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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rowth of UAV technology leads to expansion of UAV image applications. Many UAV
image-based applications use a method called incremental bundle adjustment. However, incremental
bundle adjustment produces large computation overhead because it attempts feature matching from all
image pairs. For efficient feature matching process we have to confine matching only for overlapping
pairs using exterior orientation parameters. When exterior orientation parameters are not available, we
cannot determine overlapping pairs. We need another methods for feature matching candidate constitution.
In this paper we compare matching candidate constitution methods without exterior orientation parameters,
including partial feature matching, Bag-of-keypoints, image intensity method. We use the overlapping
pair determination method based on exterior orientation parameter as reference. Experiment results showed
the partial feature matching method in the one with bes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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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UAV의 발전에 따라 UAV영상의 활용도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UAV영상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

점진적 번들 조정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점진적 번들조정 방법은 중복이 없는 영상 쌍에서도 대응점

을 추출해 긴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복지역에서만 대응점 추출

연산을 진행해야한다. 만약 영상의 외부표정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영상의 중복도를 계산하여 중

복지역에서만 대응점 추출이 일어나도록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표정요소가 없는 영상을 활용하는 경

우, 기하학적인 중복지역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다른 후보군 구성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표정 요소가 없는 경우의 대응점 추출 후보군 구성 방법들을 비교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 비교

방법은 일부 특징점, 특징점 군집화, 영상의 밝기를 활용한 후보군 구성방식이며 외부표정요소를 통해 구한

대응점 후보군 구성결과를 기준으로 각 방식을 비교한다. 비교 결과 일부 특징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으로 나타났다.

–647–

Received November 17, 2016; Revised December 6, 2016; Accepted December 22, 2016.
† Corresponding Author: Taejung Kim (tezid@inha.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2, No.6, 2016, pp.647~656
https://doi.org/10.7780/kjrs.2016.32.6.9

ISSN 1225-6161 ( Print )
ISSN 2287-9307 (Online)

Article



1. 서 론

최근 Unmanned Aeria Vehicle (UAV)와 관련된 기술

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UAV를 활용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사진측량 분야에서도UAV에서 취득한 다

중 영상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 생산과 관련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진측량을 통한 3차원 공간정보 생산은 크게 두 단

계로 수행된다. 먼저 영상이 촬영된 위치와 자세 즉 외

부표정요소의 초기값과 영상간의 동일점인 대응점을

통해 다중 영상의 정밀한 외부표정요소를 추정하는 번

들조정의 과정을 수행한다. 그 후 추정된 외부표정요소

를 기반으로 영상에 담긴 공간의 실제 3차원 좌표를 계

산한다.

이런 단계를 따라 진행되었던 기존의 사진측량은 위

성, 항공기등 강인한 플랫폼에서 얻은 영상을 활용하였

다. 강인한 플랫폼에서 획득된 외부표정요소 초기값은

오차가 적어 비선형 식으로부터 유도된 번들조정의 적

용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위성, 항공기에 비해 강

인하지 않은 플랫폼인 UAV에서 획득된 영상의 외부표

정요소는 상대적으로 오차가 크고, 외부표정요소가 부

재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번들 조정방법을 수행하

는 데에 부적절하다(Paul and Bon, 2000).

따라서 번들조정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진

번들조정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점진 번들조정 방

법은 한 장의 영상으로부터 인접한 단일 영상의 상대적

위치와 자세를 점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Richard

and Andrew, 2000). 이를 활용한 연구는 널리 진행되어

왔다. Johannes(2013)외 2명은 무인기에 장착된 네 개의

어안렌즈를 사용하는 다중 영상의 실시간 점진적 번들

조정 방법 적용에 대해 연구했고, Wu(2013)는 다중영상

을 활용한 점진적 번들조정 방법의 연산을 효율적으로

개선시켜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고, 점진적 번들조정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했다. Agarwal(2009) 외 4명은

점진적 번들조정 방법을 활용하여 인터넷에서 검색 가

능한 150,000장의 로마지역 사진을 통해 랜드마크 별 포

인트 공간정보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하지만 다중 영상에 점진 번들조정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대응점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연산이

이루어진다. 대응점 추출은 한 쌍의 영상에서 동일점을

찾는 연산인데, 다중영상의 경우에는 구성 가능한 영상

쌍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많은 횟수의 연산이 이루

어진다. 따라서 영상의 대응관계를 분석하고 임계값을

부여해 대응점 추출 후보군을 구성해 대응점 추출 연산

을 줄여야 한다.

