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tation Invariant Local Directional Pattern을 이용한

텍스처 분류 방법

이 태 환* · 채 옥 삼**

요 약

지역 패턴을 정확하게 부호화 하는 방법은 텍스처 분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기존 널리 연구된 LBP기반 방

법들은 잡음에 취약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최근 표정인식 분야에서 에지반응 값과 방향 정보를 활용한 LDP방법이 제안

되었다. LDP방법은 LBP보다 잡음에 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코드에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텍스처 분류에 적용하기에

는 치명적인 회전 변화에 민감한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LDP 방법에 회전 불변 특성을 결합하고 기존 LDP가 가지고 있

던 부호 정보를 수용하지 않은 단점과 밝기 값 차이가 적은 영역에서 의미 없는 코드가 생성되는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지역

패턴 부호화 방법인 Rotation Invariant Local Directional Pattern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의 텍스처 분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UIUC, CUReT 데이터 셋에서 텍스처 분류를 수행했다. 그 결과 제안된 RILDP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Texture Classification Using Rotation Invariant Local Directional Pattern

Tae Hwan Lee* · Chae Ok Sam**

ABSTRACT

Accurate encoding of local patterns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texture classification. However, LBP based methods w

idely studied have fundamental problems that are vulnerable to noise. Recently, LDP method using edge response and dire

ction information was proposed in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LDP is more robust to noise than LBP and can accommod

ate more information in it's pattern code, but it has drawbacks that it is sensitive to rotation transforms that are critical

to texture classific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local pattern coding method called Rotation Invariant Local Direc

tional Pattern, which combines rotation-invariant transform to LDP. To prove the texture classification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n this paper, texture classification was performed on the widely used UIUC and CUReT datasets. As a

result, the proposed RILDP method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the exis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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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텍스처 분류는 컴퓨터 비전 및 영상의 기본 연

구 분야이며 원격 감지, 의료 영상 분석, 영상 인

식 및 비교 같은 여러가지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텍스처 분류를 응용하는 실제 환경에서는

동일한 촬영 위치 및 회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텍스처 분류 방법은 회전, 위치 변환, 크기 변환에

불변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전술한 불

변의 특징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텍스처 인식

방법이 제안되었다.

텍스처 분류 방법들은 통계적인 방법과 모델

기반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통계적인 방법은 지역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이들의 통계를 사용하여 텍스처 특징을 기술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통계적인 방법으로 Davis의 P

olarogram과 co-occurrence matrices를 사용하여

회전 불변 특징을 생성하는 방법, Duvernoy의 주

파수 도메인에서 회전 불변한 텍스처 특징 추출하

여 기술하는 방법, Goyal의 Texel property histo

gram을 사용한 방법, Eichmann의 Hough 변환을

이용한 라인 구조 추출 기반의 텍스처 기술 방법,

Hanbay의 에지 반응 기반 회전 불변 특징 기술

방법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와

CoHOG(Co-occurrence HOG)가 있다[1][2][3][4]

[5]. 텍스처 모델 기반 방법은 텍스처를 하나의 확

률 모델로 표현하거나 기저 함수(Basis function)

셋을 이용한 선형 결합으로 표현한다. 대표적인

모델 기반 방법으로 Kashyap의 회전 불변 텍스

처 분류를 위한 CSAR(Circular Simultaneous A

utoregressive) 모델 방법, Cohen의 Gaussian M

arkov Random Field를 이용하여 회전 여부를 추

정하여 텍스처 특징을 기술하는 방법, Chen의 다

중 채널 서브 밴드 분해와 HMM(Hidden Marko

v Model)을 이용한 회전 불변 특징 기술 방법, P

oter의 Wavelet변환을 이용한 회전 불변 텍스처

분류 방법, Xu의 Multi-fractal spectrum을 이용

한 크기 불변 특징 기술 방법이 있다[6][7][8][9][1

0]. Haralick은 텍스처 분류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핵심은 반복된 구조의 특징을 포함하는 로걸 영역

의 텍스처셀(Texture Cell)을 식별 하는 것 이라

고 주장 했다[11]. 또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징

추출 방법을 통해 지역적인 특징만을 사용하여 효

과적으로 텍스처 분류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12]

[13][14][15].

