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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인식 필터링을 용한 물체인식 성능 향상 기법

( A Method for Improving Object Recognition 

Using Pattern Recognition Filte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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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비 (Computer vision) 분야에서 물체인식을 한 많은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다. 그  특징 (feature) 기반의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알고리즘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우수하다. 하지만 SURF 알고

리즘은 응  검출 시 응  오정합으로 물체인식에 실패하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은 물체 인식률을 향상하기 하여 

SURF와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물체인식 시스템을 구 하고, 패턴인식 필터링을 제안하

다. 한, 실험을 통하여 물체 인식률 향상 결과를 제시하 다.

Abstract

There have been a lot of researches on object recognition in computer vision. The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algorithm based on feature detection is faster and more accurate than others. However, this algorithm has a shortcoming 

of making an error due to feature point mismatching when extracting feature points. In order to increase a success rate of 

object recognition, we have created an object recognition system based on SURF and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 algorithm and proposed the pattern recognition filtering. We have also presented experiment results relating to 

enhanced the success rate of object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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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물체인식 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

게 이 지고 있다. 특히, 컴퓨터 비 (Computer vision) 

분야에서는 다른 센서에 비해 카메라에서 획득한 상

정보를 사용하여 보다 직 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에 그 응용 분야도 확 되고 있다. 컴퓨터 비 은 X-선

과 MRI 사진 분석을 한 의료 분야와 PCB 기  불량

검사와 같은 제조 공정 검사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 

지문을 이용한 생체 인식과 차선  표지  인식을 통

한 지능형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되고 있다. 

컴퓨터 비  분야에서 물체인식을 한 많은 알고리

즘이 개발되었다. 그  특징 (Feature) 추출을 기반으

로 하는 알고리즘에는 SURF
[1]
(Speeded Up Robust 

Features), SIFT[2](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Ferns[3], BRIEF[4](Binary Robust Independent Elementary 

Features), ORB
[5]
(Oriented FAST and Rotated BRIEF) 

등이 있다. SIFT는 크기, 형태, 회  변화에 강인하고 

정합(Matching) 성능이 뛰어나지만 특징  추출 과정에

서 처리량이 많아 속도가 느리다. Ferns도 뛰어난 성능

을 보이지만 별도의 학습 과정 시간이 필요하고 BRIEF

는 기술자(Descriptor) 생성 속도는 빠르지만 회 에 

향을 받는 단 이 있다. 한, ORB는 FAST Corner 

Detection[6]과 BRIEF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FAST 

Corner Detection은 픽셀의 밝기 값을 비교하여 특징

을 추출하기 때문에 상 잡음(Noise)에 민감하고 스 일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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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취약한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은 이미지에서 특징 을 추출하고 특징  정

합을 통해 물체를 인식하기 하여 SURF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SURF는 SIFT와 같이 크기와 회  변화에 

강인한 특징 을 찾아 기술자를 만들지만 SIFT의 처리 

속도를 개선한 알고리즘이다. 사용자가 정의한 패턴을 

인식하기 하여 패턴 이미지와 실시간 상에서 특징

을 추출하고 특징  간 응 을 사용하는데 부정확

한 응 도 함께 검출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확한 

응 을 제거하기 하여 RANSAC[7](Random Sample 

Consensus)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하지만, RANSAC 

알고리즘이 실패했을 경우 부정확한 응 으로 평면상

에 나타날 수 없는 호모그래피가 추출된다. 본 논문에

서는 정확한 물체인식을 해 호모그래피 행렬[8]

(Homography matrix)과 호모그래피 변환으로 만들어

진 사각형 성질을 사용한 패턴인식 필터링 값을 정의하

여 정확한 호모그래피 변환으로 물체인식을 한다. 한, 

카메라에서 획득한 실시간 상과 사용자가 정의한 패

턴 이미지를 비교하여 물체를 인식하고 정의된 패턴 이

미지가 나타날 경우 경보를 발생하는 시스템을 구 하

다. 

논문의 구성은 Ⅱ장에서는 물체인식을 해 사용된 

SURF 알고리즘과 RANSAC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물

체 인식률을 높이기 한 패턴인식 필터링을 정의한다. 

