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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행 로  환경에서 비  기반의 물체 인식은 물체의 주변 요소와 동 인 환경에 한 다양한 상처리 문제를 포함한다.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는 상의 크기와 회 변화에 강인하게 물체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으로 많은 연구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SURF 기반의 상처리 방법은 고차원의 벡터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그로 인해 실시간 시스템에서 수행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연산량이 많은 SURF 처리 과정을 GPU(Graphics Processing Unit)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보다 빠른 상 인식을 

구 하고자 한다. NVIDIA의 CUDA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GPU 상의 수행 로그램을 구 하고, 실험을 통해 이동 로

의 속도와 상의 크기변화에 따른 표식의 인식률  수행시간에 해서 CPU와 성능을 비교한다.

키워드 : 물체 인식, 이동 로 , SURF, CUDA

Abstract

Vision based object recognition in mobile robots has many issues for image analysis problems with neighboring 

elements in dynamic environments. SURF(Speededㅎ Up Robust Features) is the local feature extraction method of the 

image and its performance is constant even if disturbances, such as lighting, scale change and rotation, exist. 

However, it has a difficulty of real-time processing caused by representation of high dimensional vectors. To solve th 

problem, execution of SURF in GPU(Graphics Processing Unit) is proposed and implemented using CUDA of NVIDIA. 

Comparisons of recognition rates and processing time for SURF between CPU and GPU by variation of robot velocity 

and image sizes is experi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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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행 로 은 안정 인 이동성과 센서정보를 통해 다양한 

작업 수행 능력을 가진다. 지역을 탐색하거나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과 같은 치 인

식  맵 생성, 한 최근 서비스 로 들과 같이 사람의 일

을 신하거나, 직 인 교감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은 부분 외부 환경  특정 상에 한 정확한 인식

을 기반으로 한다[1,2,3].

물체  표식인식은 특정 상의 추종 작업이나 장애물 

회피 등과 같은 다양한 비  연구의 기 가 되며, 이동로

이 외부정보를 인식하는 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특징 기

반의 물체 인식은 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을 추출하고 

서로 다른 상에 해서 동일한 특징 을 찾아 매칭 시킴

으로서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4] 알고리즘이나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5]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SURF 알고리즘은 gray-level의 상을 통해 크기와 회

 변환에 불변하는 특징 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 의 

표 자들을 생성하여 인식될 물체의 표 자들과 비교하여 

물체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이다. SIFT 알고리즘에 비해 고

속 헤이시안 검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행 속도를 크게 

단축시켰지만 고차원의 벡터로 구성 되어 있어 많은 연산량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행 로 과 같이 실시간성이 필요

한 시스템에서의 용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SURF 인

식 알고리즘의 처리 과정을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6]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GPU(Graphics Processing Units) 에서 수행하도록 구 하

다. 제안된 기법을 검증하기 하여 바이올로이드를 이용

한 이동로 을 구성하고, 주행  특정 표식의 인식률에 

해 기존 CPU에서의 연산결과와 비교 실험하 으며, 본 연

구자에 의한 선행 연구[7]를 확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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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PU와 CUDA

2.1 GPU (Graphic Processing Unit)

GPU(Graphic Processing Units)는 1999년 NVIDIA에

서 발표한 그래픽스를 한 계산 처리장치로, CPU와는 달

리 구조 인 병렬화를 통해 쓰 드가 메모리를 처리할 때 

ALU도 동시에 연산을 처리함으로써 메모리 액세스의 지연

시간을 이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1은 CPU와 GPU의 

구조를 나타낸다. GPU는 메모리 연산지연을 이는 신에 

CPU보다 빠른 연산을 하기 해서 메모리 캐시보다 더 많

은 ALU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  특성 때문에 GPU

의 처리속도가 빠르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 처리가 많은 분

야에서는 기존의 CPU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GPU를 이용하

면 보다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6,8]. 

그림 1. CPU와 GPU의 구조

Fig. 1. Architecture of CPU and GPU

2.2 CUDA

CUDA는 NVIDIA의 GPU를 범용목 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워크이다. C/C++ 언어를 기반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 되어 일반 사용자가 쉽게 근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용하고 있다[6].

CUDA의 로그래  모델에서 GPU는 CPU의 계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계산량이 많은 함수를 GPU에서 실

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커 (Kernel)을 

이용해서 수행한다. 