여기서 언급한 영상의 대응관계는 두 영상에서의 대

응점 추출 기댓값이다. 영상의 외부표정요소가 있는 경

우는 위치와 자세정보를 활용해 영상을 임의의 평면에

투영해 영상간의 중복도를 계산할 수 있고, 이를 영상

의 대응관계로 활용할 수 있다. 외부표정요소가 부재한

경우는 대응관계를 계산하기 위해 영상의 유사도를 활

용할 수 있다. 영상의 유사도는 특징점을 활용한 방법,

영상의 밝기값을 활용한 방법 등이 있다. 특징점을 활

용한 방법은 두 영상에서 특징점을 계산하고 대응점 추

출을 수행해 얻은 대응점의 수가 많을수록 유사한 영상

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영상의 밝기값을 활용한 방법

은 영상의 밝기값을 히스토그램 형식으로 변환하여 각

영상에서 얻은 히스토그램의 차이가 적을수록 유사한

영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각 방법을 통해 계산된 대

응관계에 후보군 구성을 위한 임계값 부여는 영상의 촬

영형태에 따른 대응관계의 분포를 고려하도록 했다.

선행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특징점 기반의 영

상 유사도를 활용해 후보군을 구성하였다. Wu(2013)는

일부 특징점을 활용했다. 이 방법은 전체 특징점 중 일

부를 선택해 대응점 정합연산을 수행하고, 수행결과 얻

은 대응점의 수가 임계값 이상일 경우 나머지 특징점에

대한 대응점 정합연산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Agarwal(2009)는 군집화 된 특징점을 활용했다. 이 방

법은 특징점을 특정한 수로 군집화 하고, 그 군집의 분

포를 비교하여 유사한 경우 대응점 정합연산을 진행하

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표정요소가 없는 다중UAV영상의 대

응점 추출 후보군 구성방법 비교를 위해, 외부표정요소

를 활용한 후보군 구성 방법을 기준으로 외부표정요소

가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한 후보군 구성 방법의 차이를

확인한다.

외부표정요소를 활용한 대응관계는 공선조건식을

활용한 영상 중복도를 통해 계산했으며, 외부표정요소

가 없는 경우 대응관계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일부

특징점, 특징점 군집화 방법과 추가적으로 영상의 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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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활용방법을 통해 계산했다.

각 후보군의 비교는 구성된 후보군의 형태, 구성에

소요된 시간, 후보군을 적용한 대응점 추출시간, 점진

번들조정을 통한 모델 생성시간, 최종 생성된 모델의 재

투영 오차 및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드 총 여섯가지 지

표를 통해 수행되었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대응관계 계산방법, 3장에서 촬영

형태에 따른 임계값 부여방법을 설명하고, 4장에서 실

험데이터 및 결과, 5장에서 결론을 다룬다.

2. 대응관계 계산방법

본 절에서는 후보군 구성을 위해 앞서 언급한 외부표

정요소를 활용한 방법, 일부 특징점을 활용한 방법, 특

징점 군집화를 활용한 방법, 영상의 밝기값 히스토그램

을 활용한 방법 각각의 원리와 본 실험에서의 활용방법

을 2다룬다.

1) 외부표정요소를 활용한 대응관계 계산

외부표정요소를 활용한 대응관계는 무인기에 탑재

된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와 Inertial Navigation

System (INS)를 통해 얻은 위치와 자세 초기값과 공선조

건식을 활용해 취득영상의 네 모서리를 지상기준면에

투영해 얻은 중복도를 활용한다.

Fig. 1.에서 외부표정요소로부터 구한 회전행렬을 활

용하여 영상 공간에서 사진좌표의(x, y)공간좌표를 구

한다. 이후 공선조건을 활용하여 해당 좌표를 지상좌표

계로 변환한다. 각 점을 임의의 지상 기준면 Gz= h에 투

영해 지상좌표 Gx, Gy를 구할 수 있다.

                   Gz = h

                   Gx = (Gz
_Oz)Ex/Ez + Ox                        (1)

                   Gy = (Gz
_Oz)Ex/Ez + Oy

위 수식을 활용해 모든 영상의 모서리를 기준면에 투

영해 대응관계를 계산한다.

2) 일부 특징점을 활용한 대응관계 계산

일부 특징점 방법은Wu(2013)의 연구에서 활용한 방

법이다. 일반적인 대응점 추출은 크게 세 단계로 처리

된다. 먼저, 영상에서 특징을 갖는 특징점 추출을 진행

한다. 다음으로 추출된 특징점을 설명해주는 설명자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영상에서 얻어진 설명자와

의 비교 연산을 통해 설명자가 유사한 경우를 대응점으

로 결정한다.