Ⅲ장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정의된 필터링 값의 범 를 

분석한다. 한, 구 된 물체인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패

턴인식 필터링에 따른 물체 인식률 향상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

구 방향에 해 논한다. 

Ⅱ. 본  론

1. SURF 알고리즘

SURF 알고리즘은 크기와 회 에 강인한 특징을 갖

는 특징  기반의 물체인식 알고리즘이며 크게 특징

을 추출하고 특징 에 한 기술자를 생성하는 부분으

로 나뉜다. SURF 알고리즘은 특징  추출하는 속도를 

향상하기 하여 분 이미지와 헤이시안 행렬식 기반

의 근사화된 헤이시안 검출기를 사용한다. 분 이미지

는 원 으로부터 각 픽셀의 치까지의 사각형 역의 

모든 픽셀 값을 더한 것이며 단순 연산으로 빠르게 특

정 역의 픽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림 1. 분 이미지를 이용한 S 역 계산

Fig. 1. Calculation of integral value in S area using 

Integral image.

(a) (b)

그림 2. 하르 웨이블릿 필터 (a)와 특징 의 주방향 (b)

Fig. 2. Harr wavelet filter (a) and main direction of feature 

poin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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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분 상 값을 생성하는 수식으로 

는  , 의 치에서 분 상 값을 나타내고  는 

이미지 에서  , 에 치하는 픽셀 값을 의미한다. 그

림 1은 원본 이미지에서 S 역의 분 값을 구하는 

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가 원  O에서부터 각각

의 역과 응될 때 S 역은 C-D-B+A의 연산을 통

해 구할 수 있다. SURF는 헤이시안 행렬식 기반인 근

사화된 헤이시안 검출기를 사용하여 특징 을 추출한

다. 식 (2)는 헤이시안 행렬식을 나타낸 것이다. 식 (2)

에서  , 와 는 의 분산을 갖는 각 방향에 

한 가우시안의 2차 미분 값과   치의 입력 이미지

와의 컨볼루션(Convolution) 값을 의미한다. 근사화된 

헤이시안 검출기는 가우시안 2차 미분 필터를 사용하는 

신 크기에 불변하는 특징 을 추출하기 하여 크기

를 변화시킨 근사화된 사각 필터를 사용한다. 

회 에도 불변한 특징 을 구하기 하여 그림 2(a)

와 같은 하르 웨이블릿 필터(Harr wavelet filter)를 이

용하여 특징 의 주방향을 결정한다. 하르 웨이블릿 필

터를 용하여 x축과 y축 방향에 한 응답 값 와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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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URF 알고리즘을 이용한 응

Fig. 3. Matching points using SURF algorithm.

그림 4. RANSAC 알고리즘의 흐름도

Fig. 4. Flowchart of RANSAC algorithm.

를 구하고 응답 값에 한 합벡터를 구한다. 특징

의 주방향은 그림 2(b)와 같이 합벡터가 가장 큰 벡터

의 방향으로 결정된다. 

그림 3은 앞서 기술한 SURF의 특징  추출 방법으

로 패턴 이미지(좌)와 실시간 이미지(우)에서 특징 을 

추출하고 특징  간 응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하지 않은 응 도 함께 검출되는

데 하지 않은 응 을 제거하기 하여 RANSAC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2. RANSAC 알고리즘

그림 3과 같이 특징  간 응  에는 하지 않

은 응 도 함께 추출된다. 이러한 오정합된 응 을 

제거하고 호모그래피(Homography)를 추정하기 하여 

RANSAC 알고리즘을 용하 다. RANSAC은 오차를 

포함한 데이터 집합에서 최소의 데이터를 무작 로 선

택하고 반복 인 과정을 통해 최 의 데이터에 한 모

델을 도출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4는 RANSAC 알고리즘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

다. 입력된 데이터(Input data)는 오정합을 포함한 모든 

응 을 의미한다. 입력된 데이터에서 호모그래피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응 을 무작 로 선택한 후 

그림 5. RANSAC 알고리즘이 용된 응

Fig. 5. Matching points using SURF algorithm applied 

RANSAC algorithm.

호모그래피를 측(Hypothesis generation)한다. 가설에 

의해 생성된 호모그래피가 합한지 검증(Verification)

하고 옳지 않다고 단될 경우 반복 으로 호모그래피

를 측하여 최 의 데이터(Output data)를 추출한다.

