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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 real-time indoor place recognition system using image features detection, specific markers 

included in input image should be detected exactly and quickly. However because the same markers in 

image are shown up differently depending to movement, direction and angle of camera, it is required a 

method to solve such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a technique to extract the features of object without 

regard to change of the object scale. To support real-time operation, it adopts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which enables fast feature detection. Another feature of this system is the user mark 

designation which makes possible for user to designate marks from input image for location detection in 

advance. Unlike to use hardware marks, the feature above has an advantage that the designated marks 

can be used without any manipulation to recognize location in inpu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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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오늘날 정보통신 기기  소 트웨어 기술의 발달

로 인간의 편리함을 해 로  기술에 한 기술들이 

각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로 을 이용한 자율 

항해  장소의 인식 역에 한 많은 연구가 수행

되었다. 장소 인식에 한 여러 가지 연구 방법  

실내에 치한 특정 장소를 인식하는 방법은 크게 센

서를 통해 인식하는 방법과 카메라에 입력되는 상

을 통해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 [1,2]. 센서를 이용하

는 방법은 센서의 특징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식

a. Corresponding author; bjshin@pusan.ac.kr

률에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센서 설치에 따른 경제 , 

시간 인 면에서 비효율 이다 [3-8]. 반면 상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은 카메라와 입력 상을 처리

할 수 있는 컴퓨터 기기 외에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

치 않기 때문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상 인식에 기반 한 장소 인식 연구는 크게 형태

정보, 색상정보, 인공 마커 (artificial marker)를 사용

하는 방법, 그리고 상 내에 존재하는 특징들을 검

색하여 장소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8-13]. 

형태 정보 기반의 장소 인식 방법은 특정 마커의 형

태에 한 탬 릿을 만들어서 정합하는 방법으로 복

잡한 배경의 경우 오인식율이 높다. 그리고 색상 정



기 자재료학회논문지, 제25권 제1호 pp. 76-83, 2012년 1월: 송복득 등 77

보를 이용한 방법은 계산상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인공 마커들을 사용하는 경우는 모든 인식 상이 되

는 장소에 사람들이 인 으로 마커를 고정시켜야 

하는 제약이 있다. 

상 특징 추출을 이용한 장소 인식 방법에는 주성

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SIFT 

(scale invariant features transform), 스티어블 피라

미드 (steerable pyramid)와 같은 방법들이 있다.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장소 인식 시스템의 경우 국

소 역의 장소 인식 마커를 이용하여 인식하는 방법

이기 때문에 부분 폐색에는 강건함을 보이나 기 벡

터를 계산하기 해 많은 계산 시간을 요구한다는 단

이 있다 [10]. SIFT와 스티어블 피라미드의 경우 

장소 인식에 비교  좋은 결과를 나타내나 부분 폐색

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인식이 발생하는 단 뿐 아니

라 계산량이 많아 실시간 응용에 용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15,16]. 

본 논문은 상에 존재하는 장소 인식 마커를 이용

하여 실시간으로 장소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

술한다. 장소 인식 마커를 사 에 카메라로부터 입력

된 상을 이용하여 설정한다. 설정된 인식 마커는 

상 특징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실시간

으로 입력되는 상에서 특징을 추출한 장소 인식 마

커의 후보 역을 검출하고 검출된 후보 역과 사 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져 있는 장소 인식 마커와 비교 

후 장소를 인식한다. 장소 인식 마커의 특징 추출,  

실시간 입력되는 장소 상의 특징 추출, 그리고 후

보 역 검출은 SURF (speeded up robust features)

를 사용한다 [14]. 

2. 실험 방법

2.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은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상에서 SURF를 

이용하여 상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정보를 

계산하여 사 에 지정이 되어 있는 장소 인식 마커를 

기반으로 장소를 인식한다. 인식 마커는 사람이 인

으로 고정시키는 마커와는 달리 카메라로부터 입력

받는 상 정보를 이용하여 사 에 인식 장소별로 인

식 마커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본 논문은 

사 에 사용자가 특정 장소 인식 마커를 지정하는 기

능을 제공한다. 장소인식 마커는 사용되는 카메라 성능

Fig. 1. The flow diagram for place recognition.

과 같은 시스템 환경에 맞춰 설정되기 때문에 특정 

성능을 가지는 카메라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장

을 제공한다.

