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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역 특징 추출 방법 중 하나인 SURF를 개선시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특징 추출 및 정합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

다. 모바일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SURF 기술자의 차원을 축소시키는 방법이

다. 기존의 64차원과 여러 차원의 기술자들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두 번째로 고속 헤시안 검출기에서 헤시안 행렬의 대각합을 통해

계산되는 라플라시안 부호를 사용하여 정합 성능을 높인다. 즉, 부호가 같으면 같은 특성의 특징점으로 여겨 정합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합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특징점간의 거리 측정 시 사용하는 거리 비율을 실험하고, 실험을 통해 얻어진 거리 비율을 사용하여 정

합의 성능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시스템과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여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검증하고, 제안한

시스템이 비교적 정합률의 성능 저하 없이 응답속도를 크게 개선함을 보였다.

Abstract

In the paper, we propose enhanced feature extraction and matching methods for a mobile environment based on modified SURF. 
We propose three methods to reduce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in a mobile environment. The first is to reduce the dimensions 
of the SURF descriptor.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existing 64-dimensional SURF with several other dimensional SURFs. 
The second is to improve the performance using the sign of the trace of the Hessian matrix. In other words, feature points are 
considered as matched if they have the same sign for the trace of the Hessian matrix, otherwise considered not matched. The last 
one is to find the best distance-ratio which is used to determine the matching points. We find the best distance-ratio through 
experiments, and it gives the relatively high accuracy. Finally, existing system which is based on normal SURF method is 
compared with our proposed system which is based on these three proposed methods. We present that our proposed system shows 
reduced response time while preserving reasonably good matching accuracy.

Keyword : Visual search, SURF, Dimensional reduction, Laplacian sign, Distanc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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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Compact descriptors for visual search 개념도
     Fig. 1. Concept of compact descriptors for visual search

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한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1], 이러한 시각 검색(Visual 

Search) 시스템은 여러 가지 지역 특징 추출 방법들을 사

용하고 있다
[2][3]. 대표적인 시각 검색 서비스는 구글의 

Goggles와 kooaba AG의 kooaba 등이 있다. 최근엔 시각

검색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MPEG-7 Video Subgroup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Compact 
Descriptors for Visual Search(CDVS)란 이름의 이 표준화

작업은 기술자(Descriptor)를 최대한 간략하게(Compact) 
만들어서 영상 검색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아래 그림 1은 CDVS의 개념도이다. CDVS
에서는 기술자 추출을 클라이언트(Client) 단에서 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4][5].

시각 검색에서 영상에 대한 특징점을 찾고 그 특징점을

이용해 유사한 영상을 찾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SIFT)[6][7]

와 Speeded Up 
Robust Features(SURF)[8]가 있다. SIFT는 물체의 회전이

나 방향 및 크기가 변해도 똑같은 정보라고 알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나, 많은 양의 특징점 정보를 계산하고 저장해야 되

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이나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9]. 반면 SURF는 SIFT와 비슷한 알고리듬으로, 유사

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연산 속도 측면에서 개선한 방법이

다. SIFT에 비해 연산 속도가 개선됐다 하더라도 모바일 환

경 같이 낮은 하드웨어 조건에서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URF를 사용하여 환경 변화에 강건한 모바

일 시각 검색 시스템을 구현하고,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시

스템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지역 특징 추출

알고리듬인 SURF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시스템 성

능 향상을 위해 제안하는 방법들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모

바일 시각 검색 시스템의 구현하여 기존의 시스템과 성능

을 비교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향후 과제

를 남긴다.

Ⅱ. Speeded Up Robust Features

입력된 영상에서 모든 화소를 구분하는 기술자를 구성하

거나 모든 화소의 기술자를 비교하여 대응점을 찾는 작업

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변화에 강인한 특징점을 찾고, 다른

특징점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다. SURF는 고

속 헤시안 검출기를 사용하여 특징점을 찾아내고, 찾은 특

징점 집합에서 기술자 성분을 추출한다.

