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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bile devices like smartphones and tablets are becoming increasingly capable in terms of processing power. Although

they are already used in computer vision, no comparable measurement experiments of the popular feature extraction

algorithm have been made yet. That is, local feature descriptors are widely used in many computer vision applications,

and recently various methods have been proposed. While there are many evaluations have focused on various aspects of

local features, matching accuracy, however there are no comparisons considering on speed trade-offs of recent descriptors

such as ORB, FAST and BRISK. In this paper, we try to provide a performance evaluation of feature descriptors, and

compare their matching precision and speed in KD-Tree setup with efficient computation of Hamming distanc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recently proposed real valued descriptors such as ORB and FAST outperform state-

of-the-art descriptors such SIFT and SURF in both, speed-up efficiency and precision/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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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상에서 객체를 인식하거나 추적할 때, 영상을 비

교 연산하거나 매칭할 때 또는 대용량 영상 데이터베

이스에서 검색을 수행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영상에서 주요 특징점을 검출하여 비교하는 것

이다[1]. 컴퓨터 비전, 멀티미디어 검색, 패턴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영상 특징 검출 및 매칭 방법

이 연구되고 있다. 성능적으로 우수한 특징점을 검출하

기 위해서는 객체의 형태나 크기, 위치에 변화가 생기

더라도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 또한 카메라 시점이나

조명에 변화에도 특징점 위치를 쉽게 검출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특징점은 주로 객체의

외곽선에 기반하여 코너점(Corner point)을 추출하는

것이 좋다[2]. 특징점 추출 방식은 크게 2개로 분류된

다. 첫 번째는 공간 영역(Spatial domain)에서 영상의 밝

기 정보를 기반으로 밝기 값 변화의 크기 및 기울기를

활용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ation)을 적용하여 주파수 영역(Frequency

domain)에서 특징점을 추출하는 방법이다[3]. 

최근 몇 년 동안, 특징점 추출하는 다양한 방법이 연

구되었으며[3], 회전, 스케일변화 등의 여러 변형에 강

인한 특징을 추출하고 특징점 기반의 정합 정확성을

개선하는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1,4-9,11-13]. 그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활용도 측면에서 실

험을 통해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비전과 증강현실 애플리케이

션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SIFT, SURF, ORB, FAST,

BRIEF 를 이용하여 고해상도 영상에서 특징점을 검출

하고 영상 정합과정에서 특징점 연산의 효율성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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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비교 검증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에서 특징점 연산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영상을 식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실험에서 각각의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된 특징점이 여러 변형된 영상을 대상으로

유일성을 확보하면서 정합 과정에서 일치성을 분석한

다. 본 논문에서는 특징 추출 및 정합의 정확도와 처리

시간을 주요 평가 지표로 설정하고, 여러 특징 추출 알

고리즘을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적용성을 평

가 하여 검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목적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대표적인 특

징점 검출 알고리즘을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 특징 추

출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4장에서 구현 알고리즘에 대

한 성능 실험 평가를 수행하고, 5장에서 결론으로 마무

리한다.

2. 관련 연구

서로 다른 영상에서 픽셀 강도, 색상, 에지 등을 기

반하여 특징점을 추출하는 기술자 (Descriptor)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2],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여러 기술자들 중에서 양호한 성능을 보이는

기술자들을 선별하여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4], SURF (Speeded-

Up Robust Feature) [5], FAST (Features from Accele-

rated Segment Test) [6], ORB (Oriented FAST and

Rotated BRIEF) [1], BRISK (Binary Robust Invariant

Scalable Keypoints) [7], MSER (Maximally Stable

Extremal Regions) [8], A-KAZE (Accelerated-KAZE) [9]

으로 한다. 

