은 식물 

잎 영상에서 SIFT 기술자를 추출하여 식물 잎 분류

에도 적용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5].

2.1 SIFT(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Lowe [7]에 의해 제안된 SIFT 알고리즘은 불변성

이 강한 지역적 특징이기 때문에, 크기가 다르거나 

회전된 식물 잎이라도 특징은 동일하게 추출된다. 추

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스케일 공간을 생성하

여 그 공간에서 작업함으로 크기 불변성 특징 검출을 

가능하게 한다. 스케일 펙터인 표준편차 를 상수 

배만큼 증가시키면서 가우시안 함수와 입

력 영상 로 컨볼루션 된 스케일 공간의 영상 

  을 얻는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1) (1)

이 스케일 상의 불변한 특징점을 얻기 위해 DoG

(Difference of Gaussian)함수를 k배 증가한 표준편

차를 사용하여 얻은 L과 증가하지 않은 L의 차이로 

정의한다. 그림 3은 이를 스케일 변화에 따라 도식적

으로 표현한 것이다[7].

이때, DoG의 모든 점에 대해서 극점(maxima 혹

은 minima)의 조건을 검사하여 통과한 점은 후보 특

징점이 된다.

(3) 

 

 

tan  

(2)

식 (2)에서  와  는 주변 화소의 기울기

의 크기를 이용해서, 특징점에 관한 크기와 방향 정

보를 의미한다. 이렇게 얻어진 특징점의 주위에서 그

림 4와 같이 소구역에 대해 기울기를 계산해서 히스

토그램을 구한다[7].

SIFT 특성은 계산 복잡도가 높아서 연산 속도가 

느리지만, 영상 내부 관심 영역의 위치나 크기, 회전

에 불변한 특징을 얻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

그림 4. 특징점을 중심으로 기울기 계산

2.2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Dalal 등 [8]에 의해 제안된 HOG는 국소 영역의 

밝기에 관한 기울기 분포를 영역마다 히스토그램으

로 만들어 하나로 합친 후 특징으로 사용하는 기술자

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식물 잎의 외관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특징으로 식물을 인식하고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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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입력 영상에 관한 코드북 구성

그림 7. 코드북을 이용한 입력 영상 인식

그림 8. 일반적인 부호화의 과정 모식도

식물 잎 외관의 모양에 중요한 정보가 많으며, 식물 

잎의 형상이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형상 

정보를 이용하는 HOG 특징 기술자가 식물 잎의 분

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HOG 특징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입력 영상  를 

× 크기의 국소 영역으로 자른다. 이렇게 잘린 국

소 영역에 대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두 방향의 

커널을 거쳐 각 기울기 영상을 구한다. 이 기울기 영

상의 각 영역에서 기울기 히스토그램을 구하게 된다.

계산된 기울기를 도 간격으로 기울기의 크기인 

을 누적한 히스토그램을 구한다.

      

  tan   
  

(3)
(3)

이때 구해진 각 국소 영역의 히스토그램을 하나의 

특징 벡터 로 보고, 정규화하여 관심 영역의 크기에 

대해 불변한 특성을 있도록 한다. 정규화된 각 국소 

영역의 히스토그램을 하나로 이어 붙인 벡터로 만든

다. HOG는 영상의 형상 표현에 대해 강인하다는 장

점이 있다. 또한 연산량이 SIFT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훨씬 빠른 수행결과를 보이지만, 영상의 

회전에 관계하여 불변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5는 입력 영상에 대한 기울기의 크기 영상과, 소구역

에 누적된 기울기 방향을 보여준다[8].