일부 특징점 방법은 추출된 특징점 중 일부만을 활용

하여 대응점 추출을 진행하고, 추출된 대응점의 수가 임

계값을 충족시킬 경우 나머지 특징점에 대해 대응점 추

출을 진행하고, 해당 영상 쌍에 대한 기하추정을 진행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모든 영상쌍의 전체 특징점을 정

합하는 방법보다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특징점의 대응점 추출을 통해 계

산된 대응점의 수를 영상의 대응관계 값으로 활용한다.

실험에는 신속한 후보군 구성을 위해 빠른 특징점 추출

이 가능한 FAST(Rosten and Drummond, 2006) 특징점을

활용하고 , 회전등에 강인하며 빠른 정합이 가능한

FREAK(Alahi et al., 2012) 설명자를 활용한다. 또한 계산

된 설명자의 비교연산에는 FLANN(Marius Muja and

David G. Lowe, 2009) 방법을 활용한다. 본 실험에서는

영상의 특징을 후보군 구성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영상

전체 특징점의 특정 비율을 선정 일부 특징점으로 선정

했다. 이때 5%, 10%, 15%의 특징점을 활용해 구성된 후

보군을 활용한 모델의 재투영 오차 비교를 통해 10%의

특징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결정했

다. 따라서 10%의 특징점을 일부 특징점으로 선정하여

정합을 진행하고 다른 방법들과 비교한다.

Comparison of Match Candidate Pair Constitution Methods for UAV Images Without Orientatio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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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ordinate system of image space and object space.



3) 특징점 군집화를 활용한 대응관계 계산

특징점 군집화(Bag-of-keypoint) 방법은 영상으로부

터 추출한 특징점을 군집화 하여 그 군집의 분포를 비

교하는 방법이다. 특징점 군집화는 다음과 같은 세 단

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일부 영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한다. 그 후, 설명자의 분포를 비교해 설명자를 특

정한 수의 군집으로 군집화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

해 구성된 군집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그 목록을 기준으

로 영상에서 다시 특징점을 추출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각 영상에서 군집화된 목록에 해당하는 특징점의 분포

를 획득할 수 있고, 이 특징점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작성할 수 있다. 처리과정은 그림(Fig. 3)으로 요약할 수

있다.

Agarwal(2009)은 이 방법을 대량의 영상에서 특정한

랜드마크를 포함하는 영상을 분류하기 위해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함께 이용했다. SVM은 기계

학습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어온 방법중 하나로, 하이퍼

벡터스페이스에서 다양한 벡터간의 거리비교를 통해

군집을 분류해주는 방법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영

상 군집화가 아닌 유사도를 통한 대응관계 계산을 목표

로 한다. 따라서 영상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제작

된 히스토그램간의 비교 연산을 통해 영상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이 방법은 모든 특징점 정보를 반영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며, 대량의 영상을 처리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특징점 정합연산이 아닌 히스토그램의 비교연산

을 활용하여 빠른 비교연산이 가능하다.

4) 영상 밝기값 히스토그램을 활용한 대응관계 계산

영상 밝기값 히스토그램 비교는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방법이다. 이는 처리과정이 단순하고 속도가 빠른 영

상 유사도 계산방법으로, 영상내의 색상의 분포를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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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ag-of-keypoint’s workflow.

Fig. 2. Partiral feature matching workflow.



토그램으로 작성하여 다른 영상과의 색상 분포 히스토

그램의 교차를 통해 영상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 이 과정은 단순한 연산으로 빠른 처리가 가능하지

만, 색상만을 비교하므로 동일한 색상의 다른 물체를 동

일하게 인지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Jeong(2001)은 이러

한 영상 밝기값 히스토그램 비교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해당 논문에서는 영상을 RGB, HSV 두가지 색상공간

과, 히스토그램의 비교방법인 유클리디언 거리, 교차 거

리, Quadratic 거리 세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총 여섯가지

방법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히스토

그램을 통한 유사도 계산은 HSV 색상공간에서 히스토

그램의 유클리디언 거리 혹은 교차방법을 활용하는 것

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갖으며, 처리시간 또한 빨랐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GB 컬러영역의 영상을HSV 컬

러영역으로 변환한 뒤 히스토그램 유클리디언 거리 비

교 방법을 통해 유사도를 계산한다.

