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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이미지에서 특징점을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분야로 이미지 스티칭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 스티칭에서는 특징점을 추출 및 정합이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

서는 특징점 기술자의 차원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정합점을 찾을 수 있는 
효율적인 특징점 기술자 생성을 이용한 빠른 이미지 스티칭 기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이미지 
스티칭 속도가 기존의 알고리즘 보다 빠르면서도 향상된 스티칭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다.  

 
 

1. 서론 

이미지 스티칭은 두 개 이상의 이미지에서 중첩된 
부분을 서로 정합하여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

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이다[1,2,3]. 이미

지 스티칭은 입력 이미지에서 정확한 특징점을 찾고 
다른 이미지에서 대응되는 정합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확한 특징점 추출은 이미지 스티칭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 이미

지 정합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미

지에서 필요한 특징점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면서도 연
산량을 줄일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클러스터링 기법을 확장하여 
기술자의 차원을 축소하고 방향 윈도우 크기를 확장 
빠른 이미지 스티칭을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 장에서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 장에서 제안하는 이미지 스티칭 방법을 설명한다. 4 
장에서는 실험 및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5 장에서 
결론 및 향후 과제를 남긴다. 

  
2. 관련 연구 

이미지 스티칭에서 특징점 추출은 중요한 요소로 
FAST(Feature from Accelerated Segment Test),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PCA-SIFT(Principle 
Component Analysis-SIFT) 및 SURF(Speeded-Up Robust 
Features)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4]. FAST 는 이미지

의 모든 화소에 대하여 주변 16 개 화소를 검사하여 

모서리 점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5]. 기존의 방법에 
비해 빠른 연산이 가능하나 노이즈 환경에서 불안정

한 특성을 보이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SIFT 는 크기, 
회전 및 조명에 대한 변화에 강인한 특징점을 추출하

는 방법으로 성능이 우수하다[1,6,7]. 그러나 이미지의 
크기가 커질수록 계산해야 하는 데이터량이 증가하여 
속도가 느린 단점을 가지고 있다.[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CA-SIFT 가 제시 되었다[7]. 128 차

원을 사용하는 SIFT 특징점 기술자보다 1/4 적은 차
원으로 특징점 기술자를 구성하여 SIFT 보다 연산량

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SURF 는 왜곡에 강인한 특징

점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점의 기술자들을 생성하는 
방법이다[6].  

기존의 특징점 추출 방법은 다양한 환경에서 우수

한 성능을 보이지만 계산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실시

간 처리가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지면서도 정확한 특징점 기술자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3. 제안하는 이미지 스티칭 방법 

이미지 스티칭에서 중요한 요소는 정확하면서도 연
산량이 적은 특징점 기술자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추출된 특징점에서 잡음 등과 같은 불필요한 
특징점을 분류하고 기술자를 생성하여 대응되는 정합

점을 찾아야 한다[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빠르면서

도 효율적인 특징점 기술자를 생성하여 향상된 이미

지 스티칭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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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징점 추출 
SURF 방법에서는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해 2 차 미

분을 근사화한 박스 필터를 이용한 회선 연산을 반복

적으로 수행한다[9]. 이때 적분 이미지를 사용하여 빠
른 속도로 회선 연산을 수행 할 수 있고 스케일 공간 
생성시 소요되는 연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10]. 고
속으로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해 헤이시안 행렬 기반

의 검출기를 사용한다[9,11]. 헤이시안 행렬 기반의 검
출기는 특징점 추출의 정확성이 높다. 이때 박스 필
터를 이용함으로써 연산량을 줄여 같은 크기의 필터

를 처리하는 연산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또한 
추출된 특징점에서 필요한 특징점 만을 선별하기 위
해서 추출된 특징점들을 클러스터링 필터를 통과시켜 
불필요한 특징점을 제거한다[8]. 수식 (4)는 추출된 특
징점 중에서 불필요한 특징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
용되는 클러스터링 필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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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X 는 특징점들의 좌표 ),( ii yx 를 나타내는

것이며, X 는 선택된 특징점을 의미한다. N 은 클러

스터링 윈도우 내에 포함된 특징점들의 개수를 의미

하며 s 는 클러스터링 윈도우 내에 있는 특징점들의 
밀집도를 의미한다.  