1. 적분 영상(Integral images)

적분영상은 원점으로부터 각 픽셀의 위치까지의 사각형

영역의 모든 픽셀 값들을 더한 것이다. 식(1)은 (x, y)픽셀

위치에서 적분영상 I∑(x, y)을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여
기서 I(i, j)는 원본 영상에서 i, j 위치의 픽셀 값을 의미한다.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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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우시안 2차 미분을 근사화한 사각 필터
Fig. 3. Approximated box filters from the Gaussian second order derivative filters

적분 영상을 한번 생성하게 되면 그림 2와 같이 어떤

크기의 사각 영역이든 4번의 연산을 통해 지정한 사각형

내의 모든 픽셀 값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

그림 2. 적분 영상으로부터 픽셀 합 계산 예
Fig. 2. Example of pixel sum calculation from integral images

2. 고속 헤시안 검출기(Fast Hessian detector)

고속 헤시안 검출기는 적분영상과 근사화한 헤시안 검출

기를 이용한다.
헤시안 검출기는 식(2)에서 정의한 헤시안 행렬에 기반

을 둔 특징점 탐지 알고리듬으로서 정확성이 좋고, 행렬식

(Determinant)이 최대값인 위치에서 blob구조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2)

SURF 에서 사용하는 근사화한 헤시안 검출기는 그림 3
처럼 기존 가우시안 2차 미분 필터를 근사화한 간단한 사각

필터(Box filter)를 사용한다. 또한 이 사각 필터의 크기를

변화시킴으로서 크기에 불변한 특징을 얻을 수 있다. 식(1) 
로 얻어진 적분영상과 근사화한 사각 필터로 헤시안 행렬

식을 구성하고 특징점을 검출한다.

3. 기술자(Descriptor) 추출

기술자 추출에 앞서 찾아낸 특징점이 회전에 불변한 특

성을 갖기 위해 특징점의 주방향(Orientation)을 계산한다. 
특징점을 중심으로 반경 6 스케일 원안의 픽셀들에 대하여

Haar 웨이블릿 필터를 이용하여, 방향의 Haar 웨이블릿

특징( )과 방향의 Haar 웨이블릿 특징( )을 계산하고, 

와 의 합에 의해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합 벡터를 구

한다. 그리고 그림 4와 같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생성하여

60° 범위 내에 포함되는 합 벡터를 더해서 그 합이 가장

큰 벡터를 주방향으로 할당한다.
그런 다음, 주방향이 결정된 특징점을 중심으로 20 스케

일 픽셀 크기의 윈도우를 구성한다. 이때윈도우는 주방향

에 따라서 위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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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방향 할당
Fig. 4. Orientation assignment    

    

그림 5. 4×4 부분 영역
Fig. 5. 4×4 sub-regions

그림 5와 같이 윈도우는 4×4의 부분 영역으로 나뉘고, 
이 부분영역은 다시 5×5의 부분 샘플 포인트로 분배되어

Haar 웨이블릿 필터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Haar 웨이블릿

( ,  ) 계산을 통해벡터 v = ∑∑∑∑을

만들어냄으로써 부분 영역 당 4개의 특징 벡터를 만든

다. 그래서 총 64차원(4×4×4) 벡터를 기술자로 얻게 된

다. 이때, 각 영역에 대해서   > 0 일 때 v1 = ∑

∑∑∑ ,   < 0 일 때 v2 =∑∑∑  

∑ 의 계산을 통해 8개의 특징 벡터를 생성하면, 총
128차원(4×4×8)의 기술자벡터를 얻을 수 있다. 64차원 기

술자를 사용할 경우 128차원 기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

행속도가 빠르지만 특징점들 간의 정합 오류를 더 발생시

킬 수 있다.

4. 정합(Matching)

두 영상이 유사하다면 영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한 유

사하므로 두 영상 간의 특징을 정합시켜 유사성을 확인한

다. 정합 시 헤시안 행렬의 Trace를 통해 얻어지는 라플라

시안(Laplacian) 부호의 비교를 통해 별도의 계산 없이 속

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정합은 SURF 기술자들의 차이로

부터 거리를 계산하여 결정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10]

를 사용하였고, 가장 가까운 특징점과 두 번째로 가까운 특

징점과의 비율(Distance1 / Distance2)이 특정 비율 이하일

경우에만 정합 되는 특징점으로 결정한다.

