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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실시간 이미지 매칭을 한 빠른 BLoG 특징  검출방법을 제안하고 이미지 크기, 회 변

화등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기존 방법과 속도와 연산량 그리고 검출 성능에 하여 비교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하여 제시한다.

1. 서론

  최근에는 실시간 시스템에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기 해서는 우선 특징을 가

지는 의 검출이 우선순  이다. 매칭에 필요한 특

징 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2. 기존 방법 

  이미지 매칭을 한 첫걸음은 특징 을 검출해야

한다. 첫 특징  검출 방법인 Moravec 연산자는 

비등방성이라는 단 을 가지고 있어 계산하는 비용

이 많으나 정확도면에서 뛰어난 Harris Corner 

Detection]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는 속도가 느린 

단 이 있어 속도를 개선한 Susan 과 Fast Corner 

Detection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잡음, 크기, 회 , 명암 등에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

에 이미지 매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SIFT 

[1]가 2004년 David G. Lowe 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는 고차원 벡터로 사용으로 연산량이 많아 실시

간 이미지 처리에는 부 하여 주성분분석을 이용

한 PCA-SIFT과 SURF[2] 등 많은 연구가 지 까

지 계속되고 있다.

3. 제안 방법 

  2차 미분 함수인 라 라시안은 변화가 있는 에

서 민감한 반응을 가지게 되며 등방성 성질을 지니

게 된다. 간값 성질을 가질려는 가우시안 함수와 

같이 사용하는 LOG를 이용하여 식1 과 같이 비트 

단 로 분할하는 BLOG 방식을 이용하면 각각의 

비트 단 로 이미지를 그림1같이 얻을 수 있다.

           <식1>

<그림1> 각각의 BLoG 임계값에 따른 이미지

  여기서 나온 각각의 BLOG 상을 식2을 통하여 

얻은 이미지를 일정 임계값을 용하여 강건한 특징

을 얻을 수 있다.

  
  



       <식2>

 여기서 나온 특징 은 수가 많다. 잡음과 오차에 

의해 정확하지 않은 비효율 인 특징 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잡음 제거를 해 비트 평면된 이미지

에서 연속 인 방향성분의 인자들을 식3을 통해 x, 

y, 각선 모두 4방향을 용하면 특징  수를 그림

2와 같이 일 수 있다.

   ∩   <식3> 

<그림 2> Noise 제거(4방향)

  오차로 인한 을 이기 하여 식4를 이용하여 

최 치 값을 찾아 완 한 특징 을 추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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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

  이는 오차로 형성된 들을 재설정하여 오차를 

일 수 있고 방향성이 다양하게 군집되어 있는 상

에서는 가장 강건한 특징 을 찾을 수 있다.

 <그림3> 이미지 오차제거

4. 실험 결과  분석

  이 게 측정된 특징 을 가지고 RANSAC[3]을 이

용하여 이미지 매칭 결과를 그림4와 같이 얻었다.

  

<그림4> 이미지 매칭 결과

   제안한 BLoG 방법이 이미지매칭에서 이미지 크

기 변화와 회 에 향을 받는지 실험을 하 다.

<그림5> Scale 변화에 따른 특징  추출

  먼  크기 변화를 그림5와 같이 실험한 결과 표1

과 같이 추출 의 수는 불규칙이 었으나 추출  

이미지 매칭에 향을 주는 은 83.3% 정도가 되

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이미지 매칭에 필요한 강

건한 들은 거의 유지됨을 알 수 있다. 

 <표1> Scale 변화에 따른 결과

   회 에 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확인하기 하

여 2차원공간에서 회 을 10도 간격으로 회 변화

를 그림6과 같이 주었다.

<그림6> 회  변화에 따른 특징  추출

  그 결과  표2와 그림7과 같이 특징 은 81.7%가 

유지되고 이미지매칭에 향을 미치는 특징 은 

90% 이상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표2> 10 간격의 회 변화에 따른 결과

<그림15> 회  변화 그래  

  마지막으로 그림 7과 같이 3차원 회 변화 실험에

서는 이미지 매칭에 필요한 특징 은 약간 었을 

뿐 2차원과 비슷함을 알수 있었다.

<그림7> 3차원 공간의 회 변화에 따른 결과

 체 으로 기존 SIFT와 SURF에 비해 검출 정확

도는 조  떨어지나 연산속도와 메모리 효율 면에서

는 월등함을 알 수 있고 Harris 코 방법과 Fast 코

방법이 코 검출이 속도면에서는 빠르지만 체

인 이미지 매칭을 하는 속도에서는 모든 코 를 찾

아 매칭 하는 방법보다 강건한 특징 만을 찾아 매

칭하는 방법이 속도 면에서 훨신 효율 이고 빠르다

는 것을 그림8을 보고 알수 있다.

<그림8> BLoG의 성능 비교표

5 결론  향후 계획

 실시간 이미지 매칭에서 요한 것은 정확한 매칭

과 은 연산량 그리고 빠른 매칭 속도이다 이를 

해 논문이 제안한 BLoG 알고리즘은 향후 속도면

과 메모리 효율을 유지하면서 보다 정확한 매칭 에 

한 검출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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