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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중 스케일 영상 공간에서 특징점 검출을 위해 수행되는 반복적인 과정을 제거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원 영상으로부터 특징점을 검출하고, 클러스터 필터를 이용하여 유효한 특징점을 

선별하고, 특징점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그리고 특징점 클러스터의 방향 각도를 이용하여 참조 객체를 선별하고, 
분산 거리 비율을 이용하여 원 영상의 스케일을 예측한다. 예측한 스케일에 따라 참조 영상의 스케일을 변환하

고, 변환된 참조 영상에 대해 특징점 검출을 적용한다.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은 다중 스케일 영상을 사용하는 

SIFT 방법 및 Scaled ORB 방법에 비해 특징점 검출 시간이 각각 75% 및 71%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 스케일예측, 특징점클러스터, 영상매칭, 다중스케일영상, 분산거리비율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thod to eliminate repetitive processes for key-point detection on 

multi-scale image space. The proposed method detects key-points from the original image, and select a good 

key-points using the cluster filters, and create the key-point clusters. And it select reference objects by using 

direction angles of the key-point clusters, predict the scale of the original image by using the distributed 

distance ratio. It transform the scale of the reference image, and apply the detection of key-points to the 

transformed reference image. In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the proposed method can be found to improve 

the key-points detection time by 75 % and 71 % compared to SIFT method and scaled ORB method using 

the multi-scal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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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영상의 특징점 검출, 기술자 생성 및 매칭 기술은 

영상 검출, 물체 인식, 얼굴 인식, 파노라마 스티칭, 

3차원 이미지 복원, 스테레오 유사도 측정 등의 다

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대표적인 영상 매칭 기술로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가 제안되었

다[1]. SIFT는 가우시안 미분 검출기(LoG)를 가우시

안 차분 검출기(DoG)로 근사하여 영상의 특징점을 

검출하고, 특징점을 주변의 기울기 방향 히스토그램

으로 표현하여 영상 매칭을 수행한다. 그리고 빠른 

실시간 영상 매칭 방법으로 계산량을 줄이면서 우수

한 매칭 성능을 나타내는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가 제안되었다[2]. SURF는 헤시안 행렬의 

극대점을 사용하여 특징점을 검출하고, 하르 웨이블

릿(haar wavelet)으로 특징점 기술자를 생성하여 영

상 매칭을 수행하는데, 적분 영상을 사용하여 계산량

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또한 실시간 영상 매칭을 

가능하게 하는 ORB(oriented FAST and rotated 

BRIEF) 와 BRISK(binary robust invariant scalable 

key-points)가 제안되었다[3,4]. ORB는 FAST-9 (features 

from accelerated segment test)를 이용하여 스케일

(scale) 변화에 불변하는 특징점을 검출하고, 회전에 

강인한 rBRIEF(rotated binary robust independent 

elementary features) 기술자를 생성한다. 이 방법은 

영상 스케일 변화에 따른 특징점의 위치 반복성은 

우수하지만 특징점 기술자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

제점이 있다. 스케일 변화에 민감한 ORB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다중 스케일 영상을 생성하고, 다중 스케

일 영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하여 기술자를 생성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5]. 스케일 ORB는 크기 변화에 

따른 재현율 및 정확도를 개선하는데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존의 방법은 다중 스케일 영상에

서 특징점 검출 과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므로 소요

되는 계산량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고해상도 

영상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원 영상의 스케일을 예측하고, 예측

한 스케일 영상에서 특징점을 검출함으로써 다중 스

케일 영상에서 처리되는 반복적인 과정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원 영상으로부터 특

징점을 검출하고, 클러스터 필터를 이용하여 유효한 

특징점을 선별하여 특징점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특

징점 클러스터의 방향 각도를 이용하여 참조 객체를 

선별하고, 분산 거리 비율을 이용하여 원 영상의 스

케일을 예측한다. 예측한 스케일에 따라 참조 영상의 

스케일을 변환하고, 변환된 참조 영상에 대해 특징점 

검출을 적용함으로써 다중 스케일 영상에서의 반복

적인 과정을 제거한다. 다중 스케일 영상은 그림 1

에서와 같다.