(a) 기울기의 크기 영상 (b) 소구역에 누적된
기울기 방향

그림 5. 입력 영상에 관한 HOG 추출 영상

2.3 영상 분류를 위한 지역적 제한 선형 부호화 기법

최근 영상 분류 방법들은 BoF(Bag of Feature 혹

은 Bag of Words) 기반의 공간 피라미드 매칭(SPM,

Spatial Pyramid Matching) 방법이 좋은 결과를 보

여준다[9-15]. BoF 방법은 특징 기술자들을 재표현

하기 위하여 코드 워드(code word)로 구성된 코드북

(code book)이라는 지역 특징 집합을 사용한다. 입력

된 모든 영상에서 추출된 모든 특징기술자에 대해 비

슷한 기술자들끼리 묶어줄 수 있는 코드 워드를 만든 

후, 이를 모아놓은 집합을 코드북이라고 한다. 그 후 

코드북의 몇 가지 코드 워드로 분류할 영상을 재표현 

한다. 그림 6은 여러 특징 벡터를 코드 워드로 재표현

한 집합을 보여준다. 그림 7에서는 미리 구성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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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PM을 통한 특징 히스토그램 생성

(a) 벡터양자화           (b) 희소 부호화         (c) 제한된 지역적 부호화

그림 10. 여러 가지 부호화 방법 비교

북으로 입력 영상을 재표현하는 모식도이다[9-15].

SPM은 코드북을 생성할 때 지역적인 정보를 고

려해 영상을 소구역으로 나누고 난 후, 그곳에 위치

한 특징 기술자로부터 특징 벡터를 그림 8과 같이 

만든다[9-15].

이를 구현하는 방법 중, Wang 등 [12]에 의해 제안

된 지역적 제한 선형 부호화(LLC, Locality-con-

strained Linear Coding)는 선형 분류기를 사용하여 계

산 복잡도를 감소시키고, 특징 기술자들을 부호화할 

때 코드북의 지역적 거리 가중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역 좌표 부호화(LCC, Local Coordinate Coding) [13]

를 개선하여 만든 알고리즘이다. 그림 9는 한 영역 내,

각 코드 워드의 히스토그램을 생성하는 도식이다[12].

입력 영상에서 추출한 SIFT 같은 특징 정보를 부

호화하는 기존 방법은 벡터 양자화(VQ, Vector Quan-

tization), 희소 부호화(SC, Sparse Coding), LLC 등

이 있다. 그림 10은 이것들을 비교하여 보여준다[12].

그중 가장 간단 한 것은 벡터 양자화 방법이며,

모든 부호화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부호화된 코드 

워드를 SPM을 통해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 영상의 

특징으로 사용하게 된다. VQ는 SIFT나 HOG 등을 

통해 만들어진 특징 기술자들에 대해서 최소자승법

을 이용해 가장 지역적으로 가까운 코드 워드 값을 

대응하는 과정으로 그 식은 다음과 같다[11-14].

arg

min

  



 


        ≥∀

(4) (4)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는, 특징값과 코드북의 코드 

워드가 1 대 1 대응을 하므로 양자화 오류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벡터 양자화

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오직 하나의 대응하는 코

드를 여러 개 가지도록 하는 방법이 희소 부호화이

다. 이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코드는 적은 개수

의 코드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한 개의 대응 코드를 

가지는 벡터 양자화보다 오류가 줄어들게 된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15].

arg

min

  



 
   (5) (5)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코드 값을 가진다 하더

라도, 단지 개수만 고려 부호화를 한 것일 뿐 코드 

간의 지역적인 연관성이 떨어져 성능의 제한이 있다.

Yu 등 [13]이 제안한 LCC의 방법에서는 코드북에

서 희소하게 코드를 택하여 부호화하는 Yang 등 

[15]이 제안한 기존의 ScSPM(Sparse Coding SPM)

방법을 개선하여 지역적 거리의 가중치를 덧붙여 고

려하였다.