3. 이동로  주행  실시간 인식을 한 

GPU기반의 SURF알고리즘 구

3.1 주행 인 이동로 의 실시간 인식

이동로 이 자율 주행을 하기 해서는 주변 환경에 

한 정확한 인지와 인지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 정보를 인식하기 하여 음  센

서, 외선 센서, 비  센서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비  센서는 측정 범 가 넓고 상처리를 통해 다양한 정

보를 얻을 수 있어 많은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의 경우 잡음에 민감하고 많은 연산량을 필요하기 때문

에 빠른 처리속도를 요구하게 된다. 

최근 물체인식을 해 크기와 회  변화에 강인한 

SURF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SURF알

고리즘의 경우 추출된 특징 에 해 고차원의 벡터연산

을 수행하기 때문에 환경이 복잡하고, 상의 크기가 커질

수록 연산 수행이 증가하게 된다. 한 환경 내에 고정된 

물체를 인식하더라도 로 의 주행 속도가 올라가면 그만

큼 처리 속도를 증가시켜야만 정확한 인식이 가능해진다. 

3.2 CUDA를 이용한 SURF 알고리즘 구  

그림 2. CUDA를 이용한 SURF 알고리즘 흐름도

Fig. 2. SURF algorithm flow chart using CUDA

CUDA는 NVIDIA에서 2007년에 발표한 GPU 로그래

 라이 러리로 GPU의 성능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는 도

구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SURF의 규모 연산처

리를 GPU의 Global 메모리를 이용하여 구 하 으며, 

SURF 연산에 의해 구해진 방향 성분을 기 으로 Texture 

메모리에 할당된 블러 상에 해서 역을 설정하고 4개

의 Haar wavelet 특징 조합으로 구성된 특징 벡터를 사용

하여 표 자들을 생성하게 된다. Texture 메모리는 각 쓰

드에 의해 블러된 상을 마지막 단계인 Feature Vector 

Calculation에 빠르게 근하기 해서 할당하는 메모리이

다. 캠을 통한 실제 인 상의 획득은 Intel에서 제공하는 

상처리 라이 러리인 OpenCV[9] 를 사용하 다. 그림 2

는 CUDA를 이용한 SURF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3.3 이동로 의 GPU 기반 인식 시스템 구성

그림 3은 GPU를 사용하여 특정 표식을 인식하는 시스템 

구성도이다. 

그림 3. GPU 기반의 인식 시스템 구성도

Fig. 3. Structure of GPU based Recognition system

GPU 기반 인식 시스템의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

에 인식하고자 하는 인공 표식들의 상을 캠을 통해 입력받

아 CPU에 송하게 된다. 입력된 상 정보는 CPU를 통해 

GPU로 송되고, GPU는 3.2 에서 기술된 알고리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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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SURF 작업을 수행한다. 수행된 결과는 다시 CPU로 

송되고 송된 결과 값은 장되어 비교 데이터로 사용된다.

이후, 이동로 은 주행을 하면서 캠을 통해, 인공표식들이 

포함된 주변 상 정보를 입력 받고, 이들은 GPU 상에서 

SURF를 통해 처리된다. 이의 결과를 CPU로 보내서 장되

어 있는 표식 정보와 매칭을 통해 인공 표식을 인식한다.

4. 실험  결과 분석

4.1 실험 환경

실험에 사용된 하드웨어는 Intel(R) Core(TM) i7 CPU 

2.67GHz와 NVIDIA GeForce GTX 275 그래픽 카드를 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사용하 으며, 로보티즈사의 바이올로

이드[10]를 통해 제작한 이동로 과 Logitech사의 퀵캠을 

사용하 다(그림 4).

그림 4. 캠을 장착한 주행로

Fig. 4. Mobile robot with cam

실험에 사용된 인공표식의 이미지들은 아래 그림 5와 같

다.

그림 5. 물체 인식을 한 인공표식 이미지

Fig. 5. Artificial landmark images for object recognition

기본 인 상의 획득  이미지 생성은 CPU에서  

OpenCV 라이 러리를 사용하며, 아래 그림 6은 SURF 알

고리즘에 의해 상 표식을 인식한 결과 상을 나타낸다.

그림 6. SURF 알고리즘의 결과 상

Fig. 6. Result image of SURF algorithm

4.2 실험 내용

4 . 2 . 1  SURF 수행 시간과 인식률 비교 실험  

첫 번째 실험은 그림 5의 서로 다른 4개의 표식 상을 

20cm 간격으로 배치하고, 표식과 로 간 거리는 30cm 간

격을 두고 상인식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그림 7).