SIFT는 2004년에 David Lowe 가 처음 제안하였으

며[4], 영상 회전, 스케일 변화, 유사성을 가진 변형

(Affine Deformation), 뷰포인트 변화, 잡음, 조명 변화

에 강인성을 가진다. SIFT은 스케일 공간 극값 검출

(Scale Space Extrema Detection), 주요점 지역화

(Keypoint Localization), 방성 배치(Orientation Assign-

ment), 기술 내용 생성(Description Generation) 단계를

수행한다. SURF는 다중-스케일 공간 정리(Multi-Scale

Space Theory)을 기반하며, 특징 기술자는 성능과 정확

성에서 우수한 헤시안 행렬(Hessian Matrix)을 기반으

로 검출된다[5]. 행렬을 구하기 이전에, 계산량을 줄이

기 위해 적분 영상(Integral Image)을 활용한다. FAST

는 Univ. of Cambridge에서 제안한 코너점 기반의 특

징 추출 방법으로[6], 점 p를 중심으로 16개 픽셀의 일

정 밝기 정보를 연산하여 코너점(Corner Point)을 선별

하며, 결정 트리(Decision tree)를 이용하여 코너 여부

를 빠르게 판단하여 분류한다. 빠른 처리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로 정의

하는 수치화 함수를 통해 Non-maximal suppression의

후처리 단계를 적용한다. ORB와 BRIEF는 FAST에 기

반하여 개선한 알고리즘으로, ORB는 2011년에 Ethan

이 제안하였으며, 9개 이상의 코너점을 통해 코너 여부

를 판단하는 FAST-9를 이용하고 특징을 추출한 다음,

Intensity Centroid을 적용하여 특징점 방향 벡터를 계

산한다[1]. 이에 반해, BRIEF (Binary Robust Indepen-

dent Elementary Features)는 별도의 특징점 추출 방법

을 제시하지 않고 SURF의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

하고 STAR 특징을 이용하여 성능을 개선한 알고리즘

이다[12].

3. 특징추출 알고리즘 구현

구현 단계에서 컴퓨터 비전의 대표적인 오픈 라이브

러리인 OpenCV 3.0을 활용하였으며 [10], 구현 환경

으로, Mac OSX 10.11 EI Capitan 운영체제가 설치된

MacAir, Xcode 7.1 통합 환경에서 Objective-C와 C++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구현된 소스 코드는 iPhone6

로 포팅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동작시켰다. Fig. 1은 각

기술자를 통해 특징점을 추출한 예제 영상이다. 

4. 실험 평가

본 절에서는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1,020개의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 평가를 한다. 평가 항

목으로는 특징 추출 시간, 특징점 매칭 정확도와 해밍

거리에 따른 매칭 수준을 선정하여 각 항목에 대한 실

험 평가를 수행한다. FAST를 제외한 모든 특징 추출

기술자는 해당 기술자를 제안하였던 논문에서 주어진

기본 매개변수를 적용하여 결과 값을 얻었다. FAST알

고리즘에서는 특징 차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임계값

을 증가시키는데, 평가에서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다중

스케일 임계값을 2배까지만 증가시켰다. 

4.1. 추출 시간 및 특징점 비교

각 기술자에 대한 평균 특징 추출 시간과 추출하는

주요점(keypoint)의 개수는 Table 1과 같다. 해당 결과

는 Graffiti와 Corel color image데이터로부터 얻은

1,000개 영상에 대한 평균 처리시간과 평균 특징점 개

수다. 각 기술자에 대한 매개변수와 영상의 구조에 따

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매개변수 설정을 유

사 수준으로 맞췄을 때, Table 1에 의하면, 다중 스케

V max x p–
x s∈∑ t–  p x–

x s∈∑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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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FAST 에서 가장 많은 특징점을, MSER에서 가장

적은 특징점을 추출하였다. 특징 추출 시간측면에서 가

장 효율적으로 나타난 FAST는 SURF에 비해 대략 34

배 정도, MSER보다 22배 정도 빠르며, 처리시간은 하

나의 영상에 대해 3 ms 정도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점을 추출한 이후, 특징점을 저장하고 있는 데

이터베이스에서 특징점 매칭을 수행하게 된다. 각 기술

자에 대한 특징점 매칭 시간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1

에 함께 나타나 있다. 비교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각 기술자의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1,000개 수준의 특

징점을 추출하여 평균 매칭 시간을 계산하였다. 평균

매칭 시간에서 ORB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SIFT보다 대략 45배 빠른 결과

를 보였다. ORB 다음으로 BRISK가 빠른 결과를 보였

다. 이는 기술자에서 추출한 특징점의 크기에 비례적으

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4.2. 속도효율성 비교 비교

평균 특징 추출 시간과 매칭 시간의 단순 절대 비교

이외에, 기술자의 처리속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속

도 효율성을 평가한다(수식 1). 이는 각 기술자를 처리

하기 위해 추출 저장하는 특징점의 자료구조 레벨 차

이에서 발생하는 요소를 최소화하여 공평하게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 

Effs = Ts/Tm (1)

Ts 는 순차적인 검색 시간이며, Tm 은 효율적 매칭

수행 시간이다. 본 실험에서는 SURF의 순차적 검색

대비 각 기술자의 속도 효율성을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해당 실험에서 KD-Tree의 N값은 40, ε은 3을 적용

하였다. 해당 값은 정확도와 매칭 시간을 고려하고 데

Table 1. Average time for extracting features and matching

features among feature database for each des-

criptor 

Descriptor
Extracting 

Time [ms]

No. of 

keypoints

Matching time 

[ms]