지역적인 특징 표현 방법 중 Local Binary Pat

tern(이하, LBP)기반 방법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

되었다. Ojala가 제안한 LBP 이후 회전 불변 특

징을 가지는 Dominant LBP(이하, DLBP), 이진

패턴을 3가지 패턴으로 확장한 Local Ternary Pa

ttern(이하, LTP), 밝기 차이 값을 결합한 Comple

ted LBP(이하, CLBP) 같은 확장 방법들이 제안

되었고 좋은 성능을 보여 주었다[16][17][18][19].

하지만 LBP기반 방법들은 지역 패턴을 생성할 때

밝기 값을 그대로 이용하고 현재 화소 값과 이웃

화소값의 차이의 부호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본

적으로 잡음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LBP 방법의 잡음에 취약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이웃 화소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에지 반응 값을 사용하여 패턴을 생성하는 Local

Directional Pattern(이하, LDP) 방법이 표정인식

에서 제안되었다[20]. LDP방법은 에지 반응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LBP보다 잡음에 강력하지만 입

력 영상의 회전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얼굴영상

을 대상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회전 변화가 큰

텍스처 특징 추출에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문

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뛰어난 텍스

처 분류를 위해 LBP보다 잡음에 뛰어난 LDP의

특징을 수용하면서 회전에 불변한 특징을 가지는

Rotation Invariant Local Directional Pattern(이

하, RILDP) 방법을 제안 했다. 제안된 RILDP방

법은 LDP의 회전 변화에 민감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에지 반응 값으로 부터 주 회전 방향을 추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드를 변환하여 회전에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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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성했다. 또한 여러 가지 텍스처 분류 데이터

셋을 통해 기존 LDP와 LBP기반 방법들 보다 텍

스처 분류에서 뛰어남을 보여주었고 그 효과를 입

증 했다.

2. 관련 연구

2.1 Local Directional Pattern(LDP)

2.1.1 LDP 등장 배경

LBP는 단조로운 밝기 변화에 강력하고 코드

생성의 단순함과 강력한 성능으로 텍스처 분류에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LBP는 지역 패턴 생성 시

이웃화소 하나와 중심 화소만 사용하기 때문에 중

심화소나 이웃화소에 잡음이 발생하면 코드 변화

가 쉽게 일어나는 단점이 있다[20]. LBP의 확장

방법들 LTP, CLBP, DLBP 역시 화소값을 그대

로 사용하여 패턴을 생성하는 LBP의 방법을 그대

로 사용하기 때문에 잡음에 취약한 근본적인 문제

점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에지 반응 값은 화소값

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주변 이웃화소를

모두 사용하여 계산되는 특징 때문에 화소의 밝기

값 보다 밝기 변화와 잡음에 강력한 특징을 보여

주고 에지 반응 값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지역

특징을 나타내는 패턴을 생성하면 좀 더 안정적이

고 많은 정보를 포함하여 강력한 구별 능력을 가

진 패턴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에지 반응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 패턴을

생성하는 LDP가 제안되었다.

2.1.2 LDP 코드 생성 방법

LDP는 입력 영상의 각 화소마다 하나의 패턴

코드를 생성한다. 각 화소에 ×크기의 이웃

화소 영역을 설정하고 여기에 (그림 1)과 같이

× Kirsch Compass Mask를 적용하여 8 방

향 에지 반응 값을 계산한다[21]. 이때 계산에 사

용되는 이웃 화소의 범위에 따라서 값의 변화

가 가능하다. 8 방향 각 에지 반응 값 모두가 유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에지 반응 값 절대 값 크기

에 따라 정렬을 하고 상위 개를 뽑아 해당 에지

반응 값이 나타내는 방향 비트를 1로 설정한다.

상위 개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는 모두 0으로 설

정하여 8 비트 LDP 코드를 생성한다.