HSV 컬러영역에서 히스토그램 제작은Hue, Saturation

2 체널에서 수행되었으며, Hue, Saturation의 히스토그

램OpenCV에서 제공하는 기본 값을 활용하여Hue bin ,

Saturation bin은 50, 60으로 적용하였고 범위는 Hue 0~

180, Saturation 0~256으로 적용하였다.

3. 임계값 부여방법

대응관계를 통해 후보군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임계

값이 필요하다. 하지만 임계값을 특정 값으로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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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ression of overlap in matrix format.

Fig. 5. Overlap of narrow(upper) and wide(lower) photograph
geometry.

Fig. 4. Intensity histogram comparison method.



경우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복도가 작게 촬영된 영

상 세트에서 충분한 후보군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나 중

복도가 크게 촬영된 영상 세트에서 과도한 후보군을 구

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촬영 형태에 따른 유동

적 임계값 설정이 필요하다.

유동적인 임계값 적용을 위해 촬영 형태에 따른 영상

의 중복도 분포를 따져 봐야 한다. 동일한 수의 영상을

촬영할 때 좁은 지역을 촬영한 경우는 넓은 지역을 촬

영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여러 영상과의 관계

에서 중복도를 갖게 된다. 좁은 영역과 넓은 영역을 동

일한 수의 영상으로 촬영한 경우는 Fig. 5와 같다.

좁은 영역을 촬영한 경우는 첫번째 영상이 나머지 모

든 영상과의 관계에서 모두 중복도를 가질 수 있지만 넓

은 영역을 촬영한 경우 첫 번째 영상은 두 번째 영상과

의 관계에서만 중복도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촬영 형

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중복도의 분포 및 크기를 각

영상 쌍에서 비교하기 위해 2차원 행렬의 형태의 중복

도 행렬(Fig. 7)을 활용한다.

Fig. 7은 좁은 지역과 넓은 지역을 동일한 수의 영상

으로 촬영한 경우의 촬영 형태를 비교하고 대략적인 중

복도 행렬과 그에 따른 분포 그래프를 보여준다.

좁은 지역을 촬영한 경우 높은 중복도의 빈도수가 높

게 나타나고, 넓은 지역을 촬영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

은 중복도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런 중복도의 분

포를 임계값에 반영하기 위해 중복도의 대푯값인 중앙

값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값만으로 임계치를 결정할 경우 좁은 지

역을 촬영한 경우에서 유의한 중복도를 갖는 영상 쌍

이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넓은 지역을 촬영한 경우에서

매우 낮은 중복도를 갖는 영상 쌍이 포함될 수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포형태를 표현하는 왜도를 중앙

값에 반영하는 임계값 계산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

한다.

다중영상에 점진 번들조정을 적용하는 경우 모든 영

상 쌍을 순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성이 있어야 하

므로 대응점 정합 후보군의 과소추정을 피해야 한다. 또

한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 후보군을 구성하기 때문에 후

보군의 과다추정도 피해야 한다. 따라서 전체 영상 쌍

에서 특정 비율 이하 및 특정 비율 이상의 후보군을 구

성할 수 있는 임계값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

값에 Bowley 왜도를 활용하여 임계값을 결정했다 .

Bowley 왜도는 사분위수 Q1, Q3 내에서 쏠림정도를 본

다. 이를 임계값에 반영해 최소 25% 영상 쌍에서 최대

75%의 영상 쌍을 후보군으로 구성하는 임계값을 결정

할 수 있다.

            Bowley Skewness =               (2)

   Threshold = Q2×Bowley Skewness×(Q3
_Q1)

본 실험에서 계산한 영상의 대응관계 값은 중복도의

분포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해 같은 임계값 결정방법을

적용한다.

Q3 + Q1
_ 2Q2

Q3
_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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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photograph form, overlap matrix and overlap distribution.



4. 실험결과

실험에는 고정익 UAV에 탑재한 Ricoh GR II로 촬영

된 2cm의 공간해상도를 갖는 58장의 인하대학교 영상

이 사용되었고, 검증을 위한 지상점은 Septentrio사의

PolaRx3e로 획득했다.

영상 및 UAV에 설치된 GPS, INS 센서 초기값을 활

용해 번들조정을 처리했으며 PolaRx3e를 통해 획득한

지상점을 통해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했다.

각 방법을 활용하여 얻은 대응관계 분포는 다음 그림

(Fig. 9.)과 같다.