특징 기술자 집합을      ∈× 라

고 하고, 미리 구성된 코드북의 집합을 B , 기술자 집

합 X와 코드북 집합 B의 대응으로 만들어진, 입력 

영상의 코드북은 C    ∈× 라고 할 때 

비용함수는 식 (6)과 같다.

arg

min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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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aph cut (b) GrabCut

그림 11. 관심영역 추출 방법 비교

식 (6)의 마지막 항은 기존 희소 부호화의 방법에,

특징 기술자와 코드북의 코드 워드 간의 거리를 함께 

고려하여 부호화에 정확성을 높였다. 식(5)는 계산적

으로 비용이 높은 L1-norm의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하는 데 비해, 이를 개선한 LLC의 경우 계산 복잡도

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사

용자가 식물 잎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당시에 영상을 

획득하고 처리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처리의 속

도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므로 LLC 방법은 본 논문

에서 지향하는 실제 응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LCC의 계산 비용 문제를 해결한 LLC는, LCC의 

후반부 항을 단순히 특징점과 코드 워드 간의 거리만

을 고려하도록 단순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이의 

비용함수는 식 (7)과 같다.

arg

min

  



 
 





⊙


  ∀

(7)
(7)

이 식에서 ⊙는 원소 간의 곱을 뜻하고, ∈M은 

지역적인 특성에 기여하는 부분인데, 입력된 특징점

과 코드 워드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는 입력 와 코

드북 B의 각 항과 유클리드 거리를 구하여 지역적인 

영역에 관한 가중치 감쇄 속도를 조절하는 용도이다.

입력 영상의 부호화 된 집합은 풀링(pooling) 과정

을 통해 하나의 대표될 수 있는 벡터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선형 SVM의 입력 벡터가 되어, 훈련 과정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입력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제안하는 방법

이 장에서는 식물 잎을 분류하기 위하여, 식물 잎

의 형태 분석 기술자만을 통해 인식률을 높이는 방법

을 제안한다. 먼저 자연환경에서 잎 영상을 획득한 

후에, GrabCut [16]을 이용한 관심영역을 추출한다.

추출된 관심 영역은 회색 조 영상 등으로 전처리를 

통하여 SIFT나 HOG를 이용한 특징기술자를 얻는

다[7-8]. 이 특징기술자들을 부호화하여 영상마다 대

표할 수 있는 특징 벡터로 만들어 풀링을 통해 분류

기에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벡터를 생성한 후, SVM

분류기를 통해 이를 분류하여 입력한 잎 영상을 인식

한다[17].

3.1 영상 획득 및 GrabCut을 이용한 관심영역 분할

이 장에서는 자연환경에서 획득한 식물 잎 영상에 

대해 필요한 관심영역 분할 및 전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획득한 영상에 대해 전처리를 하는 과정은 

잎의 특징 추출하기 전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관심영

역을 제외한 배경 영역을 제거함으로써 다음에 이어

질 영상 처리의 시간적 효율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폰 등의 휴대기기로 그 정보가 필요한 장

소에서 바로 획득된 영상은 관심영역으로 분할되어

야 한다. 영상의 배경에 해당하는 비 관심영역을 제

거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때  

Rother et al. [16]이 제안한, Graph cuts를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GrabCut 방법을 사용

한다. 그림 11은 Graph cuts와 Grabcut의 방법을 비

교한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하는 식

물 잎의 부분을 분할하였지만, GrabCut이라는 영상 

분할 방법은 사용자의 관심영역은 전경, 그 외의 배경

으로 분류하여 영상을 생성한다. 이후,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 Gaussian Mixture Model)으로 모델링하

여 에너지 최소화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16].

이 방법은 조작하기 쉽고 성능이 높지만, 연산 비용이 

높아서 수행 속도가 느리다. 그림 12는 사각형 모양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처리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GrabCut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그림 13에

서처럼 하나의 잎만 분할된 영역으로 추출할 수 있

다. 식물 잎은 꽃과 같이 색깔 특징이 명확히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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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획득된 영상         (b) 관심영역 선택

그림 12. 자연환경에서 얻은 잎 영상의 처리

그림 13. GrabCut을 통해 획득된 관심영역

는 물체에 비해 색깔 특징은 중요하지 않다. 획득된 

영상에 대해 다음 식을 통하여 회색 조 영상을 구한다.