그림 7. 실험 환경

Fig. 7. Experimental environment

이 실험에서는 CUP와 GPU상에서의 해상도 변화에 따른 

SURF 수행 시간을 비교 실험하 고 이동 로 의 주행 속

도에 따른 인공 표식의 인식률을 비교 실험하 다.

속도 측정은 한 실험 당 500번 수행해서 평균 시간을 계

산하 다. 인식률 측정 방법은 이동로 에 장착된 캠을 통

해 입력된 상에 해 SURF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인식하

고자 하는 인공 표식을 계속 으로 검출하고, 그 결과 입력 

상의 앙에 인공 표식이 정확히 인식되었을 경우를 인식 

성공률로 측정하 다.

4 . 2 . 2  주행 경로 비교 실험  

두 번째 실험은 정해진 경로에 해 20cm 떨어진 치에 

인공 표식을 배치하고, 이동로 은 각각의 명령이 담긴 인

공표식을 인식하여 주행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그림 8).

이 실험에서는  CPU와 GPU상에서의 이동 로 의 주행 

속도에 따른 주행 경로를 비교 실험하 다.

그림 8. 실험 환경

Fig. 8. Experimental environment

4 . 2 . 3  두 개의 캠을 장착한 주행 경로 비교 실험  

세 번째 실험은 캠을 하나 더 추가하여 두 번째 실험과 

비슷하게 정해진 경로에 해 20cm 떨어진 치에 인공 표

식을 배치하고, 이동로 은 각각의 명령이 담긴 인공표식을 

인식하여 주행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그림 9).

주행로 이 우측에 한 인공표식의 상만을 획득하는 

두 번째 실험에 비해 이 실험에서는 좌, 우측의 상을 획

득할 수 있도록 좌측에도 캠을 장착하여 실험하 다.

이 실험에서는  두 개의 캠에서 획득되는 두 개의 상에 

해서 CPU와 GPU상에서의 이동 로 의 주행 속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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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주행 경로를 비교 실험하 다.

그림 9. 실험 환경

Fig. 9. Experimental environment 

4.3 실험 결과

4 . 3 . 1  SURF 수행 시간과 인식률 비교 실험 결과

그림 10. 해상도 변화에 따른 SURF 수행 시간

Fig. 10. SURF processing time by resolution 

variation

그림 10은 상의 크기 변화에 따른 CPU와 GPU상에서

의 순수 SURF 알고리즘에 한 수행시간이며, 그림 11은 

상 획득  CPU와 GPU사이의 데이터 송시간을 포함

한 체 인 수행시간을 비교한 결과 그래 이다. 동일한 

속도로 이동로 을 주행시키며 320x240, 640x480, 800x600, 

1280x960, 1600x1200 크기의 상에 해 각각 10번씩 실

험을 수행하여 평균값을 측정하 다. 

  그림 10에서의 순수 SURF 처리시간은 해상도가 높아짐

에 따라 거의 비례하여 CPU에 한 GPU의 처리시간이 감

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1. 해상도 변화에 따른 체 인 수행 시간

Fig. 11. Total processing time by resolution 

variation

그림 11의 체 수행 시간에서도 상의 크기가 커질수

록 SURF에 의해 생성되는 특징 의 수와 연산되는양이 많

아지기 때문에 차 수행 시간의 차이가 커지며, 1600x1200 

상을 사용하 을 때 SURF의 수행시간이 CPU를 사용하

을 때보다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

지만 체 인 수행 시간에서는 GPU에서 연산을 처리하기 

한 데이터 송시간이 추가되어 약 1.5배의 차이로 그 시

간차가 감소하 다.

표식간 거리를 20cm 정도로 치시켜 두었기 때문에 주

행 속도가 조 만 빨라져도 표식을 방 지나치거나, 이  

상에 한 인식연산이 지연되어 표식을 지나친 후 뒤늦게 

인식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캠의 각도에 따라 인공

표식의 면 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추출할 특징 의 개수

는 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서 어진 특징 들을 빠르게 

인식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12. 주행로  속도에 따른 인식률(캠 각도 0°)

Fig. 12. Recognition rates by velocity variation of 

mobile robot(cam angle 0°) 

그림 13. 주행로  속도에 따른 인식률(캠 각도 20°)

Fig. 13. Recognition rates by velocity variation of 

mobile robot(cam angle : 20°)

그림 14. 주행로  속도에 따른 인식률(캠 각도 30°)

Fig. 14. Recognition rates by velocity variation of 

mobile robot(cam angle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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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5의 결과는 캠의 각도가 각각 0°, 20°, 30°, 40°

일 때 주행로 의 속도가 5, 7, 9, 11, 13, 15, 17(cm)에서 

입력된 상의 심에 표식이 인식된 결과를 나타낸다. 여

기서, 캠의 각도란 이동로 에 장착된 캠이 표식을 주시할 

때, 정면에서 틀어진 각도를 의미한다. 즉, 정면이면 0 도이

고, 정면에서 측면으로 틀어질수록 각도가 증가한다.