Ⅲ. 제안하는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향상 방법에는 크게 세 가

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술자벡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

이다. 기존의 64차원 기술자벡터와 추가로 32차원, 36차원

으로 축소된 기술자 벡터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라플라시안 부호를 비교하여 정합하는 방법이다. 라플라시

안 부호를 사용한 방법과 아닌방법을 성능을 측정하고, 결
과를 토대로 향상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적화

된 특징점간 거리 비율을 사용하여 정합하는 방법이다.

표 1. 실험 환경
Table 1. Experimental environments

구분
Client

(Samsung Galaxy S) Server

CPU Hummingbird 1GHz 
(S5PC110)

Inter Core2 Quad
Q6600 2.4GHz

Memory 512MB(DDR1) 4GB(DDR2)

OS Android 2.3
(Gingerbread)

Windows 7
(32bit)

표 1은 성능 향상을 위한 실험의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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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64차원의 기술자를 32차원의 기술자로 축소
Fig. 7. Reduced 32-dimensional descriptor from 64-dimensional descriptor

그림 8. 64차원의 기술자를 36차원의 기술자로 축소
Fig. 8. Reduced 36-dimensional descriptor from 64-dimensional descriptor

그림 6. 실험영상의예(왼쪽위부터오른쪽방향으로조도, 시점, 방향, 흐림, 
흔들림, JPEG 압축률 변화 영상)
Fig. 6. Examples of experimental images(shown from top-left to bot-
tom-right: illumination, viewpoint, rotation, blur, motion-blur, JPEG 
compression)

Wi-Fi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 하였고, 클라이언트가 기술자

를 추출하여 서버로 전송하면 서버에서 기술자를 정합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실험을 위해 컴퓨터 관련 서적 영상

(240×320, JPEG) 1000장을 사용하였고, 입력 영상은 스마

트폰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으로 조도, 시점, 방향, 흐림, 
흔들림, JPEG 압축률 등의 변화를 준 100장의 영상을 사용

하였다
[11]. 그림 6은 환경 변화를 준 실험 영상의 예이다.

1. 기술자 차원 축소(Dimension reduction)

기존의 SURF 알고리듬의 기술자는 64차원 벡터로 되어

있다. 고차원 벡터는 정확도 면에서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모바일 및 실시간 환경에서 사용하기엔 속도 측면에서 제

약이 따른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자를 찾

기 위해 기존 SURF 알고리듬 기술자의 차원을 축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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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실험하고 분석해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기술자는 고속 헤시안 검출기에 의해 찾은 특징점을 중

심으로 20 스케일 크기의 윈도우를 구성하고, 윈도우를

4×4의 부분 영역을 나누어 부분 영역 당 4개의 특징 벡터

v = ∑∑∑∑를 만들어냄으로서 64차원

(4×4×4)의 벡터를 추출한다.
그림 7은 64차원의 기술자벡터를 32차원벡터로 축소시

킨 것이다. 기존의 기술자는 Haar 웨이블릿 계산에서 부분

영역당 4개의 특징벡터를 만들어 64차원벡터를 추출하지

만, 여기서 절대값을 제외하고 2개의 특징 벡터 v = 
∑∑ 를 만들어냄으로서 절반으로 축소된 32차원

(4×4×2)의 기술자 벡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8은 64차원 기술자 벡터를 36차원 기술자 벡터로

축소시킨것이다. 기존의 SURF 기술자는 윈도우를 4×4의
부분 영역으로 나누지만, 이것을 3×3으로 축소시켜 3×3×4
의 36차원 기술자 벡터를 추출하였다. 
모바일 및 실시간 환경에 적합한 기술자를 찾기 위해 추

출한 32, 36차원 기술자벡터를 기존의 64차원 기술자벡터

와 정합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림 9는 32, 36, 64차원의 기술자벡터들의 정합 시간과

정합률의 성능을 비교한 실험 결과이다.

그림 9. 기술자 차원에 따른 정합 시간과 정합률
Fig. 9. Matching time and rate proportional to descriptor dimension

위 실험 결과에서 32차원 기술자는 정합 시간이빠른 반

면 정합률이 떨어지고, 64차원 기술자는 정합률이 높은 반

면 정합 시간이오래걸리는 것을볼수 있다. 36차원 기술

자는 정합 시간이 비교적 빠르면서도 64차원 기술자와 정

합률 측면에서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36차원 기술자는 32차원과 64차원과는 다르게 추출 시 부

분 영역을 4×4에서 3×3으로줄여 클라이언트에서 특징점 기

술자를 추출하는 연산이 다른 기술자들에 비해 비교적빠르

고, 64차원에 비해 차원이 많이줄어들어 기술자 정합에서도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다. 정합률 또한 기존의 64차원과 비교

하여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였다.
실험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64차원이 아니더라도 36차

원의 기술자를 통해 성능을 만족시키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시스템에 36차원 기술자 벡터를

적용시켜 전체적인 시스템의 응답속도를 단축시켰다.