그림 1은 장소를 인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실시

간 상에서 SURF를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장

소 인식 마커와의 비교 과정을 통해서 장소 인식 마

커의 후보 역을 검출한다. 검출된 장소 인식 마커의 

후보 역의 특징 분포를 계산한 다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져 있는 장소 인식 마커를 인식하여 장소를 인식

하게 된다.

2.2 상 인식

2.2.1 SURF을 이용한 특징 추출

상 특징 추출을 해 사용하는 SURF 알고리즘

은 SIFT보다 특징 추출 속도가 매우 빠르면서 SIFT

와 유사한 정확도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14]. 본 논문

에서는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상을 이용하여 실시간

에 특징을 추출하고 정합하기 해서는 처리 속도가 

빨라야 하므로  SURF을 사용한다.

SURF 알고리즘에서 특징 은 헤시안 메트릭스 

(hessian matrix)를 사용하여 추출한다 [15]. 분 

상 (integral image)은 원 으로부터 각 픽셀의 치

까지의 사각형 역의 모든 픽셀 값들을 더한 것이

다. 따라서 분 상을 한번 생성하게 되면, 어떤 크

기의 사각형 역이든 4번의 연산을 통해 지정한 사

각형 내의 모든 픽셀 값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식 (1)은 x, y 치에서 분 상 값을 구하는 과

정을 나타내며, 여기서 I (i, j)는 원본 상에서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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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gral operation in rectangle area using integral 

image.

Fig. 3. The second order Gaussian partial derivative and 

approximated box filter.

치의 픽셀값을 의미한다. 그림 2는 계산된 분

상에서 사각 역의 분값 연산을 보여주는 로 D

역의 분값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 다. S의 역

은 A-B-C+D를 통해 구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분 상을 이용하여 4개의 포인트만 알면 그 역의 

면 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실시간 입력 

상의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1)

식 (2)에 정의된 헤시안 메트릭스에 기반을 둔 특

징  추출 알고리즘은 속도와 정확도면에서 좋은 성

능을 보인다. 식 (2)에서 는 x, y 치의 입력 상

과 의 분산을 갖는 가우시안의 x방향의 2차 미분 

값과의 컨볼루션한 값을 의미하고 나머지도 x, y방향

으로 미분 그리고 y방향으로의 2차 미분된 가우시안 

필터와 컨볼루션한 값을 의미한다. 이는 x축, y축, 그

리고 x, y축 ( 각)에 해 4개의 입력 을 헤시안으

로 계산하면 심  (interest point) 후보자들이 선정

된다.

Fig. 4. Creation of SURF descriptor and applying it to 

contrast image. 

Fig. 5. Extracting image features using SURF.

                                (2)

그림 3과 같이 입력된 상은 9×9 박스필터를 사용

하는데 계산을 좀 더 간편하고 단순하게 하기 해서 

근사화한  ,   박스필터를 사용한다.

이러한 근사화된 박스필터를 사용함으로 SIFT보다 

빠른 처리 시간을 제공한다.

그림 4는 SURF의 표 자 생성  콘트라스트 

상 용 과정을 나타낸다. SURF는 이웃한 들과 비

교하여 심 이 가장 클 경우 응  후보자로 뽑고 

표 자를 생성하기 해서 심  주 에 20s 크기의 

도우를 구성한다. 표 자 도우를 4×4로 다시 나

고 각각의 구역은 Haar wavelet으로 계산한다. 그

리고 x, y축에 한 응답값을 값으로 합한 값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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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함으로써 조  비 상에 강하다는 것을 간

략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5는 실시간 입력되는 상에 SURF를 이용한 

응 (keypoint)  표 자를 생성하여 상 특징

을 추출한 결과 화면이다.

2.2.2 마커 후보 역 검출

SURF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상의 특

징 추출 분포에 따라 장소 인식 마커와 매칭작업을 

이용하여 장소인식 마커의 후보 역을 검출한다. 

SURF을 이용한 장소인식 마커 후보 역 추출은 

2.2.1 에 소개한 콘트라스트 상에서의 x축과 y축에 

한 값을 합한 값을 이용하여 단순 매칭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에 헤시안 메트릭스에서 

계산한 라 라시안 부호를 비교해서 간단하게 추출 

할 수 있으며 추가 인 연산 비용이 들지 않고 표

자의 성능 감소 없이 장소 인식 마커의 후보 역 검

출 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상 

분석을 해 사용되는 상 스 일링 과정을 나타낸

다. SURF에서 사용되는 상 스 일링 과정은 SIFT

와 비슷하게 상 피라미드를 구성하는데 SIFT에서

는 다른 크기의 이미지에 용하면서 스 일 불변을 

보장하는 반면에 SURF에서는 박스 필터 크기를 변

경해가면서 용한다. 