각 방법을 통해 계산된 대응관계를 히스토그램의 형

태로 작성한 뒤, 앞서 언급한 임계값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외부표정요소와 일부 특징점을 활용한 경우 대응관

계 분포가 비 중복 영역에 대해 매우 낮은값으로 명확

히 나타났으나, 특징점 군집, 영상 밝기값 비교방법의

경우는 분포가 불 명확히 나타났다. 위의 대응관계 분

포에 임계값을 적용해 점진 번들조정을 수행한 결과는

Fig.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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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verlap, similarity values. (a) EO parameter, (b) partial feature matching, (c) bag-of-keypoints, (d) intensity histogram.

Fig. 8. Equipments and dataset (a) UAV platform, (b) image sensor, (c) GNSS sensor, (d) 58 UAV images of Inha university.



구성된 후보군은 외부표정요소를 활용한 경우와 비

교하여 일부 특징점을 활용한 경우가 육안상 가장 유사

했으며, 특징점 군집화 방법과 밝기값 비교방법의 경우

는 외부표정 요소를 활용한 경우에 비해 과다추정 되었

다. 후보군 구성시간은 외부표정 요소기반, 밝기값 비교

방법, 일부 특징점, 특징점 군집화 방법의 순으로 처리

되었다. 각 후보군을 적용한 특징점 정합시간은 일부 특

징점, 중복도 계산, 밝기값 비교방법, 특징점 군집화 방

법의 순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각 방법을 통해 얻은 대

응점을 활용해 점진 번들조정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27

초에서 32초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획득한

지상점의 재투영 오차는 일부 특징점에서 가장 작게 나

타났으며, 밝기값 히스토그램, 중복도 계산, 특징점 군

집 방법의 순으로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생산된 포인트

클라우드의 포인트 수는 유사했고 Fig. 12과 같이 생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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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sults after applying threshold.

Fig. 10. Distribution of overlap ratio and similarity from (a) EO parameter, (b) partial feature matching, (c) bag-of-keypoints, (d) intensity
histogram.



5. 결 론

본 실험은 UAV로 촬영된 다중 영상의 효율적 점진

번들조정을 위한 대응점 정합 후보군 구성방법의 비교

를 위해 수행되었다. 비교에는 외부표정요소를 활용한

영상의 중복도, 영상 유사도 계산방식 중 특징점 이용

방식을 변형한 일부 특징점, 특징점 군집화 방법과 영

상의 밝기값을 이용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외부표정요

소를 통한 영상의 중복도는 공선조건식을 통해 계산했

다. 일부 특징점 방법은 전체 특징점 중 약 10%의 특징

점을 활용했고, 특징점 군집화 방법은 유사도 비교를 위

한 히스토그램 구성에 활용했으며, 밝기값은 효과적인

히스토그램 비교를 위해 RGB 색상영역에서HSV 색상

영역으로의 변환을 수행했다. 각 방법을 통해 계산된 영

상의 대응관계는 영상의 촬영 형태에 따라 유동적인 임

계치 부여방법을 통해 후보군으로 구성되었다. 외부표

정 요소가 없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후보군 구성 및 그

에 따른 대응점 추출은 일부 특징점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처리되었다. 각 방법을 통해 얻은 대응점

을 점진 번들조정에 활용했을 경우 처리시간은 유사했

고, 구성된 모델의 재투영 오차는 특징점 군집화 방법

을 활용한 경우를 제외한 두 경우에서 유사하게 나타났

다. 절대표정 이후 지상점을 통해 계산한 재투영오차는

4~4.5 픽셀 수준으로 약 8~9cm로 나타났다. 최종 결과

물로 나온 포인트 클라우드는 육안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외부표정 요소를 활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번들조정 처리 및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시 유사한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성된 모델의 재투영 오차는 외

부표정요소를 활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약 0.5픽셀 약

1cm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외부표

정 요소가 없는 다중UAV영상의 점진 번들조정을 위한

후보군 구성에는 소수 특징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

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중복도의 분포에 따른 임

계치 적용방법외에도 특징점 군집화 방법, 밝기값 히스

토그램 비교방법과 같이 중복도의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임계치 적용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실험은 하나의 데이터셋을 통해 다양한 후보군

구성방법을 비교하였으므로, 추가적인 데이터를 활용

한 후보군 구성 알고리즘의 검증이 요구된다.

사 사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6R1A2B4013017).

Reference

Agarwal, S., N. Snavely, I. Simon, S. M. Seitz and R.
Szeliski, 2009. Building rome in a day, Proc. of
2009 IEE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pp. 72-79.

Comparison of Match Candidate Pair Constitution Methods for UAV Images Without Orientation Parameters

–655–

Fig. 12. point cloud from (a) EO parameter, (b) partial feature matching, (c) bag-of-keypoints, (d) intensity 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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