Fig. 1. Multi scale image space

그림 1에서 옥타브는 거리가 멀어지면 물체의 크

기가 작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 피라미드 구조

로 해상도를 적용하고, 물체가 멀어지면 세밀한 내용이 

사라지는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 동일한 옥타브에서 

표준 편차를 증가시키면서 스무딩 정도를 적용한다.

2장에서 특징점 클러스터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

서 영상 스케일 예측 방법을 나타내고, 4장 및 5장

에서는 실험 결과와 결론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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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징점 클러스터

영상에서 특징점이 과도하게 검출되면 기술자 생

성과 매칭 과정에서 계산량이 많아지게 되어 처리 

속도가 저하된다. 특징점 수가 과도하게 적게 검출되

면 필요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영상 매칭을 어렵

게 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유효한 특징점만을 선별하

여 검출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영상에서 유효한 특징

점들은 군집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며, 군집에서 

벗어난 특징점들은 잡음 등으로 의미 없는 특징점일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 필터를 이용

하여 전체 특징점들 중에서 유효한 특징점을 선별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클러스터 필터를 통한 특징점 

선별 방법은 헤시안 행렬식으로 검출된 모든 특징점

들 중에서 필터에 포함되는 특징점들의 수와 밀집도

를 계산하여 유효한 특징점을 구분한다. 유효한 특징

점을 구분하는데 적용되는 수식은 식 (1) 및 식 (2)

와 같다.

      
 

  



   
                   (1)

         and   

 
         (2)

여기서 는 특징점 클러스터의 밀집도를 나타내

고,은 각 클러스터 필터에 포함되는 특징점의 개

수를 나타낸다.는 특징점의 좌표  를 나타

내고, 는 클러스터 필터의 중심을 나타낸다. 

 은 클러스터 필터에 포함되는 특징점 수에 대한 

임계치를 나타내고, 는 클러스터 필터에 포함되는 

특징점의 밀집도에 대한 임계치를 나타낸다.는 

유효한 특징점 선별 기준을 나타낸다. 특징점 클러스

터는 일정 크기의 클러스터 필터에 포함되는 특징점

의 개수를 계산하고, 계산된 특징점의 개수가 특징점 

임계치보다 적으면 의미 없는 특징점으로 지정한다. 

또한 클러스터 필터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기준으

로 밀집도를 계산하고, 계산된 밀집도가 밀집도 임계

치보다 크면 특징점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이

므로 의미 없는 특징점으로 지정한다. 반면에 클러스

터 필터에 포함되는 특징점 개수 및 밀집도가 임계

치를 만족하면 유효한 특징점으로 지정한다. 본 논문

에서는 클러스터 필터의 크기를 21 X 21로 설정하

고, 특징점 임계치는 전체 화소의 1/8의 크기를 적용

하고, 밀집도 임계치는 7로 설정하였다.

유효한 특징점의 집합은 식 (3)에서와 같다.

           ⋯         (3)

식 (3)에서 은 유효한 특징점을 구성하는 화소 

를 나타낸다. 영상이 복잡하여 특징점 수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는 클러스터 필터를 이용한 밀집도 계산 

결과가 높게 나타나므로 의미 없는 특징점으로 지정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이 간단하여 특징점 수

가 과도하게 적은 경우에도 클러스터 필터를 이용하

여 회선 연산을 수행하면 의미 없는 특징점으로 지

정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 필터를 

정의하고, 클러스터 필터에 특징점 임계치와 밀집도 

임계치를 적용하여 유효한 특징점을 선별한다. 또한 

복잡한 영상과 간단한 영상에서 대한 특징점 임계치

를 적응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효한 특징점 선별에 

소요되는 계산량을 감소시키고, 특징점 클러스터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

에 따른 특징점 클러스터는 그림 2에서와 같다.