Fig. 6. The image scaling process used for scale 

analysis. 

그림 7은 입력되는 상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인식 

마커의 스 일  시  변화에도 장소인식 마커의 후

보 역을 검출하는 결과화면이다. 동작하는 카메라

의 치에 따라 인식 마커의 스 일  시 이 변

(a)

(b)

           

Fig. 7. Detection of same feature from two different 

images. Image (a) and (b) are shown different images 

because of  rotation and different view point.

하여도 장소 인식 마커 후보 역을 검출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2.2.3 인식 마커를 이용한 장소 인식

장소 인식 마커에 해 사 에 SURF를 이용하여 

상 특징 을 추출한 후, 추출된 특징 들에 한 

모델링을 수행한다. 장소 인식 마커의 모델링 방법은 

직  인식의 상이 되는 장소로부터 획득한 상에

서 추출한 특징 의 좌표  크기 등의 특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인식 마커를 이용한 장소 인식은 인식의 상이 되

는 장소를 이동하는 카메라로 부터 실시간으로 상

을 획득한다. 획득된 상으로 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은 미리 구성된 인식 마커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하여 이블링 된다. 추출된 특징을 X로 표

할 때 NaiveBesian에 의해, 특정 장소 인식 마커   

일 확률은 베이시안 규칙에 의해 식 (3)과 같이 표

된다 [1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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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cognition of place marker from real time 

image.  

식 (3)에서 는 항상 같기 때문에 각 이블링 

된 각 특징들에 서로 연 성 없이 출 한다고 가정하

면 는 식 (4)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4)

식 (4)에서 는 치 인식 마커의 특징 집합으로 

하고 사 에 만들어진 장소인식 마커의 표 인 특

징으로 바꾸어 기술할 수 있다.

장소인식의 결과는 식 (5)에서와 같이 미리 모델링

된 모든 장소인식 마커를 상으로 사후확률을 계산

하여 최고의 사후확률을 보이는 장소로 인식한다.

 arg                   (5)

3. 결과  고찰

3.1 시험 환경

본 논문의 시스템을 시험하기 한 환경은 다음과 

   

 

Fig. 9. The marker images used for experimental place 

recognition.

  

 

Fig. 10. The indoor place images used for experimental 

place recognition.

같다. 시험 환경은 상인식 로그램을 수행할 노트

북 1 와 상을 획득하기 한 웹카메라 1 로 구성

된다. 노트북의 운 체제는 WindowsXP이며, 카메라

는 Logitech WebCam Pro9000이다. 

장소인식을 한 상은  당 30 임으로 입력

되며, 800×600의 해상도를 갖는다.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 치인식 마커의 특징에 향을 받지 않도록 하

기 해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는 웹카메라를 선정

하 다. 웹카메라는 카메라 지그에 고정형으로 부착

하지 않고 노트북에 연결하여 사람이 손에 들고 직  

걸어 다니면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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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본 시험을 해 사용된 인식 마커들을 나

타낸다. 인식 마커는 인식하고자 하는 장소에 임의의 

사물로 지정해서 장소 인식 마커를 만들 수 있다.

그림 10은 본 논문의 시스템을 시험하기 하여 사

용된 실내 장소를 나타낸다. 실내 장소는 복잡한 사

물이 배치되어 있는 사무실 내부 (상단)와 계단 (

앙), 복도 (하단) 등의 장소로 구분하여 시험하 다.

3.2 시험 결과

그림 11은 장소 인식 마커를 이용한 장소 인식 결과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각 장소 별로 장소 인식 마커를 

이용하여 장소가 인식된 결과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

림 11의 (a),(c),(e)와 같이 장소 인식 마커의 후보 역 

검출은 라인으로 표시를 했으면 그림 11의 (b),(d),(f)는 

인식된 장소 인식 마커에는 사각형으로 표시를 하 다. 