캠의 각도가 20° 인 경우부터 11cm/s부터 CPU의 인식

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며(그림 13), 각도가 30° 인 경우는 

7cm/s부터 CPU의 인식률이 감소한다(그림 14). 

그림 15. 주행로  속도에 따른 인식률(캠 각도 40°)

Fig. 15. Recognition rates by velocity variation of 

mobile robot(cam angle : 40°) 

그림 15에서와 같이 캠의 각도가 40°일 때 GPU와의 인

식률 차이가 가장 하게 나타나며, CPU의 경우 11cm/s

부터는 완 히 인식을 못하는 상이 발생한다. 

요약하면, 캠의 각도가 증가할수록 GPU와 CPU의 인식

률의 차이가 커지는데, 이는 캠의 각도가 증가할수록 인공 

표식의 면 이 작아지기 때문에 인식의 어려움이 증가한다. 

더불어 주행로 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상은 심화

된다고 볼 수 있다. 

4 . 3 . 2  주행 경로 비교 실험 결과

그림 16. 주행로 의 속도에 따른 주행 경로(단일 캠)

Fig. 16. Navigation paths by velocity variation of 

mobile robot(single cam)

그림 16은 CPU와 GPU상에서 주행로 이 인공표식을 

인식하면서 주행한 경로를 비교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GPU상에서의 주행은 정해진 경로를 크

게 벗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비해 CPU상

에서의 주행은 11cm/s의 속도를 제외한 실험에서 모두 정

해진 경로를 벗어나서 주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그림 16의 결과 값을 수치로 표 한 것이다. 호 안의 

수치들은 주행 로 의 폭에 한 오차의 비율을 계산한 값이다.

표 1. 주행경로의 오차(단일 캠)

Table. 1. Errors of navigation paths for mobile 

robot(single cam) 

4 . 3 . 3  두 개의 캠을 장착한 주행 경로 비교 실험 결과

그림 17. 주행로 의 속도에 따른 주행 경로(두개의 캠)

Fig. 17. Navigation paths by velocity variation of 

mobile robot(dual cam) 

표 2. 주행경로의 오차(두개의 캠)

Table. 2. Errors of navigation paths for mobile 

robot(dual cam)

그림 17은 두 개의 캠을 가지고 CPU와 GPU상에서의 주

행로 이 인공표식을 인식하면서 주행한 경로를 비교 실험

한 결과이다. 캠의 추가로 인해 두 상이 입력 값으로 들

어오기 때문에 CPU상에서의 상처리는 약 두 배의 연산 

시간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서 캠이 하나일 때의 실험보다 큰 오차를 발생하

게 된다. 이에 비해 GPU상은 병렬 구조의 형태이기 때문에 

더 빠른 연산 시간을 갖게 되고 CPU상의 실험보다 작은 오차

를 발생하게 된다. 특히 주행로 의 속도가 15cm/s일 때 CPU

상의 실험에서 인공표식을 인식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그림 17의 결과 값을 수치로 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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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주행 인 이동 로 의 정확하고 빠른 표

식 인식을 하여 기존 CPU에서 연산되는 SURF 알고리즘

을 GPU 상에서 동작하도록 구 하 다.

이를 해 NVIDIA의 CUDA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GPU에서 동작하는 SURF 알고리즘을 구 하여, 기존 CPU

에서 처리하던 고차원의 복잡한 연산을 GPU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 다.

상의 해상도와 이동로 의 속도, 그리고 캠의 각도  

개수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표식의 인식 시간과 인식률에 

한 실험을 수행하 고, GPU를 사용한 방식이 기존 CPU

만을 이용한 방법에 비해 주행 인 로 을 통한 인식률의 

향상  인식 시간의 단축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동 인 로 에서의 물체 인식의 고속처리

에 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GPU 구조에 더욱 합한 알고리즘으로의 개선과 

좀 더 복잡하고 환경에서의 인식 속도 개선을 통해서 고속 

주행 로 에서의 강인한 인식 처리에 한 용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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