그림 5는 그림 3에서 RANSAC 알고리즘을 통해 

하지 않은 응 이 제거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하

지만 RANSAC을 사용하여도 하지 않은 호모그래

피를 추출하는 경우가 있다. RANSAC은 무작 로 

응 을 선택하여 호모그래피를 측하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가 부정확한 응 의 비율 높거나 한 응

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지 않고 군집하여 나타날 경

우 비정상 인 호모그래피가 추출된다. 

3. 패턴인식 필터링

비정상 인 호모그래피를 이용한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형에는 3차원 공간상에서 회 이나 치 변환을 해

도 나타날 수 없는 뒤틀림(Twist) 상이 나타난다. 그

림 6은 패턴 이미지를 이용하여 호모그래피 변환을 통

한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형의 뒤틀림 상을 나타낸 것

이다. 이와 같은 비정상 인 상을 해결하고 물체 인

식률 향상을 해 호모그래피 행렬 성질과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형의 성질을 사용한 패턴인식 필터링 값을 정

의하 다. 

가. 호모그래피 행렬

호모그래피는 두 이미지 사이에 매핑 계를 나타내

고 동차 좌표계(Homogeneous coordinates)에서 정의되

는 호모그래피는 식 (3)과 같이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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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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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이미지 (a) 뒤틀림 상 (b)

그림 6. 패턴 이미지에 응하는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형의 

뒤틀림 상

Fig. 6. Twist phenomenon of homography transformation 

rectangles corresponding to pattern image.

(a) (b) (c)

그림 7.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형의 뒤틀림 상

Fig. 7. Twist phenomenon of Homography transformation 

rectangles.

식 (3)에서 는 크기 인자(Scale factor),  ′는 실시

간 이미지의 응 , 그리고 는 사용자가 장한 패턴 

이미지의 응 을 나타낸다. 는 와  ′의 계를 

나타낸 호모그래피 행렬이며 식 (4)와 같다.













  
  
  

(4)

식 (4)의 2×2 부분 행렬은 회 (Rotation), 스 일

(Scale), 단(Shearing), 반 (Reflection)을 나타낸다. 

식 (5)은 의 부분 행렬식으로 가 음수라면 응 들 

사이의 회  순서가 지켜지지 않았고 뒤틀림이 발생했

음을 의미한다. 식 (6)의 는 x축 스 일 인자(Scale 

factor), 식 (7)의 는 y축 스 일 인자를 나타내며 기

 이미지에 한 x축, y축 스 일의 증감을 알 수 있

다. 식 (8)의 는 원근(Perspective) 변화의 정도를 나

타내는 값으로, 만약 0이라면 원근 변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호모그래피 행렬의 성질을 패턴인식 필터

링 값으로 정의하 다. 

   (5)

   (6)

   (7)

   (8)

나.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형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형은 그림 7과 같이 뒤틀림 

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7(a)는 정상 인 호모그래피 

변환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7(b)와 그림 7(c)는 비정상

인 변환인 뒤틀림 상을 나타낸 것이다. 뒤틀림 

상을 확인하기 하여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형의 성질 

 선분의 교차  단과 각선 비율을 사용하 다.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형의 선분에 한 교차  단

을 해 직선 방정식을 사용한다. 그림 7에서 (b)의 교

차  단을 해 선분 Line 2와 Line 4에 한 직선 

방정식을 식 (9), (10)과 같이 정의하 다.

¡

Pt   tP tP (9)

Pu uP uP (10)

 식에서 t와 u는 매개변수를 의미하며 각 매개변

수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다. 한, Pxy , 
Pxy , Pxy , Pxy는 선분의 시작 과 

끝 을 나타낸다. 두 선분의 교 은 두 선분의 공통된 

값을 의미하므로 Pt와 Pu는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식을 x와 y로 나눠 t와 u에 해 정리하면 

식 (11)과 같다. 

t
yyxxxxyy
xxyyyyxx

(11)

u 
yyxxxxyy
xxyyyyxx

식 (11)의 t와 u가 0부터 1사이의 값이면 교차 이 

있다고 단할 수 있다. 만약, t와 u의 값이 0과 1사이

의 값을 벗어날 경우 두 직선은 교차하지 않고, 분모가 

0인 경우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 한,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는 동일한 직선이라 단할 수 있다. 그

림 7(c)에서 선분 Line1과 Line3에 한 교차  단도 

식 (9)∼식 (11) 과정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

의한 호모그래피 행렬의 성질인 , , , 와 함께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형 선분의 교차  단과 각선 

비율을 추가하여 패턴인식 필터링 값으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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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물체인식 시스템의 흐름도

Fig. 8. Flowchart of the object recognition system.