 
3.2 향상된 특징점 기술자 생성 
이미지 스티칭의 속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특

징점 기술자의 연산량을 감소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차원 축소를 인하여 속도가 향상되고 방향 윈도

우의 확장으로 정확한 기술자를 생성할 수 있는 향상

된 특징점 기술자 생성을 제안한다. 특징점 기술자의 
차원이 축소되면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 정보의 손
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징점에 대한 주 방향을 찾
는 방향 윈도우의 크기를 확장하여 방향 정보의 손실

을 줄일 수 있다.  
 
1) 특징점 기술자의 성능 향상 
방향 정보 추출 과정은 추출된 특징점 후보군에서 

특징점의 주 방향을 찾는다. 주 방향은 선택된 특징

점들을 중심으로 6  스케일 반경의 영역 내에서 수
평( x ), 수직( y ) 방향으로 하 웨이블릿 응답을 계산하

여 dx , dy  를 계산한다. 특징점에 대한 주 방향을 
방향 윈도우(Orientation Window) 내에 있는 수직, 수평 
성분의 벡터 계산한다. 이때 정확한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방향 윈도우를 90 로 확장하여 수직/수평 성분

의 합이 가장 큰 벡터를 주 방향 벡터로 정의 한다. 
 
2) 특징점 기술자의 차원 축소 
특징점 기술자를 생성은 주 방향과 스케일 정보를 

활용하여 특징점을 중심으로 15s 크기의 사각형 윈
도우 영역을 구성하고 윈도우는 주 방향에 따라 위치

시킨다. 관심영역을 사각형 형태의 33  부분 영역으

로 분할한다. 각각의 부분영역에서 55 로 생성된 서
브 윈도우에서 하 웨이블릿 응답을 계산한다. 윈도우

를 33  나눈 부분 영역에 수식 (5)과 같이 두 개의 
특징 벡터를 생성하여 축소된 벡터를 생성한다.  

 
],[  dydxVsub  (5)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미지의 크기, 회전 및 명

암 변화에 강인한 특성을 갖는 특징 벡터를 생성하고 
주 방향을 설정하여 정확하면서도 빠른 특징점 기술

자를 생성할 수 있다.  
 

4.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시스템은 i5 2.3GHz 코어와 
4GB RAM 의 사양을 가지고 있는 Windows 7 환경에

서 Visual Studio 2008 을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VisualSize 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사용

하였다[12]. (그림 1) ~ (그림 3)은 이미지 스티칭한 결
과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a) Previous(SURF) Method 

(b) Proposed Method 
(그림 1) 이미지 스티칭 비교 이미지(No.1) 

 

(a) Previous(SURF) Method 

(b) Proposed Method 
(그림 2) 이미지 스티칭 비교 이미지(No.2) 

 

(a) Previous(SURF) Method 

(b) Proposed Method 
(그림 3) 이미지 스티칭 비교 이미지(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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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 1>은 기존의 알고리즘과 제안한 알고리즘과

의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PSNR 비교 
 No.1 No.2 No.3 

PSNR 27.44 22.61 25.41 
 
또한 기존의 알고리즘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속도 

향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징점 추출에 따른 특징점 
추출시간(FT), 특징점 정합 시간(MT) 및 전체 이미지 
스티칭 시간(ST)을 측정하였다. 

 
<표 2> FT, MT 및 ST 비교 (단위 : sec) 

 Previous Proposed 
 FT MT ST FT MT ST 

No.1 8.0 28.4 126.9 7.4 16.6 100.1
No.2 13.6 38.8 95.8 15.81 22.17 78.6 
No.3 14.6 85.0 211.1 16.8 40.8 156.0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교

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된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실험 이미지의 평균 특징점 추출 시간은 1.3
초 증가하여 약 10.5% 증가된 결과를 보이지만 정합

점 추출 시간에서는 24.2 초 감소하여 약 47.7% 감소

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미지 스티칭 시간에

서는 33.0 초 감소하여 약 22.8% 감소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기존의 알고리

즘 보다는 특징점 정합 속도 및 이미지 스티칭 속도

에서 향상된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실험 결과에서 제안한 방법이 특징점 기술자의 차
원을 축소 시켜 연산량을 줄이고 방향 윈도우의 크기

를 확장하여 정확한 정합점을 찾기 때문에 빠르고 효
율적인 이미지 스티칭을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

로는 감시 장비로부터 받아들인 이미지를 스티칭하여 
실시간으로 객체 추출, 추적 및 감시하는 기법에 대
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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