  ×  ×× (8) (8)

이를 통해, 그림 14와 같이 회색 조 영상이나, 이진

화 영상, 혹은 외곽선 등을 추출하여 컴퓨터가 인식

할 수 있는 특징 정보를 획득하여 식물 잎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게 된다.

(a) 회색 조 영상      (b) 이진화 영상   (c) 외곽선 추출 영상

그림 14. 관심 영역에 대한 전처리

3.2 SIFT, HOG 특징을 이용한 지역적 제한 선형 부

호화 기법

이 장에서는 어떻게 식물의 잎으로부터 특징을 추

출하여 부호화하는지에 대해 기술한다. 본 논문에서

는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자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SIFT와 HOG를 사용한다[7-8]. 관심

영역을 획득한 영상으로부터 얻어진 특징벡터를 미

리 구성해놓은 코드북과의 대응을 통해 부호화하고,

부호화된 특징 중 특징점마다 위치를 가지는 SIFT

는 SPM을 통해 분류기에 입력될 벡터를 만든다.

3.2.1 SIFT 알고리즘을 이용한 특징 벡터 추출

입력 영상의 DOG에서 얻어진 특징점의 주변 구

역에 대해 각 8방향의 기울기를 하여 히스토그램을 

누적한다. 이 과정으로 구한 벡터는 방향성에 대해 

불변하며, 특징점을 중심으로 ×의 구역에서 8방

향의 히스토그램을 누적하므로 128개의 특징을 가지

게 된다. 그림 15는 입력 영상에 대해 SIFT를 추출한 

결과를 보여준다.

(a) 회색 조 영상        (b) SIFT 특징점 영상

그림 15. 잎 영상에 대한 SIFT 처리

3.2.2 HOG 알고리즘을 이용한 특징 벡터 추출

SIFT와 마찬가지로, 입력된 식물 잎 영상을 회색 

조로 만든 후 각각 기울기 영상과 기울기의 크기 영

상을 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HOG에서 사용하던   과    커널보다 

훨씬 외곽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Sobel 방법을 사

용하여 영상을 처리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영상을 

×개로 나눈 후, 각 구역에 대해 32방향의 기울기

를 누적하였다. 따라서 한 영상에 대해 총 288개의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6은 입력 영상에 

대해 기울기 영상과 기울기의 크기를 추출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17은 잎 영상의 기울기 크기를 32방향으로 

누적된 히스토그램을 나타낸다. 하지만 HOG는 영상

의 위치나, 회전에 대해 불변하지 않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회전각 보정을 통해 최대한 같은 위치와 회전

각을 맞추어서 실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HOG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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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울기 영상        (b) 기울기의 크기 영상

그림 16. 입력 영상에 대한 HOG 처리

그림 17. 누적된 히스토그램

그림 18. 잎 영상에 관한 GrabCut 수행 결과

그림 19. Flavia 데이터베이스의 식물 잎 영상 예제

우, 영상을 국소 영역으로 분할하여 기울기 히스토그

램을 누적하여 만든 벡터로 이루어진 특징이므로 

SPM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3.2.3 지역적 제한 선형 부호화 및 분류

앞서 얻은 특징벡터에서, 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놓은 코드북 데이터베이스와 대응시켜 

각 영상의 특징벡터를 부호화하여야 한다. 모든 입력 

영상에 대해 추출한 특징 벡터를 k-means 알고리즘

을 통해 군집화한 후 중심 벡터를 대표로 두어 코드 

워드로 정의하여 코드북을 만든다. 이를 입력 영상의 

특징벡터와 대응시켜 부호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실

험에서는 코드북 수가 512보다 높을 때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코드북으로 특징백터를 부호화하여 

이를 풀링하는 과정을 거친다.

3.2.4 풀링 및 SVM 분류

풀링하는 과정에서 SPM의 방법에 따라, SIFT에

서 얻은 특징은 특징점마다 위치 값이 반환되기 때문

에, 전체 영상에서 피라미드 형태 즉, ×, ×, ×

의 각각 소구역에 관한 특징벡터들을 누적하게 된다.