Ⅲ. 실험 및 분석

1. 물체인식 시스템

앞서 정의한 패턴인식 필터링의 범 를 분석하고 필

터링 값에 따른 물체 인식률 향상을 확인하기 하여 

물체인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시스템 개발 

환경은 실시간 상을 획득하기 하여 가형 웹캠인 

Logitech QuickCam E2500을 사용하고 Windows 7에서 

Visual C++ 개발툴을 사용하 다. 

그림 8은 물체인식 시스템의 순서도이다. 사용자가 

정의한 패턴 이미지를 인식하기 해 먼  카메라에서 

실시간 상을 획득한다. 실시간 상이 획득되면 이

과 이후 상 임으로 차 상을 생성한다. 생성된 

차 상에서 이블링 이미지를 획득하고 SURF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패턴 이미지와 획득한 

이블링 이미지의 특징 을 추출하고 비교하여 패턴을 

인식한다. 물체가 인식되면 경보음과 경보 신호등과 같

은 경보 과정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패턴 련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9는 물체인식 시스템의 UI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 9(1)은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획득한 이미지를 나

타내며, 그림 9(2)는 획득한 이미지에서 이  임과 

이후 임 간의 차 상을 나타낸다. 차 상에서 차이 

역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그림 9(3)을 통해 발생 

시간과 같은 차이 역에 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DB에 장된 이  임, 이후 임과 차 상을 그

림 9(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장한 패턴 

그림 9. 물체인식 시스템 UI

Fig. 9. UI of the object recognition system.

그림 10. 필터링 값 범  분석을 한 패턴 이미지

Fig. 10. Pattern images for the filtering values analysis.

그림 11. 패턴 이미지와 실시간 상에 한 정합 이미지

Fig. 11. Matching image about the pattern and real-time 

images. 

이미지가 SURF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되면 패턴 이미

지의 속성을 그림 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속성 

값에 따라 그림 9(6)을 통해 사용자에게 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2. 패턴인식 필터링 범위 실험

물체 인식률을 향상하기 하여 그림 10과 같은 패턴 

이미지를 선정하여 패턴인식 필터링 값의 범 를 분석

하 다. 정확한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해 그림 11과 

같이 선정된 패턴 이미지와 실시간 상에 한 응

과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형을 나타내는 정합 이미지를 

생성하 다.

정합 이미지에서 정상 인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형

이 나타난 이미지 319장을 선별하고 각 상으로부터

추출된 필터링 값을 분석하 다. 표 1은 분석된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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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값 범 설 명

D D > 0 부분 행렬식

SX 4.0 > SX > 0.09 x축의 크기 인자

SY 4.0 > SY > 0.09 y축의 크기 인자

P P <= 0.03 원근 변화

C C = False 선분 교차  단

R 1.3 > R > 0.7 각선 비율

표 1. 6가지 필터링 값과 범

Table 1. 6 Filtering values and ranges.

(a) (b)

그림 12. 물체인식 실험을 한 패턴 이미지

Fig. 12. Pattern images for the object recognition experiment.

필터링 값에 한 범 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3. 물체인식 실험 

앞서 분석된 패턴인식 필터링 용에 따른 물체 인식

률을 확인하기 해 그림 12와 같은 패턴 이미지를 실

험 상으로 선정하 다. 물체인식 성공을 단하기 

해 응 이 표 된 패턴별 정합 이미지, 호모그래피의 

정상 인 변환을 확인하기 한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

형 이미지, 그리고 패턴인식 필터링 결과값  호모그

래피 행렬 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패턴인식 필터

링 결과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하 다. 