(그림 1) 8방향 × 크기 Kirsch compass

masks

2.1.3 LDP의 특징

LDP는 에지 반응 값을 사용하여 패턴을 부호

화 했다. 에지 반응 값은 화소 값을 그대로 사용

하는 것 보다 안정적인 값을 생성한다. 이는 일부

화소에 잡음이 발생하거나 지역적으로 단조롭지

않은 밝기 변화에도 같은 패턴을 유지 하는 특징

을 보여준다. (그림 2)는 원본 영상과 가우시안 잡

음을 인위적으로 추가한 영상에서 LDP와 LBP를

사용하여 생성된 코드를 보여준다. LBP는 인위적

인 잡음으로 인해 코드가 변했지만 LDP는 잡음으

로 인해 코드가 변하지 않았다. 이는 에지 반응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모든 화소의 값을 이용했

고 이때 잡음의 효과가 8방향 마스크 전체로 분산

되기 때문에 잡음에 강력한 특징을 보여준다.

3. Rotation Invariant Local

Directional Pattern (RILDP)

3.1 텍스처 분류에서 LDP의 문제점

LDP는 LBP보다 잡음에 뛰어난 특징을 보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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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회전 변화가 적은 얼굴 영상을 대상으로 제안

되었기 때문에 회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코드 차

원에서 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일한 텍스처 영상

에서 회전 변화에 따라 다른 코드가 생성되는 문

제점이 있다. 전술한 방법으로 LDP코드를 생성

했을 때 에지 방향을 8 방향으로 양자화 했기 때

문에 이론적으로 22.5도 이상 회전화면 코드가 달

라질 수 있다. (그림 3)은 동일한 텍스처 영상에

회전 변환된 2가지 이미지 패치에서 LDP 코드를

생성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때 회전에 의해서 다

른 코드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회전

변환이 많이 발생하는 텍스처 분류의 특성상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림 2) 잡음에 강력한 LDP

(그림 3) 회전 불변 변환

두 번째 문제점은 Taskeed가 제안한 LDP는 코

드 생성에 에지 반응 값의 부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에지 반응의 절대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

정 패턴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22]. 얼

굴 특징을 기술하기 위한 패턴보다 텍스처 분류를

위한 패턴의 종류가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부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패턴을 생성한 LDP방법은

텍스처 분류에 적합하고 충분한 구별 능력을 보여

줄 수 없다.

세 번째 문제점은 에지 반응 값은 뚜렷한 에지형

태의 텍스처가 있는 영역에서는 잡음에 강력하고

뚜렷한 패턴을 생성하지만 에지 반응 값이 약한

밝기 값이 균일한 영역에서는 작은 밝기 값 차이

에도 패턴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잡음에 매우 취

약하고 유효하지 않는 패턴을 생성하는 문제점이

있다.

3.2 Rotation Invariant Local Directional Pa

ttern 생성 방법

위에서 전술한 기존 LDP의 단점은 텍스처 분류

에 치명적인 문제점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LDP의 텍스처 분류에 적용되었을 때 고려되

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RILD

P(Rotation Invariant Local Directional Pattern)

를 제안한다. RILDP는 LDP와 같이 각 화소마다

패턴코드를 생성한다. 각 화소마다 패턴코드를 생

성하기 위해 × 크기의 이웃 화소 영역을

설정하고 여기에 8방향 × Kirsch Compass

Mask를 적용하여 에지 반응 값 수식 (1)과 같이

계산한다.

  ∗   ≤  ≤  (1)

여기서 는 픽셀의 밝기 값을, 는 (그림

1)과 같은 8방향 Kirsch Compass Mask 중 번

째 마스크를, 는 번째 에지 반응 값을 나타

낸다. 기존 LDP는 절대 값을 적용한 에지 반응

값을 사용하여 상위 개의 방향을 선정 했지만

절대값을 적용하면 특정 패턴을 구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안된 방법에서는 부

호 정보를 포함한 에지 반응 값을 사용하여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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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방향을 수식 (2)와 같이 선정 한다.

   ≤  ≤   argmax   ≤  ≤  (2)

여기서 는 상위 개의 에지 반응 값을, 는

상위 개의 에지 방향을 표현하는 값을 나타낸다.

계산된 상위 개 에지 방향에는 비트 1을 할당하

고 나머지 방향에는 비트 0을 할당하여 수식 (3)

과 같이 비트스트링 코드를 생성한다.

