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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 폰을 비롯한 휴대용 IT 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사용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기들에 기본적으로 장
착되는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영상에 존재하는 객체를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더욱 다양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휴대용 기기의 경우 아직까지 
성능의 제약으로 인해, 기존에 나와있는 다양한 객체 인식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 존재하는 객체들의 대표 지역 특징 표현자를 검출하여, 완전히 일치
하는 객체뿐 아니라 유사한 객체의 경우에도 인식이 가능한 효과적인 다중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통하여 그 성능을 평가한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0-0025395). 

1. 서론 

성공적인 객체 인식 방법은 같은 객체들간의 다양
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다른 종류의 객체간에 존재하
는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다양한 연
구가 진행 되어 왔다. 이 중에서 bag of words 모델에 
기반한 최근의 방법들은 매우 인상적인 객체 인식 및 
분류 성능을 보여준다[1][2][3]. 한편, 이미지의 대표 
조각들을 검출하고 이를 단계별로 구조화하여 객체 
인식에 사용하는 방법도 제안 되었다[4]. 하지만 이러
한 방법들은 객체 인식에 있어서는 효과적이지만, 계
산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동형 소형 기기에서 사용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 특징 표현자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지뿐 아니라 동영상에까지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전처리 단
계에서는, 객체 종류별 이미지로부터 지역 특징을 추
출하여 각 객체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자동
으로 판별한다. 그리고 이 특징들을 통합하여 질의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질의 과정에서는 특
징 부분 후보들의 위치를 먼저 파악한 후에 이 부분
들과 전처리 과정에서 학습된 정보를 비교하여 객체
인식을 하게 된다. 

 
2. 지역 특징 표현자를 사용한 객체 인식 

여러 종류의 객체를 신속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존 

논문에서는 미리 관심 객체의 이미지 집합에 대해 대
표 부분을 추출하고 이를 추후에 이용 가능하도록 정
보를 가공하여 학습시키는 전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한편 질의 처리를 위해서는 주어진 질의 영상에 대해, 
전처리 과정과 유사하지만 간소화된 과정을 수행하여 
지역 특징들을 추출하고 전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정
보와 비교하여 객체의 존재 여부 및 종류를 판별하게 
된다. 그림 1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체 시스템의 
흐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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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순서도 

전처리 단계는 실제 이미지 질의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계산하여 놓는 과정이다. 가
장 먼저 특징점 추출 및 표현자 생성 알고리즘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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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각 종류별 이미지들의 특징을 추출하는 작업
을 수행한다. 관심 지점 검출 및 표현자 생성을 위한 
기법은 다양한데, 본 논문에서는 SIFT 기법[5]에 비해 
정합 속도가 매우 빠르고 비슷한 정합 성능을 보이는 
SURF 기법[6]을 사용하여, 훈련 데이터의 각 이미지 
별로 표현자를 생성하고 대표 특징을 검출한다. 그림
2 는 SURF 알고리즘에 의한 두 이미지간에 유사하다
고 판단되는 부분을 보여주는 예제이다. 대표 특징 
검출은 전 단계에서 검출한 관심 지점들 (interest 
points) 중에서 어떤 관심 지점이 해당 객체를 대표할 
만한 부분인가를 판별해 주는 단계이다. 각 관심 지
점 별로 해당 부분과의 유사도가 일정한 값 이상을 
가진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부분들의 계수가 임
계 값을 넘으면 해당 부분을 대표 지점으로 결정한다. 
객체 별로 대표 지점들을 검출하는 작업이 끝나게 되
면, 트레이닝 셋으로 추가 학습을 통해 인식에 필요
한 계수들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실제 질의 처리에 필요한 전처리 과정이 
끝나게 된다. 

(그림 2) SURF 기법을 사용한 대표 특징 검출 예제

질의 처리 단계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이용하여 
질의 이미지가 어떠한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
정한다. 질의 처리 단계는 전처리 과정과 유사하지만 
중간에 몇 가지 과정이 생략 되어있다. 먼저 질의 이
미지에 대해 관심 지점 및 범위 검출을 수행하여 관
심 지점을 추출한다. 그 후에 각 관심 지점에 대해 
전처리 과정에서 얻어진 대표 특징들과 비교를 하여 
대표 특징들과 현재 질의 이미지의 지점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계산한다. 질의 이미지의 관심 지점들
에 대해, 어떤 객체의 분류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분
류가 존재한다고 판별되면 최종적으로 질의 이미지는 
해당 객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별한다. 
 
3. 실험 결과 

본 실험에 사용된 훈련 이미지 셋은 Caltech101[25]
로서, 총 8500 여개의 이미지가 101 개의 분류로 나뉘
어 있으며 각 분류 당 최소 50 개의 다양한 해상도와 
다양한 객체의 크기를 가진 이미지로 구성되어있다. 
실험은 Intel Core 2 Duo 2.67Ghz, 4GB 메모리 사양의 
Windows 7 환경에서 수행되었으며, 전처리 및 질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과정은 MATLAB 을 기반으로 작
성 되었다. 
그림 3 은 각각 객체 인식 시간과 인식률에 대한 

실험의 결과이다. 그림 3(a)는 최대 여덟 개의 객체에 
대해 객체 인식에 걸리는 평균 시간을 측정한 것으로, 
SURF 와 Matching 라고 표기 되어있는 그래프는 각각 

SURF 특징 추출과 객체 인식에 걸린 시간이다. SURF 
특징 추출은 객체 이미지의 복잡도에 따라 약간씩 변
하지만 거의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객체수가 늘어날 수록 객체 인식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인식 시간에서 
객체 인식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효과적
으로 객체 인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b)는 네 개 객체에 대해 각각의 인식 정확도를 측정
한 실험으로, 트레이닝 이미지의 숫자가 많지 않더라
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0

0.05

0.1

0.15

0.2

2 3 4 5 6 7 8

Ex
ec

ut
io

n 
tim

e(
se

c)

No. of objects

SURF Matching    

0

20

40

60

80

100

120

5 10 15 20

Re
co

gn
iti

on
 r

at
e(

%
)

No. of training images per object

stop_sign_true motor_bikes_true

yin_yang_true faces_true  

(a) 검색 시간 (b) 검색 정확도 

(그림 3) 검색 결과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역 특징 표현자를 사용한 효과적
인 객체 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검
출된 관심 지점 및 범위를 기반으로 대표 조각을 결
정하고, 실제 질의 처리 때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
용하여 효과적인 객체 인식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의 
특징 추출 기술에 비해 가볍고 간단한 특징 추출 기
술을 이용하여 객체 인식 시 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기법이 성능의 제약이 
따르는 휴대용 기기에서도 효과적으로 객체인식을 수
행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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