SIFT 216 1,457 437.2

SURF 103 2,853 113.2

ORB 7 584 4.3

FAST 3 5,051 27.7

BRISK 10 1,784 12.7

MSER 66 538 5.6

AKAZE 112 783 39.4

Table 2. Efficiency of speed-up over sequential matching

of SURF for each descriptor 

Descriptor Size [bytes]
Time 

[ms]

Efficiency 

of Speed-up (Eff
s
)

SIFT 128 2,043 160

SURF 64 590 859

ORB 32 370 905

FAST 32 312 884

BRISK 64 524 640

MSER 32 422 663

AKAZE 128 1,270 218

Fig. 1. Examples of Feature extraction with (a) SIFT, (b) SURF, (c) ORB, (d) FAST, (e) BRISK, (f) MSER, and (g)

A-KAZE algorithm.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특징점 검출 연산자의 비교 분석 59

Journal of KSDT Vol. 14, No. 4, 2015

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특징의 수와 기술자의 크기를 반

영하여 반복적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뽑은 값이다.

실험에서 32바이트 크기를 갖는 ORB 기술자가 가장

빠른 처리 효율성을 보였다. SURF 기술자의 매칭 처

리는 SIFT 보다 대략 3.4배 빠른 속도 효율성을 보였

으며, SURF와 SIFT의 ε 값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확성과 소환성에서 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인 경우 KD-Tree에 따라 계

산 복잡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3. 정확성과 소환성 비교

영상의 특징점 추출 및 매칭에 따른 정확성과 소환

성은 수식 (2)를 통해 계산한다.

(2)

정확성 Precision 는 정확하게 매칭된 수인 R* 와 데

이터베이스에서 NN 거리내로 검색된 특징의 수인 R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며, R은 질의 특징 Fq 와 데이터베

이스에서 검색된 특징 Fd 간의 NN 거리에 대한 임계

값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정확하게 매칭된 R* 는

Ground Truth Set에 정의된 대응(Coresspondence)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얻을 수 있다. 소환성 Recall은 정

확한 매칭과 대응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각 기술자에 대한 정확성과 소환성 산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SIFT와 SURF에서 다른 기술자에 비

해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ORB, FAST와 BRISK도 실

험대상을 기준으로 적정한 성능을 가졌다. 

실험 결과, 추출 특징점 대비 추출시간을 고려하면

ORB, MSER, BRISK, FAST 기술자가 비교적 좋은 성

능을 보였다. 속도효율성 측면에서는 ORB, FAST,

SURF가 다른 기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

을 보였으며, 정확성 측면에서는 SIFT, SURF, ORB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러한 실험적 수치를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영상을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

에서는 ORB, FAST가 보다 적합한 특징 기술자로 활

용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관심 점을

중심으로 영상 매칭을 수행하는 여러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고, 컴퓨터 비전 공개 라이브러리인 OpenCV를

활용하여 구현하고 각 기술자들을 성능적으로 비교 분

석하였다. 아이폰에서 각 기술자의 특징 추출 시간을

조사하고, KD-Tree를 기반으로 특징점을 저장하고 해

밍 브루트포스 거리(Hamming Bruteforce Distance)를

적용하여 특징 매칭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에서 ORB, FAST와 BRISK가 SIFT와 SURF보다 처

리시간 측면이나 메모리 효율성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

으며, 정확성과 소환성에서도 비교 우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는

영상 매칭 기술을 모바일에 적용하기 위해 성능적 분

석을 실험적으로 비교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함에 있어

성능 향상을 위해 보다 적절한 기술자를 선택하는 지

침을 제공하고 한다. 

이러한 기술은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에서의

정합과 머신 비전의 객체 인식, 실시간 추적 등의 핵심

기술이 되며, 산업에서 필요한 요소 기술과 서비스에

흡수될 수 있다. 수행된 결과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

이미지 검색, 이미지 정합, 증강현실에서의 가상객체와

실세계 객체간의 매핑 등으로 확장하여 연구할 계획이

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LIOP (Local

Intensity Order Pattern), BRIEF (Binary Robust Indepen-

dent Elementary Features), MRRID (Multi-support Region

Rotation and Intensity Monotonic Invariant Descriptor),

MROGH (Multi-support Region Order-based Gradient

Histogram) 등의 기술자에 대한 평가도 진행할 예정

이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4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연

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Precision
R
*

R
-----=   Recall,

R
*

R
+

-----=

Table 3. Precision and Recall for each descriptor 

Descriptor Precision Recall

SIFT 0.525 0.533

SURF 0.485 0.513

ORB 0.493 0.495

FAST 0.513 0.576

BRISK 0.504 0.527

MSER 0.507 0.497

AKAZE 0.48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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