 
  



×

   ∈ ∉ 

(3)

여기서 는 생성된 패턴 비트 스트링을, 는 8

가지 에지 반응 방향 값을, 는 상위 개에 해당

하는 에지 방향의 집합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생

성된 비트 스트링 패턴은 잡음에 강하고 텍스처

구별능력이 뛰어나지만 회전 변화에 따라 코드가

변하기 때문에 코드 불변을 위한 추가적인 변환을

수행한다. 상위 개에 해당하는 에지 방향의 반응

값 중 가장 큰 방향의 비트가 LSB(Least Signific

ant Bit)가 되도록 순환 shift를 식 (4)와 같이 수

행한다.


′ ≫  (4)

여기서 
′는 회전 불변을 위해 변환된 비트 스

트링 코드를, 는 에지 반응 값으로 계산된 비트

스트링 코드를, 은 에지 반응 값 중 가장 큰 반

응 값을 가지는 방향 값을, ≫는 비트스트링을 왼
쪽으로 순환 shift해준 연산자를 나타낸다. (그림

3)은 동일한 텍스처 영상에 회전 변환된 두 이미

지 패치가 있다. 회전 불변을 위한 변환을 수행하

지 않은 비트 스트링 코드는 회전에 따라 코드가

변하는 반면 회전 변환을 수행한 코드는 코드가

그대로 유지 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기존 LDP가 가지고 있던 단점 중 하나는 밝기

값이 적은 영역에서 잡음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이

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에지 반응 값이 특정 임계치 보다 작으면 비트스

트링 패턴을 생성하는 대신 배경 화소를 나타내는

“00000000” 코드를 식 (5)와 같이 생성하여 최종

RILDP코드를 생성한다.

    
′     (5)

여기서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최종 생성

패턴을, 
′는 회전 불변을 위해 변환된 비트 스트

링 코드를, 는 가장 큰 에지 반응 값을, 는 특

정 임계치를 나타낸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

된 RILDP코드는 기존 LDP에 비해 부호 정보 포

함으로 구별 능력이 향상되고 회전에도 강하면서

밝기 차이가 거의 없는 영역에서의 취약점도 극복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텍스처 분류에

서 적용하여 반복적인 지역적 텍스처 패턴을 효과

적으로 기술 할 수 있게 해준다.

4. RILDP특징 벡터 생성

RILDP를 이용하여 생성된 코드를 텍스처 분류

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징벡터를 생성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법에서 주로 사용된 히스토

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인 텍스처 특징을 생성한

다. 각 화소에서 RILDP 코드를 생성하고 해당 코

드를 히스토그램에 누적한다. 누적된 히스토그램

은 통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위치 정보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분류를 위한 텍스처 영상을

개의 영역  … 으로 분할하고 식 (6)과

같이 각 영역의 히스토그램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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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여기서 는 텍스처 영상   영역의

 위치의 RILDP 코드를, 은 각 RILDP 코

드가 누적된 히스토그램 빈을 나타낸다. 최종적으

로 각 영영에서 누적된 히스토그램  을 식 (7)

과 같이 하나로 연결한다.






  (7)

여기서 ∏는 각 히스토그램  을 연결하여 하

나의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주는 연산자이며 모든

히스토그램이 연결되어 하나의 히스토그램이 생성

된다. 이와 같이 생성된 히스토그램은 특징 벡터

로 사용되어 텍스처 분류를 위한 학습 및 테스트

에 사용된다.

5.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RILDP 방법의 실제 텍스처

분류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 했다. 성능 측정을 위

해서 UIUC 데이터 셋과 CUReT(Columbia-Utre

cht Reflection and Texture) 데이터 셋을 사용했

고 비교 평가를 위해 LBP, CLBP, CLBC, LTP,

LDP 방법을 사용 했다[23][24][25].

5.1 텍스처 분류용 데이터 셋 및 실험환경

UIUC 데이테 셋은 25가지 분류를 가지고 각 분

류 마다 40개의 영상을 가지고 있다. 각 영상의

해상도는 640x480이다. UIUC 데이터 셋은 여러

가지 물체를 여러 가지 촬영 각도에서 획득한 영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N개의 영상

을 임의로 선택하여 학습을 수행했고 나머지 영상

을 텍스처 분류 테스트에 이용했다. 이와 같은 테

스트를 10번을 수행하여 평균을 낸 값을 결과로

사용했다.