2. 라플라시안(Laplacian) 부호를 사용한 정합

고속 헤시안 검출기에서 사용했던헤시안 행렬의 대각합

(Trace)를 통해 라플라시안 부호를 얻을 수 있다. 식(3)은
근사화한 헤시안 행렬의 대각합을 나타낸다. 와 

는 와 의 가우시안 2차 미분을 근사화한 것이다. 

≈   (3)

정합 시 라플라시안 부호의 비교를 통해별도의 계산 없

이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림 10. 라플라시안 부호를 사용한 정합
Fig. 10. Matching the laplacian sign

그림 10과 같이 라플라시안 부호는 영상의 특징점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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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비해 어두운 부분인지, 밝은 부분인지를 구별해주는

기준이 된다. 즉, 부호가 같으면 같은 특성의 특징점으로

판단하여 기술자 정합을 진행하고, 부호가 다르면 다른 특

성의 특징점으로 판단하여 기술자 정합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특징점으로 넘기게 된다.
라플라시안 부호의 비교를 실험하기 위해 첫 번째 실험

결과에서 얻은 36차원 기술자 벡터를 사용하였고, 특징점

의 추출 개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고속 헤시안 검출기에서

임계값(Threshold)을 설정하였다. 임계값은 고속 헤시안 검

출기가 특징점을 검출할 때 최대값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

으로, 최대값이 임계값 이상일 때만 특징점으로 판단하여

검출하도록 하였다. 임계값은 0.001부터 0.0001씩 감소시

켜 0.0001까지 조절하였다.
그림 11은 라플라시안 부호를 비교하여 정합한 방법과, 

라플라시안 부호를 비교하지 않고 정합한 방법의 실험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 라플리시안 부호 사용에 따른 정합 시간
Fig. 11. Matching time on the laplacian sign use

위 실험 결과에서 정합 시간이 특징점과 비례해서 증가

하고, 라플라시안 부호를 비교해서 정합한 방법이 비교하

지 않고 정합한 방법보다 약 1.8배 정도 정합 시간이 단축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는 라플라시안 부호 사용에 따른 정합률 비교의

실험 결과이다.

그림 12. 라플라시안 부호 사용에 따른 정합률
Fig. 12. Matching rate on the laplacian sign use

그림 12에서 특징점의 개수가 일정 수 이하로 내려가면

라플라시안 부호를 비교해 정합한 방법의 정합률이급격하

게 낮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특징점이 별로

없는 단조로운 영상에 라플라시안 부호를 사용해 정합하게

되면 정합률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험을 통해 특징점의 개수가 일정 개수 이하 일 때와, 

이상일 때를 나누어 적용한다면 성능 저하를 막으면서 시

스템의 응답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특징점

에 임계값을 설정하여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3. 1특징점과 2특징점 사이의 거리 비율

특징점 정합은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방
법을 사용하여 기술자 벡터 파라미터 공간의 거리를 측정

하였다. 





  



  (4)

식 (4)는 유클리디안 거리 측정 방법을 이용한 거리 측정

을 나타낸다. 는 기술자 벡터의 차원이고 은 특징점

의 차원 값이다. 이렇게 구한 거리를 이용하여, 기준 특

징점에서 가장 가까운 특징점의 거리와 두 번째로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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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점의 거리의 비율(Distance1 / Distance2)이 특정 비율

이하일 경우에만 정합 되는 특징점으로 결정한다. 이는 특

징점 기술자를 정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6]. 

