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영상을 이용한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 간의 성능 비교
Performance Comparison and Analysis between Keypoints Extraction 

Algorithms using Drone Images
이충호1)·김의명2)

Lee, Chung HoㆍKim, Eui Myoung

Abstract
Images taken using drones have been applied to fields that require rapid decision-making as they can quickly 

construct high-quality 3D spatial information for small regions. To construct spatial information based on drone 
image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s by extracting keypoints between adjacent 
drone images and performing image matching. Therefore, in this study, three study regions photographed using 
a drone were selected: a region where parking lots and a lake coexisted, a downtown region with buildings, 
and a field region of natural terrain, and the performance of AKAZE (Accelerated-KAZE), BRISK (Binary 
Robust Invariant Scalable Keypoints), KAZE, ORB (Oriented FAST and Rotated BRIEF),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and SURF (Speeded Up Robust Features) algorithms were analyzed. The performance of 
the keypoints extraction algorithms was compared with the distribution of extracted keypoints, distribution of 
matched points, processing time, and matching accuracy. In the region where the parking lot and lake coexist, 
the processing speed of the BRISK algorithm was fast, and the SURF algorithm showed excellent performance 
in the distribution of keypoints and matched points and matching accuracy. In the downtown region with 
buildings, the processing speed of the AKAZE algorithm was fast and the SURF algorithm showed excellent 
performance in the distribution of keypoints and matched points and matching accuracy. In the field region of 
natural terrain, the keypoints and matched points of the SURF algorithm were evenly distributed throughout the 
image taken by drone, but the AKAZE algorithm showed the highest matching accuracy and processing speed.

Keywords : Drone Images, Keypoints Extraction, Image Matching, Buildings, Natural Terrain, 3D Spatial 
Information

초   록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은 소규모 지역에 대하여 고품질의 3차원 공간정보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어 신속
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드론 영
상 간에 특징점 추출하고 영상 매칭을 수행하여 영상 간의 관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한 주차장과 호수가 공존하는 지역, 건물이 있는 도심 지역, 자연 지형의 들판 지역의 3가지 대상지역
을 선정하고  AKAZE (Accelerated-KAZE), BRISK (Binary Robust Invariant Scalable Keypoints), KAZE, ORB 
(Oriented FAST and Rotated BRIEF),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and SURF (Speeded Up Robust 
Features)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의 성능은 추출된 특징점의 분포, 매칭점의 분포, 
소요시간, 그리고 매칭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주차장과 호수가 공존하는 지역에서는 BRISK 알고리즘의 속도가 신
속하였으며, SURF 알고리즘이 특징점과 매칭점의 분포도와 매칭 정확도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건물이 
있는 도심 지역에서는 AKAZE 알고리즘의 속도가 신속하였으며 SURF 알고리즘이 특징점과 매칭점의 분포도와 
매칭 정확도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자연 지형의 들판 지역에서는 SURF 알고리즘의 특징점, 매칭점이 드
론으로 촬영한 영상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AKAZE 알고리즘이 가장 높은 매칭 정확도와 신속한 속
도를 나타내었다.