그림 11의 (a)의 경우 장소 인식 마커와 유사한 물

체가 있어도 인식이 잘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복잡한 사물이 있는 사무실 내부 외에 복도, 계단 

등에서 본 논문의 시스템을 용한 결과 실시간 처리

되고 입력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장소 인식 마커를 

찾고 장소를 인식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a)

 

(b)

  

(c)

(d)

(e)

(f)

Fig. 11. Experimental images for place recognition using marker 

(a) recognizing region including one of  candidate markers on the 

inside of office, (b) recognizing one of candidate markers on the 

inside of office, (c) recognizing region including one of  candidate 

markers on the inside stair of building, (d) recognizing one of 

candidate markers on the inside stair of building, (e) recognizing 

region including one of candidate markers in indoor hallway, (f) 

recognizing one of candidate markers in indoor hallway.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SURF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보이기 해 SIFT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와 처리 

시간을 비교하 다. 그림 12는 SIFT 알고리즘을 이용

한 장소인식 마커인식 결과 화면이다.

표 1은 그림 10에 나타낸 실내 장소별로 본 논문의 

시스템에 한 장소인식 마커인식율  1 임 당 

상인식 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인식 장소 

별 장소인식 마커 인식율은 1,800 임을 기 으로 

90% 이상의 인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상 1 

임 당 처리시간이 0.5  이하로 처리가 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장소인식으로 동작 가능

함을 알 수 있다. 장소인식 마커의 인식율은 각 장소 

별 조명 환경  장소인식 마커의 치  인식 마커

가 포함되지 않은 상으로 인식율 차이가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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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2. Experimental image when using SIFT (a) 

showing detection of image feature, (b) showing detection 

of one of candidate markers.

Table 1. The comparison of recognition rate and time in 

each different places.

Places

Recognition rate

of place recognize 

marker 

(1,800 frame)

Average 

recognition time 

(1 frame/sec)

place1 (Inside the office) 98% 0.5

place2 (Inside the office) 95% 0.3

place3 (Corridor) 92% 0.3

place4 (Stair) 90% 0.2

place5 (Corridor) 95% 0.3

표 2는 표 1을 해 사용된 치에서 서로 다른 1 

frame의 체 상에서 SIFT와 SURF를 사용했을 

때 특징 추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SURF 알고리즘에 비해 SIFT 알고리

즘이 10배 정도의 시간을 소요함을 볼 수 있다. 

표 3은 SURF를 이용할 때 각 장소 별 상 특징을 

추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복잡한 물체들

이 있는 사무실 내부에서 최  처리 시간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 frame 당 

0.3  미만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시간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The comparison of recognition time between  

SURF and SIFT in each different places.

Places SIFT(msec) SURF(msec)

place1 2261.5 241.4

place2 2533.7 193.7

place3 1937.7 191.2

place4 1907.6 173.5

place5 2010.3 172.6

Table 3. The comparison of max/min processing time 

for image feature extraction in each different places when 

using SURF.

Places

SURF

Max. process time 

(msec)

Min. process time 

(msec)

place1 299.9 203.5

place2 220.8 174.2

place3 221.4 169.4

place4 205.9 161.2

place5 165.1 186.8

4. 결 론

본 논문은 SURF을 사용하여 상 특징을 추출함

으로써 실시간으로 장소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 다. 본 논문의 시스템은 특정인식 마커를 사

람이 고정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력되는 상

에서 특정 사물에 해 사 에 특징을 추출한 후 데

이터베이스화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장 이 있다. 시험 결과에서와 같이 실시간 

입력되는 1,800개 상에서 장소인식 마커 인식율은 

90% 이상 되었고 SIFT 알고리즘과의 상 특징  

추출처리 시간 비교에서 10배 정도 빠른 처리속도로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사물이 복잡하

게 치해 있는 사무실 내부의 최  처리시간이 300 

msec이므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에 용 가

능할 것으로 상된다. 시험에 사용된 카메라는 일반

으로 사용되는 가의 웹카메라를 사용하 음에도 

무리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사용된 상 특징 추출 기법인 

SURF는 흑백 상으로부터 스 일, 회  변환에 불

변하는 특징 을 찾고 표 자를 구성하지만, 밝기 변

화  부분 폐색에 약하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한 흑백 공간의 정보만 이용하기 때문에 특징을 구분

하는데 컬러 공간의 유용한 정보를 제 로 활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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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는 단 도 있다. 이러한 단 들을 개선하여 밝

기 변화  부분 폐색 역이 많은 실내외  움직임

이 많은 기기에 용할 수 있는 개선된 실시간 장소 

인식 시스템에 한 연구는 향후 과제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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