즉, 가장 가까운 특징점의 거리와 두 번째 가까운 특징점의

거리가 일정 이상 가까우면 의미 없는 특징점으로 보고 해

당 특징점은 무시되는 것이다.
그림 13과 같이 영상 A에서 ‘특징점1’과 영상 B의 모든

특징점들과의 거리를 계산한다. 즉, 영상 A의 ‘특징점1’과
영상 B의 ‘특징점3’의 거리가 0.005로 가장 가깝고, 두 번

째로 가까운 거리인 0.987과의 비율이 특정 비율 이하가 되

어야 정합되는 특징점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림 13. 거리의 비율을 사용한 정합
Fig. 13. Matching of using distance-ratio

그림 14는 특징점 거리의 비율에 따른 정합률의 성능을

비교한 실험 결과이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 데이터가 변화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찾기 위해노

력하였다. 앞의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자는 36차원, 라
플라시안 부호는 임계값을 설정하여 사용하였고, 비율을

0.1 부터 0.05 단위로 증가시켜 정합률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비율 0.55에서 정합률이 0.92로 가장 높았다.

그림 14. 거리의 비율에 따른 정합률
Fig. 14. Matching rate proportional to distance-ratio

실험을 통해 0.55라는 거리 비율을 얻을 수 있었고, 시스

템에 적용시켜 정합률을 향상시켰다.

Ⅳ. 시스템 구현 및 성능 측정

그림 15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기본 구조도를

보여준다.

그림 15. 모바일 시각 검색 시스템 기본 구조도
Fig. 15. The basic structure of the mobile visual search system

기본적인 구조는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

서버에질의하고, 서버는 전송된 질의를 처리해 결과를 다

시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질의는 SURF 알고리듬에서 추

출한 특징점 기술자로서, 36차원벡터로 되어 있다. 서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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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전송된 특징점 기술자를 DB에 있는 기술자와 정합하

고, 정합한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이고, 안드로이드

Native Development Kit(NDK)와 안드로이드 Java Native 
Interface(JNI)를 사용해 구현하였다. 서버는 C#을 통해 구

현하였다.

1. 클라이언트(Client)

그림 16은 클라이언트의 구조를 상세하게 나타낸 것이

다. 클라이언트에서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

면 영상을 240×320 크기로 조절하고, 적분 영상을 생성한

다. 적분 영상은 원점으로부터 각 픽셀의 위치까지의 사

각형 영역의 모든 픽셀 값들을 더한 것으로, 생성된 적분

영상은 차후 과정의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소로 작

용한다.

그림 16. 모바일 시각 검색 시스템 클라이언트 구조도
Fig. 16. Client structure of mobile visual search system

다음, 고속 헤시안 검출기를 통해 영상의 특징점을 찾는

다. 고속 헤시안 검출기는 헤시안 행렬(Hessian matrix)에
기반을 두었는데, 이는 특징점 검출의 정확도 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 헤시안 행렬의 행렬식(Determinant)이 최대

값인 위치에서 특징점을 검출하는데, 본 시스템에서는 식

(4)와 같이 임계값을 설정하여 최대값이 임계값 미만일 때

는 그 값을 무시하도록 하였다.

det≈    


 det≈ ≥ 
(5)

      
식(4)에서 는 헤시안 행렬(2×2)의 원소이고, det≈

는  픽셀 위치에서 근사화된 헤시안 행렬의 행렬식이

다.
이렇게 구해진 특징점은 회전에 불변한 특성을 갖기 위

해 주방향을 할당한다. 주방향이 결정된 특징점을 중심으

로 윈도우를 구성하고, Haar 웨이블릿 계산을 통해 기술자

를 생성한다. 36차원의 기술자벡터와 고속 헤시안 검출기

에서 사용했던헤시안 행렬의 Trace를 통해 얻은 라플라시

안 부호를 서버로 전송한다.
그림 17은 모바일 기기에 구현된 클라이언트를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그림에서붉은 원은 라플라시안 부호가 0, 파
란 원은 라플라시안 부호가 1인 특징점을 나타낸다. 클라이

언트에서는 라플라시안 부호가 같은, 즉 색이 같은 특징점

만 정합을 실시한다. 노란 원은 라플라시안 부호가 서로 같

은 특징점 중에서 거리 비율이 0.55 이하인 특징점을 의미

한다. 즉, 노란 원은 서로 정합된 특징점을 말한다. 녹색 선

은 특징점의 주방향을 나타낸다.