핵심어 : 드론 영상, 특징점 추출, 영상 정합, 건물, 자연 지형, 3차원 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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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드론을 이용한 사진측량은 기존의 유인 항공사진측량보다 
소규모 지역의 고해상도 영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고품질의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
되고 있다(Seong et al., 2019; Kim et al., 2021; Choi and Kim, 
2019).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드론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촬영된 인접한 개별 드론 영상 간의 관계를 결정
하여야 한다. 영상 간의 관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드
론 영상 간에 매칭된 특징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
점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서리 점이나 교차점들과 같이 특징
이 되는 부분에서 추출할 수 있다.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초점
거리가 짧은 지상 영상을 대상으로 SIFT, SURF, FAST 알고
리즘의 성능을 비교하는 연구(Babri et al., 2016), 영상 매칭 
기술을 모바일 환경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SIFT, SURF, ORB, 
FAST, BRISK, MSER, AKAZE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
는 연구(Lee and Kim, 2015), 동물, 건물, 사람, 과일 등의 영
상에 대하여 SIFT, SURF, AKAZE, ORB 알고리즘의 성능
을 비교하고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추천하는 연구(Kim et 
al., 2021), 회전, 스케일, 어안, 노이즈 영상 등에 대하여 SIFT, 
SUFRF, ORB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었
다. 기존 연구들은 촬영고도가 낮은 지상 영상을 대상으로 수
행된 연구이며, 촬영고도가 높은 드론 영상을 대상으로는 다
음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드론 영상에서 SIFT, Förstner, Harris, Moravec 알고리
즘을 비교한 연구(Xi et al., 2017), 수직과 경사 방향으로 촬
영된 드론 영상에서 SIFT, SURF, IMAS (Image Matching 
by Affine Simulation) 알고리즘을 비교한 연구(Jang et al., 
2020), 드론 자율 착륙 시스템을 위하여 SIFT, SUFT, BRISK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영상 매칭을 수행하는 연구(Skoczylas, 
2014)가 수행되었다. SIFT, Förstner, Harris, Moravec 알고리
즘을 비교한 연구의 경우 건물, 들판, 비닐하우스 등 다양한 
드론 영상에 대하여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비교
하였으나 Förstner, Harris, Moravec 알고리즘은 각각 1987년
도, 1988년도, 1977년도에 발표된 초기의 특징점 추출 알고
리즘이므로 특징점 기술자(descriptor) 정보를 같이 활용하
는 성능이 향상된 SIFT, SURF와 같은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
을 성능 비교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연구들의 경우 특
징점 추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SIFT와 
SURF 알고리즘 위주로 수행되었으며 기존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AKAZE, BRISK, KAZE, ORB, SIFT, SURF 알고리즘
의 성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드론이 촬영할 수 있는 다
양한 지역에 대하여 AKAZE, BRISK, KAZE, ORB, 
SIFT, SURF 알고리즘의 특징점 분포도, 매칭점 분포도, 
특징점 매칭의 속도와 특징점 매칭의 정확도를 분석하여 
드론 영상에 적합한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선정하고자 
한다.

2. 드론 영상의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

2.1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의 분석 방법

드론은 다양한 소규모 지역을 촬영할 수 있으므로 인위적
인 패턴이 그려진 주차장과 색상값의 변화가 적은 호수가 공
존하는 지역(A), 건물이 있는 도심 지역(B) 그리고 자연 지
형의 들판 지역(C)의 3개의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
의 흐름은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드론으로 촬영된 A, B, 
C 지역의 좌우 영상에서 AKAZE, BRISK, KAZE, ORB, 
SIFT, SURF의 6가지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
징점(keypoints)과 기술자를 추출하고 영상 매칭을 수행하
였다. 매칭된 특징점의 경우, 오매칭으로 인한 이상점이 있
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RANSAC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이상점을 제거하였다. 이후, 각 특징점 추출 알
고리즘의 소요시간, 특징점 분포도, 매칭점 분포도, 매칭 정
확도를 분석하여 각 지역마다 적합한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
을 선정하였다.

Fig. 1. Flow chart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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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

2.2.1 AKAZE & KAZE

KAZE 알고리즘은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하여 전처
리 과정에서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할 경우, 특징이 되
는 부분과 잡영(noise)의 구분이 어려워져 정확도가 낮
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우시안 필터가 아
닌 비선형 확산 필터(nonliear diffusion filter)를 이
용한다. 이를 통하여 영상의 크기와 회전 변화, 블러링
(bluring), 잡영 등의 영향에 강인한 특징점을 추출한다
(Alcantarilla et al., 2012). AKAZE 알고리즘은 연산 
속도가 느린 KAZE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하여 FED 
(Fast Explicit Diffusion)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효율적
인 저장공간 확보를 위하여 M-LDB (Modified-Local 
Difference Binary) 기술자를 활용하였다(Alcantarilla 
et al., 2013).

 
2.2.2 BRISK

BRISK 알고리즘은 FAST (Features from Accelerated 
Segment Tes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징점을 추출한 후, 특
징점 주변 픽셀의 밝기값을 비교하여 512바이트 크기의 이진 
문자열로 기술자를 생성한다. 픽셀 간의 밝기값의 비교는 계
단효과(aliasing effect)와 잡영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동심원 기반의 샘플링 패턴을 이용한다. 또한, 영상의 크기 
변화와 회전에 불변하다는 특징이 있다(Leutenegger et al., 
2011).