그림 13은 실시간 이미지와 패턴 이미지와의 정합 이

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패턴별 정합 이미지를 통해 호

모그래피 변환 사각형과 특징  간 응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의 상단 이미지와 같이 정합 이미지에서 

변환 사각형의 모든 선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형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해 배

경을 제거하고 모든 선분을 표 한 변환 사각형 이미지

를 그림 14와 같이 생성하 다. 그림 14(a)는 그림 13의 

상단 이미지에 나타난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형의 모든 

선분만을 표 한 것이고 그림 14(b)는 그림 13의 상단 

이미지  실시간 이미지와 그림 14(a)를 합성하여 나

타낸 것이다. 패턴별 정합 이미지, 호모그래피 변환 사

각형 이미지와 함께 그림 15와 같은 패턴인식 필터링

실시간 이미지       패턴 이미지 (a)

실시간 이미지       패턴 이미지 (b)

그림 13. 패턴 이미지(a)와 (b)에 한 정합 이미지 실험 

결과 1

Fig. 13. Experimental result 1 for matching images about 

the pattern images (a) and (b).

(a) (b)

그림 14. 배경이 제거된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형 실험 

결과 2

Fig. 14. Experimental result 2 for homography transformation 

rectangles eliminated background.

결과 데이터를 검토하여 물체인식 성공을 확인하 다. 

물체인식 실험은 약 300장의 이블링 이미지를 획

득할 수 있는 동 상을 제작하여 사용하 고 앞서 언

한 3가지 실험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인식 필터

링 용 과 후를 비교하여 물체 인식률을 비교하

다. 표 2는 패턴인식 필터링 용 과 후의 실험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패턴인식 필터링을 용하지 않은 물체인식 실험은 

정합 이미지에 패턴 이미지가 나타나고 호모그래피 변

환 사각형 넓이가 패턴 이미지의 25% 이상일 경우 물

체인식 성공이라 단하 다. 실험 결과 총 378장의 정

합 이미지  응 이 나타나지 않은 이미지는 48장, 

실험 환경 혹은 패턴의 일부만 나타난 패턴 외 이미지

는 245장으로 확인되었다. 실험 결과 데이터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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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물체인식 실험에 한 필터링 결과 데이터 

실험 결과 3

Fig. 15. Experimental result 3 for Filtering result data 

about the object recognition experiment.

해 물체인식 성공으로 단된 정합 이미지는 85장  

77장으로 90.59%의 물체 인식률을 확인하 다. 

패턴인식 필터링을 용한 실험에서는 패턴 외 이미

지가 250장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그림 16과 같은 비정

상 인 호모그래피 변환이 패턴인식 필터링으로 제외되

었기 때문이다. 패턴인식 필터링을 용한 실험에서 물

체인식 성공으로 단된 정합 이미지는 실험 결과 데이

터 분석을 통해 80장  77장으로 확인되어 96.25%의 

물체 인식률을 확인하 다. 

패턴인식 필터링의 성능을 확인하기 한 물체인식 

실험을 통하여 패턴인식 필터링을 이용하 을 시 물체 

인식률이 약 5 %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비정상 인 호모그래피 변환을 제거하고 

물체 인식률을 향상하기 하여 SURF 알고리즘을 기

반으로 호모그래피 행렬과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형의 

성질을 패턴인식 필터링 값으로 정의하 다. 한, 물체

구 분
패턴인식 필터링

용  실험

패턴인식 필터링

용 후 실험

정합 이미지 378 

응  없는 

정합 이미지
48 

패턴 외 이미지 245 250 

물체인식 

실패 / 성공 

이미지

8 / 85 3 / 80 

물체 인식률 90.59 % 96.25 %

표 2. 물체인식 실험 결과

Table 2. Results of the object recognition experiment.

그림 16. 비정상 인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형

Fig. 16. Abnormal homography transformation rectangles.

인식 시스템을 구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의된 패턴

인식 필터링 값의 범 를 분석하 다. 물체인식 성공을 

정확하게 단하기 하여 패턴별 정합 이미지, 호모그

래피 변환 사각형과 필터링 결과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

석하 다. 패턴인식 필터링 용에 따른 비교 실험을 

통해 비정상 인 호모그래피 변환 사각형을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 고 패턴인식 필터링으로 물체 인식률이 

약 5.7% 향상된 것을 확인하고 검증하 다. 향후, 임의

의 조명과 같은 빛의 향이 강한 환경 조건에도 강건

한 물체인식을 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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