(a) Original image (b) Key point clusters

Fig. 2. Key point clusters

Ⅲ. 영상 스케일 예측

특징점 검출에서 그림 1에서와 같은 다중 스케일 

영상을 생성할 때, 가우시안(gaussian) 필터를 이용하

여 스케일을 증가시키고, 스케일이 2배가 되는 시점

에서 1/2 크기로 다운 샘플링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

복하여 다중 스케일 공간을 구성한다. 여기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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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한 영상에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여 스케일

이 2배가 되기까지 생성되는 공간을 옥타브라 하고, 

스케일 스텝이 작을수록 옥타브를 구성하는 영상의 

수가 많아진다[6]. 다중 스케일 영상에서 모든 영상

의 수를 N이라 하면, 한 번의 영상 매칭을 위해 N

번의 특징점 검출 과정이 소요되므로 전체적인 계산

량이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 영상으로 부터 검출한 모든 특

징점들에 대해 클러스터 필터를 이용하여 유효한 특

징점을 선별한 후, k-means 방법을 이용하여 특징점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클러스터에 포함되는 특징점들

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방향 각도를 계산 한다. 원 

영상과 참조영상에서 클러스터 방향 각도를 이용하

여 참조 객체를 선별하고, 참조 객체를 구성하는 클

러스터에 대해 특징점들의 분산 거리 평균을 계산한

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분산 거리 비율을 이용하여 

원 영상의 스케일을 예측하고, 예측한 스케일에 따라 

참조 영상의 크기를 변환한다. 변환된 참조 영상을 

대상으로 영상 매칭을 적용한다. 제안한 스케일 예측 

방법은 그림 3에서와 같다.

Fig. 3. Scale prediction method

그림 3에서 ①은 각 클러스터의 분산 거리 평균을 

이용한 스케일 예측을 나타내고, ②는 예측한 스케일

에 따라 크기 변환된 참조 영상을 나타내고, ③은 영

상 매칭을 나타낸다. 제안한 방법에 대한 흐름도는 

그림 4에서와 같다.

그림 4에서와 같이 제안한 방법에서는 원 영상의 

스케일을 예측하고, 참조 영상의 스케일을 원 영상의 

크기로 변환하여 영상 매칭을 적용한다. 여기서 특징

점 검출 4회, 기술자 생성 2회, 영상 매칭 1회, 분산

도 비교 1회가 소요된다. 다중 스케일 영상에서 옥

타브가 3개 이고, 레이어가 3개인 경우, 특징점 검출 

18회, 기술자 생성 2회, 영상 매칭, 1회가 소요된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은 특징검 검출 적용 회수가 기

존의 방법에 비해 77% 감소한다.

Original image

Key points detection

Good key point selection

Flannbased knnMatch

Select good Matches by using NNDR

Find homography by using RANSAC

Perspective transform

Result image

Creation of descriptor

Key point cluster construction

Scale prediction

Transform to reference image

Fig. 4. Flow chart of proposed method

Ⅲ. 실험결과

실험은 인텔 펜티엄 CPU G3220 3GHz 환경에서 

수행하였으며, OpenCV 2.4.10을 이용하여 구현하였

다. 실험에 사용한 보트(boat) 영상으로 부터 300개

의 특징점을 선별하여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각 클러

스터에 대해 분산 거리 평균을 비교하여 스케일을 

예측하였다. 제안한 방법에 대한 영상 매칭 결과는 

그림 5에서와 같다.