2.2.3 ORB

ORB 알고리즘은 FAST 알고리즘과 BRIEF (Binary 
Robust Independent Elementary Features) 기술자를 기반으
로 하여 기존보다 신속하게 특징점과 기술자를 추출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영상의 크기 변화와 회전에 불변하다는 특징
이 있다(Rublee et al., 2011).

2.2.4 SIFT

SIFT 알고리즘은 입력 영상을 기반으로 크기와 해상도
를 변화시켜 영상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DoG (Different of 
Gaussian)을 기반으로 특징점을 추출한다. 추출된 특징점을 
기반으로 16×16 픽셀의 그래디언트(gradient)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자를 생성함으로써 영상 회전, 
시점 변화, 조명 변화, 크기 변화 등에 불변하다는 장점이 있으
나 높은 연산 비용으로 인해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Lowe, 
2004).

2.2.5 SURF

SURF 알고리즘은 SIFT 알고리즘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면
서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영상의 크기, 조명, 시점 변화 등
에 강인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회색조 영역만의 정보를 사용
하기 때문에 색상 영역의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과 시점
이 다른 영상에서는 취약한 단점이 있다(Bay et al., 2006).

2.3 이상점 제거

특징점 매칭을 수행할 시에 이상점을 제거하는 알고리
즘에는 데이터 스누핑 (Data Snooping), IRLS (Iterative 
Reweighted Least Squares), RANSAC (RANdom SAmple 
Consensus)등이 있다(Kim, 2020). 본 연구에서는 모든 데
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위 샘플링을 통하여 사용자
가 지정한 일정 임계값을 넘어갈 경우 이상점을 제거하는 
RANSAC 알고리즘(Fischler and Bolles, 1981)을 사용하였
다. RANSAC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영상 간의 관계
를 결정하는 2-point와 5-point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2-point 
모델로 영상 간의 관계에 대한 초기값을 결정하고 5-point 모
델을 기반으로 영상 간의 관계에 대한 최적화된 값을 결정할 
때까지 반복함으로써 이상점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매칭점들
을 추출한다(He and Habib, 2016). 두 영상 간의 관계는 상
호표정요소(Relative Orientation Parameters)라고도 하며, X
축 회전량(Omega), Y축 회전량(Phi), Z축 회전량(Kappa), X
축 이동량(TX), Y축 이동량(TY), Z축 이동량(TZ),으로 구성된다. 
2-point 모델은 항공기가 수직 방향으로 촬영하며 수평 방향
으로 비행한다고 가정하여 Kappa와 TX, TY만을 결정하는 모
델이고 5-point는 2-point에서 결정된 Kappa와 TX, TY을 초
기값으로 산정하여 Omega, Phi, Kappa와 TY , TZ에 대한 최
적화된 값을 결정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모델이다.

  
3.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 성능 분석

3.1 연구 대상 지역

연구 대상 지역의 위치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
읍이며 드론을 이용하여 3가지 지역적 특성을 갖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촬영된 영상은 고정익 드론인 eBee을 이용하
여 촬영고도 140m에서 촬영되었으며 Fig. 2와 같이 주차장
과 호수가 공존하는 지역(A), 건물이 있는 도심지역(B) 그
리고 자연 지형의 들판 지역(C)이다. 촬영에 사용된 카메
라는 Sony WX 220이고 초점거리는 4.45㎜이며 픽셀 크기
는 1.266㎛이기 때문에 1픽셀의 지상해상도(GSD : Ground 
Sampling Distance)는 약 4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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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징점 추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들은 C++ 기반
의 OpenCV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하나의 특징
점 추출 알고리즘에서 최적의 파라미터 임계치 값을 결정하는 
연구가 아닌 다양한 드론 영상에서 주로 활용되는 특징점 추
출 알고리즘 간의 성능을 비교하는 연구이므로 각 특징점 추
출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임계치 값은 각 논문에서 결정된 최
적의 임계치 값을 활용하였다. Table 1은 각 연구 대상 지역의 
좌우 영상에서 6가지의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추
출된 특징점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AKAZE와 KAZE 알고
리즘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하여 특징점이 적게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ORB와 SURF 알고리즘은 특징점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추출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The number of extracted keypoints