이렇게 각 영상에서 획득한 특징벡터를 부호화하였

다면, 이를 분류하는 동시에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SVM(Support Vector Machine)

이다. Cortes 등 [17]에 의해 제안된 SVM은 부류마

다 존재하는 여유치(margin)을 최대화하여 일반화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통해 분류하는 분류기법

이며, 여타 다른 분류기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자랑

한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자료 구성

본 실험에서는 식물 잎과 배경과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에 대해, 앞서 GrabCut을 수행한 뒤에 전처리 

과정을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각 영상에 대해 Grab-

Cut은 대부분 우수한 결과로 관심영역을 추출한다.

그림 18은 잎 영상에 대해 GrabCut 알고리즘을 적용 

했을 때 수행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모든 입력 영상에 대해 GrabCut을 수행했

다는 가정 아래, Wu 등 [18]이 실험한 Flavia에서 제

공하는 영상 자료 집합을 사용하였다. 그림 19는 제

공된 영상 자료 집합 중 몇 개의 예시를 보여준다.

이 자료 집합은 각 32종에 대한 분류가 되어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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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IFT 특징 기술자를 통한 식물 분류 실험 결과

카테고리
카테고리별
영상 수

SVM
코드북

샘플링 개수
코드북

SPM

공간
정확도(%) 오차범위

32종 50장
영상 30장
랜덤 선택
10번 수행

2000

1024

1 0.92437 0.01070

2 0.98062 0.00277

4 0.98703 0.00295

10000

1 0.95812 0.00476

2 0.98281 0.00392

4 0.98968 0.00392

고, 개수가 맞지 않아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

여 모든 영상에 대해 같은 종류의 잎을 분류한 후,

한 종류마다 각 50장씩 자료 집합을 구성하였다. 이

때 각 영상의 크기를 모두 가로 400, 세로 300의 크기

로 일정하게 축소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각 특징 기술자에 관한 비교를 중점적으로 

하였으므로 회전과 위치 변화 특성에 강인한 SIFT

와는 달리, HOG는 회전 변화에 불변하지 않으므로,

미리 구성한 각 종류 자료 집합의 식물 잎은 먼저 

일괄적으로 회전각을 같게 보정한 후 실험하였다.

4.2 분류 성능

4.2.1 SIFT 특징 기술자를 이용한 분류 방법

이 실험에서는 Flavia [18]에서 제공하는 잎 영상

을 이용하여 먼저 SIFT 기술자를 추출한다. 주어진 

영상의 각 특징점을 중심으로 × 크기 영역을 만들

어 각 8방향의 기울기를 계산한 128개의 기술자를 

히스토그램으로 누적한다. 이렇게 누적된 SIFT 단

일 벡터를 코드북과 대응되는 코드 워드로 변환하여 

SPM에 따라 ×, ×, ×로 구성하였다. 전체 

1,600개의 자료 집합에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

용해 구성된 1024 크기의 코드북과 입력 인자를 대응

시켜 최대 풀링 한 것을 입력 벡터로 사용하여 선형 

SVM을 통해 분류한다.

HOG 특징기술자는 SPM에 의한 풀링이 불가능

함으로 SIFT 기술자와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SPM

공간을 점차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각 공간이 늘어날 

때마다 정확도와 처리 및 분류 시간에 대해 중점적으

로 확인하였다. 이 분류기에 입력되는 벡터를 각 입

력 영상에서 얻어진 특징 벡터의 부호화된 벡터로 

보고, 본 실험에서는 우연한 경우에 결과 값이 좋아

질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모든 데이터 집

합에서 10번 무작위의 실험을 하여 평균적인 결과 

값을 얻었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PC 사양은 2010년

형 iMac, Intel core i3 3.07GHz 프로세서와 4GB

RAM, 32비트 Windows 7 운영체제를 사용하였다.