  

그림 17. 모바일 시각 검색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실행 화면 예
Fig. 17. Example screen capture form client of mobile visual sear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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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버(Server)

그림 18은 서버의 구조를 상세하게 나타낸 것이다. 서버
는 클라이언트에서 전송된 라플라시안 부호와 기술자를 정

합하고 정합된 영상의 결과 정보를 다시 클라이언트로 보

내준다.

그림 18. 모바일 시각 검색 시스템 서버 구조도
Fig. 18. Server structure of mobile visual search system

라플라시안 부호는 0과 1로 되어 있고, 이 정보는 영상의

특징점이 같은 특성인지 다른 특성인지를 구분해주는 기준

이 된다. 즉, 라플라시안 부호가 다르면 다른 특성의 특징점

으로 간주하여 정합하지 않고, 같으면 기술자를 정합한다. 
라플라시안 부호 사용의 유무는 임계값(=130)을 설정하여

특징점의 개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한다. 특징점과 특징

점 사이의 기술자 거리 측정을 위해서 유클리디안 거리

(Euclidean distance) 측정 방법이 사용하였다. 정합은 특징

점 기술자의 거리를 측정하여 가장 가까운 특징점 기술자

와 두 번째로 가까운 특징점 기술자와의 비율(Distance1 / 
Distance2)이 0.55이하일 경우에만 정합되는 특징점으로

결정한다. 가장 가까운 특징점과 두 번째로 가까운 특징점

의 거리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비율은 점점 작아진다. 즉, 
가장 가까운 특징점과 두 번째로 가까운 특징점의 비율이

0.55를 초과하는 경우(두 특징점의 거리가너무가까운 경

우), 해당특징점은 의미가 없는 특징점으로판단하고 정합

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송된 기술자와데이터베이스 내의 기술자의 정

합이 완료되면 서버에서는 정합률이 가장 높은 영상의 결

과 정보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하여 사용자가 확인 할 수 있

게 된다.

3. 시스템의 성능 측정

기존의 시스템과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

해 보았다. 기존의 시스템은 오픈소스인 OpenSURF로 64
차원의 기술자 벡터를 사용하고, 라플라시안 부호의 비교

는 사용하지 않았다
[12][13].

표 2는 기존의 시스템과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 측정 결과

를 나타낸다.

표 2. 기존 시스템과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performance between existing system and pro-
posed system

구분 정합 시간 정합률

기존 시스템 2130.7 ms/query 92.18%

제안한 시스템 972.6 ms/query 90.65%

고속 헤시안 검출기에서 사용하는 임계값은 0.0005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1개의질의에걸리는 정합 시

간과 정합률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정합 시간은 클라이언

트에서 기술자를 전송하여 서버에서 정합 하는데 까지 걸

리는 시간이고, 정합률은 입력 영상이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가장 유사한 영상과 동일한지를 측정하였다.
위에서 보는 실험 결과와 같이 정합률은 기존의 시스템

이 1.53% 높았으나, 정합시간은 기존 시스템보다 1158.1 
ms 만큼 개선되었다. 이는 정합시간이 약 55% 감소한 것

으로, 비록 정합률은 1.53% 떨어졌지만, 정합시간을 크게

감소시켰다. 따라서 제안한 시스템이 정합률 측면에서 큰

저하 없이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면서, 응답속도 면에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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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URF를 개선하여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특징점 추출 및 정합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 결과를

모바일 시각 검색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14].

기존 SURF의 64차원 기술자를 32차원, 36차원으로 축

소하여 차원이 다른 기술자들의 성능을 측정하고, 64차원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36차원의 기술자를 통해 성능을 만

족 시킬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라플라시

안 부호를 비교하여 정합하는 방법에서 특징점의 개수에

따른 임계값을 설정하여, 라플라시안 부호를 사용 유무를

구분하였다. 또한, 정합 시 가장 가까운 특징점의 거리와

두 번째 가까운 특징점의 거리 비율을 설정함에 있어 모바

일 환경에 최적화된 비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

막으로, 기존 시스템과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여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고, 제안한 시스템이 비교

적 정합률의 성능 저하 없이 응답속도를 크게 개선함을

보였다.
앞으로 모바일 시각 검색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으

로 진행될 것이며, 모바일 기기들의 하드웨어 성능이 향상

되더라도 보다 최적화된 방법을 통해 모바일 시각 검색 시

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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