CUReT 데이터 셋은 여러 가지 촬영 각도를 가

지는 61가지 분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

류 마다 촬영 각도 변화가 60°이하인 92개 영상을

선택해서 테스트에 사용했다. UIUC와 마찬가지로

N개의 영상을 임의로 선택하여 학습에 사용했고

나머지 영상은 텍스처 분류 테스트에 사용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10번 수행하여 평균을 낸 결과

를 최종 결과로 사용했다.

RBF 커널 함수를 사용하는 Support Vector Ma

chine(SVM) 학습 방법은 이미 기존 텍스처 분류

방법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본 논문

에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텍스처 분류를 수행

했다. 원래 SVM은 이진 레이블(-1, 1)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텍스처 데이터 셋은

모두 2가지 이상의 분류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2가지 이상을 분류하기 위해 1가지 분류를

하나의 분류로 나머지 분류를 다른 하나의 분류로

놓는 one-against-all 방법을 사용했다.

5.2 텍스처 분류 실험 결과

5.2.1 파라미터 설정

RILDP를 이용한 텍스처 분류 성능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값과 밝기 값의 영역

의 차이가 적은 영역과 유효한 영역을 구별해주는

임계치 값 , 영상 분할 블록 숫자, SVM 파라미

터가 필요하다. 최적의 SVM 파라미터는 기존에

널리 사용하는 Hus의 Grid 탐색 방법을 사용했다

[26]. 영상 분할 블록 숫자는 2x2크기로 분할하여

실험을 수행했다.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값을 1에서 4까지 변화해서 UIUC

데이터 셋에서 텍스처 분류 테스트를 수행했다.

이때 값은 임시로 15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 했

다. <표 1>을 보면 값이 2인 경우 최적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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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Results

CLBP 87.64

CLBC 87.83

LTP 67.16

LDP 71.43

RILDP 88.97

<표 2> UIUC 데이터 셋에서 텍스처 분류 성능

비교 결과(%).

Method Results

LBP 80.03

CLBP 95.19

CLBC 94.78

LTP 85.77

LDP 87.63

RILDP 95.74

<표 3> CUReT 데이터 셋에서 텍스처 분류 성능

비교 결과(%)

 Results

1 85.43

2 88.97

3 87.42

4 84.38

<표 1> UIUC 데이터 셋에서  값에 따른 텍스처

분류 성능 비교 결과(%).

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얻어진 최적의 

값을 가지고 최적의 값을 찾는 실험 또한 진행

했다. (그림 4)를 보면 값이 15일 때 가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얻어진 값은 RILDP의 최적 파라미터로 설정하고

이후 실험에 모두 이 값을 적용하여 진행했다.

(그림 4) UIUC 데이터 셋에서  값에 따른 텍스처

분류 성능 비교 결과

5.2.2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RILDP 방법과 최적 파라미

터 값을 이용해서 UIUC 데이터 셋에서 텍스처 분류

를 수행 했다. <표 2>는 기존 방법과 제안된 방법의

비교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이들 결과를 분석하면 제

안된 RILDP방법이 기존 방법들 보다 뛰어나고 특히

LDP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LDP에 비

해 많은 향상을 보여준다.

다른 실험으로 제안된 방법을 CUReT 데이터 셋에

서 텍스처 분류를 수행했다. <표 3>은 기존 방법과

제안된 방법의 비교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를 기

반으로 제안된 방법을 분석한 결과 제안된 방법이 기

존 방법들 보다 뛰어났고 LDP에 비해 비약적인 향상

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텍스처 분류를 위한 LDP기반 지

역 패턴 기술 방법으로 RILDP를 제안 했다. RIL

DP 방법은 텍스처 인식에 중요한 구별 능력과 회

전에 불변한 특징 및 잡음에 뛰어난 특징을 수용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부호화 했다. 제안된 RILD

P 방법은 UIUC 데이터 셋에서 88.97%, CUReT

데이터 셋에서 95.7%의 분류 성능을 보여 기존

방법들 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고 그 효과를

입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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