Area Image AKAZE BRISK KAZE ORB SIFT SURF

A
Left 17,658 29,069 21,945 131,927 53,850 105,014

Right 16,838 27,929 20,118 135,482 50,439 97,761

B
Left 40,413 69,480 45,258 197,355 97,974 126,347

Right 40,959 68,869 44,442 197,297 101,523 127,883

C
Left 35,338 101,926 29,815 200,000 168,582 153,566

Right 31,197 55,642 25,967 199,589 102,001 143,624

A 지역의 경우 인위적인 패턴의 주차라인 뿐만 아니라 영상의 
상단 부분에 호수 영역이 같이 촬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좌

우 영상 간의 변환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징점이 주차라인 
뿐만 아니라 호수 영역에서도 추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호
수 영역에서 각각의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이 적절하게 작동하여 
특징점이 추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Fig. 3은 A 지역의 
호수 영역에 대해 6가지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의 결과를 확대하
여 나타낸 것으로 AKAZE, BRISK, KAZE 알고리즘은 호수 영
역에서 특징점이 적게 추출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ORB, SIFT, 
SURF 알고리즘은 호수 영역에서도 전체적으로 특징점이 추출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A 지역과 같이 인위적인 패턴이 
있는 주차장과 상대적으로 색상의 변화가 크지 않아 특징점이 추
출되기 어려운 호수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특징점을 많이 
추출하는 ORB, SIFT, SURF 알고리즘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a) AKAZE algorithm (b) BRISK algorithm

(c) KAZE algorithm (d) ORB algorithm

(e) SIFT algorithm (f) SURF algorithm
Fig. 3. Extracted keypoints from lake region in region A 

(a) Parking lot and lake left region

(d) Parking lot and lake right region

(b) Downtown left region

(e) Downtown right region
Fig. 2. Drone images of study regions

(c) Field left region

(f) Field right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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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지역에 대해 추출된 특징점의 분포도를 살펴보기 위
하여 Fig. 4와 같이 입력 영상을 25개의 소구역으로 나누었다.

A, B, C 지역의 특징점 분포도 결과는 Figs. 5 ~ 7에 나타
내었으며 그래프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면 특징점
이 영상에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하여 추출되었다는 것
을 나타낸다.

A 지역의 경우 Fig.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KAZE 알고리즘
의 좌측 13번 소구역과 우측 18번 소구역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하여 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SURF 
알고리즘은 특징점이 거의 추출되지 않는 좌우 5번 소구역에
서도 특징점이 추출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징점 분포도의 
그래프도 완만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 지역은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좌측 13번 소구역에
서는 BRISK, ORB 알고리즘의 수치가 다른 알고리즘에 비
하여 높으며 우측 2번 소구역에서는 BRISK, ORB, SIFT 
알고리즘의 수치가 높아 그래프가 완만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SURF 알고리즘 상대적으로 그래프
가 완만하여 특징점을 상대적으로 고르게 추출된 것을 알 
수 있다.

(a) Distribution of keypoints in the left image

(b) Distribution of keypoints in the right image
Fig. 5. Distribution of keypoints in region A

(a) Subregion of left region A

(d) Subregion of right region A

(b) Subregion of left region B

(e) Subregion of right region B

Fig. 4. 25 sub-regions of input images

(c) Subregion of left region C

(f) Subregion of right region C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Vol. 40, No. 2, 79-89, 2022

84  

(a) Distribution of keypoints in the left imge

(b) Distribution of keypoints in the right imge
Fig. 6. Distribution of keypoints in region B

(a) Distribution of keypoints in the left imge

(b) Distribution of keypoints in the right imge
Fig. 7. distribution of keypoints in region C

C 지역은 Fig. 7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SURF 알고리즘의 
그래프가 가장 완만하게 변화하여 다른 특징점 추출 알고리
즘에 비하여 특징점이 골고루 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
해, ORB 알고리즘의 경우 소구역 간의 특징점 추출 변화폭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 특징점이 가장 불균등
하게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영상 매칭 및 정확도 분석

특징점이 영상 전반에서 골고루 분포하여 추출되었더라
도 특징점을 이용한 영상 매칭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을 나
타내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좌우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점과 기술자를 이용하여 초기 영상 매칭을 수행
하였으며 초기 수행된 영상 매칭(initial matches) 결과에서 
RANSA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오매칭된 이상점을 제거한 
정상점(inliers)의 결과를 Table 2와 같이 나타내었다. 각 드론 
영상들은 수천 픽셀이므로 RANSAC 알고리즘의 임계치 값
을 5 픽셀로 지정하여 두 점 간의 픽셀 차이가 5픽셀 이상일 
경우 이상점이라고 판단하고 제거하였다.