표 1의 실험결과를 보면, SIFT와 부호화만으로도 

식물 잎에서 얻을 수 있는 형태학적 특징을 결합한 

것 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SPM의 공간이 늘어날 때마다 정확도가 향상하는 것

으로 보아, 정확도에 SPM이 큰 기여를 한다는 것 

역시 알 수 있다. 하지만 표 2에서 보면, SIFT 기술자 

추출 시간이 늦고 데이터베이스를 읽는 시간 역시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아 실제 응용에서 처리 시스템

이 좋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2. 처리 영역별 수행 속도 (단위: sec)

구  분 SIFT 추출 분  류

속  도 2.071 2.291

4.2.2 HOG 특징 기술자를 이용한 분류 방법

이전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HOG 특징 기술자

를 이용한 방법으로, 32종의 식물 잎을 각 50장씩 자

료 집합을 구성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든 입력 

영상에 대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두 방향의 

   과     커널을 대신하여, Sobel 커널을 

사용한 기울기 영상을 × 의 국소 영역으로 나눈 

이후에 각 영역에서 계산되어 반환된 기울기  부

터 를,  간격으로 하나의 국소 영역에 대해 

개의 방향성으로 기울기의 크기를 누적한 히스토

그램을 구하였다.

국소 영역에 대해 방향성의 기울기를 누적할 때,

입력 영상의 관심 영역인 식물 잎 부분과 관계가 없

는 흰색 배경까지 함께 누적하면 결과에 나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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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HOG 특징 기술자를 통한 식물 분류 실험 결과

카테고리
카테고리별
영상 수

SVM
코드북

샘플링 개수
코드북 국소영역 정확도(%) 오차범위

32종 50장
영상 30장 랜덤 
선택 10번 수행

2000
512

× 
0.87156 0.01266

1024 0.77578 0.00914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

다. 따라서 기울기를 누적할 때는 흰색 배경은 제외

하여 식물 잎의 기울기를 누적하였다.

1,600개의 자료 집합에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용해 구성된 1024 크기의 코드북과 입력 인자를 

대응시켜 최대 풀링 한 후, 선형 SVM을 통해 분류를 

수행하였다. 이때, HOG 특징 기술자는 SIFT 기술자

와는 달리 특징점의 위치가 없으므로 각 SPM 공간

을 점차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효과가 없다. 따라서 

코드북 수와 국소 영역의 개수에 따라 정확도와 처리 

및 분류 시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비교하였다. 이 실

험에도 10번의 무작위의 실험을 하여 평균적인 결과 

값을 얻었으며, 같은 PC 사양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표 3을 보면, 실험결과 HOG는 SIFT에 비해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HOG 알고리즘으로 얻을 수 있는 특징 개수가 SIFT

와 비교하면 너무 적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너무 적

은 양의 특징벡터로 과도하게 큰 코드북을 생성할 

시에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표 4를 보면 SIFT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 보다, 빠

른 속도로 기술자를 추출하므로 실시간으로 검색 결

과가 필요한 모바일 시스템에 적용하였을 때는 SIFT

보다 효율적으로 보인다.

표 4. 처리 영역별 수행 속도 (단위: sec)

구  분 HOG 추출 분  류

속  도 0.123 1.101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특징을 결합한 분류기법

이 아닌, 단일 특징 기술자를 통한 식물 잎의 분류기

법을 통해 인식률을 향상 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SIFT는 입력 영상 전체의 특징점을 찾아 많은 수

의 특징 벡터를 가지는 것뿐 아니라, 특징점의 위치

를 고려한 공간적 분할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특징

의 수를 늘림으로써 인식률을 높이고 있다. 반면 

HOG는 형상의 정보를 이용하는 기술자로 인식률의 

향상을 기대하였으나, SIFT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HOG는 SIFT보다 

빠른 속도로 처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 휴대용 모바일 기계 등에 적용되었을 

때 높은 효율성을 보일 것이라 기대된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자들과 

부호화 방법을 결합하여 이전의 잎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특성을 결합한 방법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

고 있으나, 완벽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SIFT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병렬처리를 통해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연구와 앱으로 개발하여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나 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술을 향후 개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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