그림 5(a)는 기존의 방법에서의 영상 매칭 결과를 

나타내며, 3개의 옥타브와 3개의 레이어를 포함하는 

다중 스케일 영상을 적용하였다. 그림 5(b)는 제안한 

방법에의 영상 매칭 결과를 나타낸다. 제안한 방법에

서는 원 영상에서 2개의 클러스터가 생성되었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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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스케일 영상 공간에서 특징점 클러스터를 이용한 영상 스케일 예측 

조 영상에서 1개의 클러스터가 생성되었으며, 클러스

터의 분산 거리 평균은 각각 82.5 및 165.7로 나타

남으로써 분산 거리 비율은 2.0으로 계산되었다. 그

림 5(b)에서와 같이 분산 거리 비율을 이용하여 참

조 영상을 다운 샘플링한 후, 영상 매칭을 적용함으

로써 정확한 매칭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스케일 예측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100개의 

영상에 대해 스케일 예측 실험을 하였으며, 참조 영

상의 크기는 원 영상의 2배 크기로 하였다. 스케일 

예측 정확도에 대한 실험 결과는 표 1에서와 같다.

(a) Image matching conventional method

(b) Image matching of proposed method

Fig. 5  Image matching of proposed method

Key points no.
Scale prediction 

images no.
Corresponded 
images no.

Scale prediction 
accuracy

0   ∼ 37 100 0.37

100 ∼ 33 76 0.44

200 ∼ 26 57 0.46

300 ∼ 20 42 0.48

400 ∼ 12 23 0.53

Table. 1 Scale prediction accuracy 

표 1에서와 같이 특징점의 수가 적고, 분포가 고

르지 못한 영상에서는 특징점 클러스터 구성이 어렵

기 때문에 스케일 예측 정확도가 낮게 나타나고, 특

징점 수가 증가 할수록 스케일 예측 정확도가 증가

한다. 이러한 결과로 300개 이상의 특징점에서 스케

일 예측정도가 약 50%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안한 방법에 대한 수행 속도를 평가하기 위해 

SIFT 방법 및 Scaled ORB 방법에 대해 실험하였으

며, 실험 결과는 그림 6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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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서와 같이 특징점 검출 시간은 SIFT 방

법이 425 msec, Scaled ORB 방법이 365 msec, 제

안한 방법이 105 msec로 나타났으며, 제안한 방법은 

다중 스케일 영상을 사용하는 SIFT 방법 및 Scaled 

ORB 방법에 비해 특징점 검출에 소요되는 계산량이 

각각 75% 및 71%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전체 수행 

속도는 SIFT 방법이 776 msec, Scaled ORB 방법이 

667 msec, 제안한 방법이 423 msec로 나타났으며, 

제안한 방법은 SIFT 방법에 비해 45%, Scaled ORB 

방법에 비해 36%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고해상도 

영상의 경우, 기존의 방법은 다중 스케일 영상에서 

옥타브 및 레이어 수가 늘어남으로 수행 시간이 증

가하는 반면, 제안한 방법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원 영상의 스케일을 예측하고, 예측

된 스케일 영상에서 특징점을 검출함으로써 다중 스

케일 영상에서 수행되는 반복적인 과정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원 영상으로부터 특

징점을 검출하고, 클러스터 필터를 이용하여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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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점을 선별하여 특징점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특

징점 클러스터의 방향 각도를 이용하여 참조 객체를 

선별하고, 분산 거리 비율을 이용하여 원 영상의 스

케일을 예측한다. 예측한 스케일에 따라 참조 영상의 

스케일을 변환하고, 변환된 참조 영상에 대해 특징점 

검출을 적용함으로써 다중 스케일 영상에서의 반복

적인 과정을 제거한다.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은 다

중 스케일 영상을 사용하는 SIFT 방법 및 Scaled 

ORB 방법에 비해 특징점 검출 시간이 각각 75% 

및 71%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기술자 생성 시간 

및 매칭 시간을 포함하는 전체 수행 속도는 제안한 

방법이 SIFT 방법에 비해 45%, Scaled ORB 방법에 

비해 36%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고해상도 영상의 

경우, 기존의 방법은 다중 스케일 영상에서 옥타브 

및 레이어 수가 늘어남으로 수행 시간이 증가하는 

반면, 제안한 방법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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