Table 2. Results of the image matching of keypoints

Area Points AKAZEBRISK KAZE ORB SIFT SURF

A

Keypoints 16,838 27,929 20,118 13,1927 50,439 97,761

Initial  
matches 2,986 3,362 1,034 6,749 2,034 16,083

Inliers 2,918 3,295 640 6,463 1,937 15,946

B

Keypoints 40,413 68,869 44,442 197,297 97,974 126,347

Initial 
matches 2,446 4,004 4,925 6,719 2,156 9,418

Inliers 2,251 3,690 4,517 6,050 1,991 8,930

C

Keypoints 31,197 55,642 25,967 199,589 102,001143,624

Initial 
matches 3,884 5,762 1,896 10,646 4,338 14,354

Inliers 3,859 5,720 1,857 10,566 4,273 14,316

A, B, C 지역의 매칭점 분포도 결과는 Figs. 8 ~ 10에 나타
내었으며 그래프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면 매칭점
이 영상에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하여 매칭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칭점은 이상점을 제거한 정상점(Inliers)을 기준
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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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tribution of matched points in the left image

(b) Distribution of matched points in the right image
Fig. 8. Distribution of matched points in region A

(a) Distribution of matched points in the left image

(b) Distribution of matched points in the right image
Fig. 9. Distribution of matched points in region B

A 지역의 경우 Fig.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KAZE 알고리즘
의 좌측 15번 소구역, 우측 10번 소구역과 15번 소구역이 다
른 알고리즘에 비하여 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SURF 알고리즘은 좌측 15번 소구역과 우측 10번 소
구역에서 다른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들에 비하여 그래프가 
가파르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그래프 기울기의 변화가 완만한 
것을 알 수 있다.

B 지역은 Fig. 9에 나타낸 것과 같이 좌측 9번 소구역, 19번 
소구역과 우측 3번 소구역, 13번 소구역에서 SURF 알고리즘
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들의 매칭점이 많이 
분포하여 그래프가 가파르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C 지역은 Fig. 10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SURF 알고리즘의 
그래프가 가장 완만하게 변화하여 다른 특징점 추출 알고리
즘에 비하여 매칭점이 골고루 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
해, ORB 알고리즘의 경우 좌측 24번 소구역과 우측 19번 소
구역에서 20 ~ 25%의 매칭점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어 매칭점
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 Distribution of matched points in the left image

(b) Distribution of matched points in the right image
Fig. 10. Distribution of matched points in regi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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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합률(initial matching rate)은 Table 2의 추출
된 특징점의 개수에서 초기매칭을 수행한 결과를 나누어 
(intial matches / keypoints)와 같이 계산하였으며 정상점 
정합률(inliers matching rate)은 Table 2의 초기 매칭된 결
과에서 정상점의 결과를 나누어 (inliers / initial matches)
와 같이 계산하였다. 영상 정합률, 정상점 정합률의 결과와 
각 알고리즘의 소요시간을 Figs. 11 ~ 13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A 지역의 경우, 소요시간은 BRISK 알고리즘이 4.7
초, AKAZE 알고리즘이 5.2초 그리고 SIFT 알고리즘이 
10.8초로 나타났다. 영상 정합률은 AKAZE 알고리즘이 
17.7%, SURF 알고리즘이 16.5% 그리고 BRISK 알고리즘
이 12%로 나타났다. 정상점 정합률의 경우, SURF 알고리
즘이 99.1%로 가장 높았으며 BRISK 알고리즘이 98.0%, 
AKAZE 알고리즘이 97.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A 지
역에서 영상 매칭의 정확도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면 SURF 
알고리즘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빠른 자료처리를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한다면 BRISK 알고리즘이 우수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A 지역은 호수 영역이 존재하며 
특징점 분포도 결과에 기반하여 BRISK와 AKAZE 알고
리즘 다음으로 신속한 SIFT 알고리즘이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Fig. 11. Image matching results in region A

