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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증강 실(Argument Reality)에 한 심이 증가함에 따라 빠르고 강건한 물체 추 (Object Tracking) 
기법의 개발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마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추  속도와 정확도의 정보

가 이루어지는 강건한 Markerless 3D 추  기술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를 이용한 특징  추출  매칭 기법을 통하여 높은 정확도의 물

체 추 기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용하기 어려운 SIFT의 느린 특징  추출과 매칭 단계를 

GPU 기반의 병렬화 작업을 통하여 개선시켜 향상된 추  속도를 보여 다. 

1. 서론

   증강 실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증강 실의 기반이 

되는 강건한 물체 추  기술이 매우 요하게 되었다. 물

체 추 의 방법으로는 크게 역 기반 추 , 외곽선 기반 

추 , 특징  기반 추  등으로 나  수 있으며, 특징  

기반의 물체 추 은 다른 추  방식에 비해 상당히 안정

이고 정확한 구 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징  추출을 

한 연산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GPU를 이용한 병렬처리를 통하여 특징

 기반의 강건한 물체 추 을 보장하며 빠른 속도의 추

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특징  추출을 하

여 SIFT 알고리즘을 사용하 으며, 체 인 3차원 물체 

추  알고리즘은 이 에 제안한 FORD(Fast 3D Object 

Tracking using ROI and Double filtering) 알고리즘을 통

하여 수행하 다. 한, GPU를 통한 병렬처리는 CUDA를 

이용하여 구 하 다. 1)

2. 련 연구

2.1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SIFT 특징 은 상의 크기와 회 에 강인한 특성을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학 I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NIPA-2013-H0301-13-3006)과,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차세 정보컴퓨 기술개발사업(2012-0006425)과,  

문화체육 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2년도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R2012030096).

가지고 있어 강건한 물체 인식이 가능하다.  SIFT는 우수

한 성능을 가짐과 동시에 높은 계산 량이 요구됨으로 실

시간 인식에는 합하지 못한 단 이 있다. 

2.2 CUDA

GPU는 그래픽스 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병목 상을 해

결하기 해 설계된 특수한 목 의 연산 장치이다. 일반

으로 GP-GPU(General Purpose Computation on GPUs)

라 불리는 이 기술은 특히 빠른 속도로 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컴퓨터 비  분야 등에서 실시간 인 성능 

보장을 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CUDA는 강력한 성능

의 GPU를 활용하기 해 설계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구조를 말한다. 

(그림 1) FORD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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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FORD 알고리즘 

  FORD 알고리즘은 특징  기반의 순차  3D 물체 추  

알고리즘이다. 특징  추출 단계에서는 FAST Corner를 

사용하 고, 물체의 Pose 정보를 측하는 방법으로 

PnP(Perspective n Problem)를 사용하 다. 강건한 추

을 하여 확장 칼만 필터를 사용하 다. 

3. GPU를 이용한 물체 추  기법 

  기존의 FORD 알고리즘은 FAST Corner를 사용하여 강

건한 추  성능을 보장할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하

여 SIFT 특징 을 물체 추 에 용하 고 이를 GPU를 

통한 병렬화 작업을 통하여 기존보다 빠른 성능 향상을 

나타내었다.   

3.1 GPU를 이용한 SIFT 특징  추출 가속화

SIFT 알고리즘의 주요 단계에서 GPU 연산을 통하여 

크게 개선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처리 단계에서 각 

Octave마다 생성될 가우시안 상의 데이터를 담을 모든 

GPU 메모리를 미리 할당하여 연산 과정에서 발생할 메모

리 할당 수행 시간을 최소화 하 다. 

미리 할당한 GPU의 Global 메모리에 피라미드 화된 이

미지를 로드한 후, Gaussian filter만큼의 스 드로 피라미

드 상과 convolution하여 빠른 속도로 가우시안 상을 

얻는다. 

 ∗ 

 



   

가우시안 상의 픽셀 크기만큼 스 드를 생성하여  빠

른 속도로 DoG(Difference of Gaussian) 상을 얻는다. 

   ∗ 
  

이후, DoG 상 각 픽셀의 이웃 (주변, , 아래)을 비

교하여 값이 가장 크거나 작은 극 (Extrema)을 얻는다. 

이때에도 GPU의 스 드를 이용하여 각 픽셀 단 로 한 

번에 계산해 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극 을 정규화  filtering 하여 필요 없는 

극 을 제거하여 크기, 회  변환에 강건한 최종 인 특징

을 얻는다.  

의 작업으로 구한 특징 을 기반으로 서술자를 만들

게 되는데 서술자(Descriptor) 생성을 한 Gradient  

Orientation 연산 시에도 병렬화 기법을 이용하여 빠른 속

도의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3.1 GPU를 이용한 SIFT 특징  매칭 가속화

SIFT의 무 많은 서술자로 인하여 SIFT 매칭 시에도 

많은 연산 시간이 걸린다. 이를 해 기존의 FORD 알고

리즘에서는 KD Tree 구조화  K-NN(Nearest 

neighbor) 검색 방법을 이용하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SIFT 특징을 GPU의 스 드를 이용하여 Brute Force한 

방식으로 매칭 하 다. 결과 으로는 동시에 계산된 GPU 

기반의 매칭이 조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4. 실험 결과  결론

실험에 쓰인 하드웨어는 intel Core i5 CPU, GeForce 

GTX 560 Ti를 사용하 으며, Windows 7 64bit 운 체제

에서 이루어 졌다. 

(그림 2) 특징  추출 수행 시간

  GPU를 이용한 SIFT 특징  추출 수행 시간이 FORD

에서 사용한 FAST Corner를 이용한 특징  추출 수행 

시간보다 약 2-2.5배정도 빠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는 그림(2)와 같다. 

(그림 3) 특징  매칭 수행 시간

  FORD에서는 특징  매칭을 한 KD Tree와 K-NN 

검색을 CPU에서 수행한다. 하지만 그림 (3)과 같이, 본 

논문에서 구 한 GPU 기반의 매칭 수행 속도가 기존 수

행 결과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 다. 

  FORD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GPU를 이용한 3차원 물

체 추  알고리즘의 총 수행 시간 비교 실험 결과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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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의 추  속도가 더 뛰어남을 볼 수 있다. 

<표 1> 물체 추  수행 시간

처리 시간(ms) 초당 프레임(FPS)

FORD 67.4 15.7

제안된 알고리즘 44.6 22.4

  본 논문에서는 GPU를 이용한 3차원 물체 추  알고리

즘을 제안하 다. 기존의 FORD 알고리즘에서 연산 시간

이 가장 오래 걸린 특징  추출과 매칭 부분을 GPU를 통

하여 병렬 처리함으로써 추  성능을 개선하 다. 한,  

FAST Corner에서 SIFT로의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변

경함으로써 높은 정확도로 물체 추 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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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PU를 이용한 3차원 물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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