B 지역의 경우, 소요시간은 AKAZE 알고리즘이 약 8
초로 가장 신속하였다. 영상 정합률은 KAZE 알고리즘이 
11.1%, SURF 알고리즘이 7.5% 그리고 AKAZE 알고리즘
이 6.1%로 나타났다. 정상점 정합률의 경우, SURF 알고리
즘이 94.8%로 가장 높았고 AKAZE, BRISK, SIFT 알고
리즘은 약 92%로 나타났으며 KAZE 알고리즘은 61.9%로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하여 B 지역에서 영상 매칭의 정확도
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면 SURF 알고리즘이 적합하며 빠

른 자료처리를 위하여 소요시간을 고려한다면 AKAZE 알
고리즘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2. Image matching results in region B

C 지역의 경우, 소요시간은 AKAZE 알고리즘이 약 7초
로 가장 신속하였다. 영상 정합률은AKAZE 알고리즘이 
12.4%로 가장 높았으며 BRISK 알고리즘이 10.4%, SURF 
알고리즘이 10%로 나타났다. 정상점 정합률은 SURF 알고
리즘이 99.7%로 가장 높았으며 AKAZE 알고리즘은 99.4%
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
하여 C 지역에서는 영상 매칭의 정확도, 소요시간을 모두 
고려할 경우 AKAZE 알고리즘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3. Image matching results in region C

Table 3은 A, B, C 지역에서 촬영된 좌우 영상에 대해 
RANSAC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매칭된 정상점의 개수 그리
고 정상점 정합률을 나타낸 것이다. SURF 알고리즘은 영상 
내에서 전체적으로 매칭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높은 매칭의 정
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KAZE 알고리즘은 A 지역에서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하여 매칭된 개수가 적고 매칭된 부분이 적
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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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한 A, B, C 지역에 대하여 추출된 특
징점의 분포도, 속도, 정확도를 정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속도는 소요시간이 신속한 알고리즘을 선정한 결과이며 정확
도는 매칭의 정확도를 고려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Table 3. Matching results using RANSAC algorithm

Algorithm A (Inliers, Inliers matching rate) B (Inliers, Inliers matching rate) C (Inliers, Inliers matching rate)

AKAZE

(2,918, 97.7%) (2,251, 92.0%) (3,859, 99.4%)

BRISK

(3,295, 98.0%) (3,690, 92.2%) (5,720, 99.3%)

KAZE

(640, 61.9%) (4,517, 91.7%) (1,857, 97.9%)

ORB

(6,463, 95.8%) (6,050, 90.0%) (10,566, 99.2%)

SIFT

(1,937, 95.2%) (1,991, 92.3%) (4,273, 98.5%)

SURF

(15,946, 99.1%) (8,930, 94.8%) (14,316, 99.7%)

Table 4. Summary of experimental results

Region Characteristics Keypoints Distribution Matched Points Distribution Speed Accuracy

A

Area where parking 
lots with artificial 
patterns and a lake 
area with similar 

color value changes coexist

SURF SURF BRISK SURF

B Downtown area with 
buildings SURF SURF AKAZE SURF

C Field area in natural terrain SURF SURF AKAZE AK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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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드론 영상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특징점 분포도, 매칭점 분포도, 소요시
간, 매칭 정확도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드론은 도심지, 들판 등 다양한 지역을 촬영할 수 있
으므로 인위적인 패턴과 색상값의 변화가 유사한 부분이 공
존하는 주차장과 호수 지역, 기복변위가 존재하는 건물 지역, 
자연 지형의 들판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징점 추출 알고
리즘의 특징점 분포도, 매칭점 분포도, 소요시간, 매칭 정확
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주차장과 호수 지역에서는 속도를 고려할 시 BRISK 
알고리즘이 적합하였으며 SURF 알고리즘이 매칭의 정확도
가 높았다. 이에 따라 인위적인 패턴과 색상값의 변화가 유사
한 부분이 공존하는 지역에서 속도를 고려할 시 BRISK 알고
리즘, 정확도를 고려할 시 SURF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건물 지역에서는 AKAZE 알고리즘이 가장 신속하였
으며 SURF 알고리즘이 매칭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이에 따
라 기복변위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속도를 고려할 시 AKAZE 
알고리즘, 정확도를 고려할 시 SURF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
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들판 지역에서는 AKAZE 알고리즘이 가장 신속하
고 매칭 정확도도 높았다. 이에 따라 자연 지형의 지역에서는 
AKAZE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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