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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urate and robust image registration is important task in many applications such as image retrieval and computer

vision. To perform the image registration, essential required steps are needed in the process: feature detection, extraction,

matching, and reconstruction of image. In the process of these function, feature extraction not only plays a key role, but

also have a big effect on its performance. There are two representative algorithms for extracting image features, which

are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SIFT) and speeded up robust feature (SURF). In this paper, we present and evaluate

two methods,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erformance. Experiments for accurate and robust feature detection

are shown on various environments such like scale changes, rotation and affine transformation. Experimental trials revealed

that SURF algorithm exhibited a significant result in both extracting feature points and matching time, compared to SIF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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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입력되는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여 비교하거나 인식

하는 알고리즘은 영상 검색,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성능적으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1]. 이러한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 및 매칭(Matching) 알고리즘들 중에서, 대

표적인 MPEG-7 영상 기술자(Image Descriptor)는 저

급의 시각적 특징(Low-level Visual Feature)인 칼라,

질감 또는 모양을 기반으로 수행된다[2]. 이는 사용자

가 느끼는 개념적 접근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

(Semantic Gap)을 가진다[3]. 예를 들어, 동일한 대상

객체가 존재하는 2개 영상의 확대/축소, 영상을 획득하

는 서로 다른 위치에 따른 방향성 또는 유사한 2개 영

상의 회전 등으로 유사한 영상을 서로 다르게 판정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점 특징(Point Feature)을 기반으

로 영상 특징을 추출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가 있다[4,8]. 동일한 화면(Scene) 또는 동일한 객체

(Object)의 서로 다른 영상들 간의 관련성을 찾아서 매

칭하는 기술은 컴퓨터 비전의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활

용되고 있으며, 이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이러한

연구로, David는 영상의 스케일 변화(Scale Change)와

회전(Rotation)에 강인한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

form (SIFT) 알고리즘을 연구하였으며[5], Herbert 는

적분 영상(Integral Image)을 이용하여 콘볼루션

(Convolution) 연산과 빠른-헤시안 검출(Fast-Hassian

Detection)이 가능한 Speeded Up Robust Feature

(SURF)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6]. 

본 논문에서는 SIFT 와 SURF 알고리즘을 주요 점

(Key Point) 추출과 인접 영역(Neighborhood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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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적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이는 향후 패턴 인식과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을 모바일 시스템으로 개발

하는 기초 연구에 해당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SIFT와

SURF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3장

에서 구현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적 비교 평가를 수행

하고, 4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2. 이론적 배경

2.1. SIFT 알고리즘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알고리즘

은 2004년에 David Lowe 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영상 회전, 스케일 변화, 유사성을 가진 변형(Affine

Deformation), 관점 변화(Viewpoint Change), 잡은

(Noise), 조명 변화(Illumination Change)에 매우 강인

성을 가진 특징 추출 알고리즘이다[5]. SIFT는 크게 4

단계를 거쳐 수행되며, 이는 (1) 스케일 공간 극값 검

출(Scale Space Extrema Detection), (2) 주요 점 지역

화(Key Point Localization), (3) 방향성 배치(Orientation

Assignment)와 (4) 기술 내용 생성(Description Genera-

tion)이다. 

첫 번째 단계로, 서로 다른 σ값을 갖는 가우시안 차

이(DoG, Difference-of-Gaussian) 함수에서 스케일 공

간 극값을 사용하여 주요 점들의 위치와 스케일을 식

별한다. DoG 함수는 상수 계수인 k로 분리되는 스케

일 공간에서 영상을 콘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1)

수식 (1)에서 G는 가우시안 함수이며, I는 영상이다.

DoG 를 산출하기 위해 가우시안 영상이 차감되고, 인

자 2로 서브샘플링을 수행한다. 그런 다음, 해당 영상

에서 DoG 를 산출한다. 의 영역 최대값과

최소값을 검출하기 위해 하나의 픽셀에서 3*3 인접 영

역과 비교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낮은 대비 점들을 제거하여 주요

점들의 후보들을 지역적 집중화(Localization)하고 재정

렬시킨다. 헤시안 행렬(Hessian Matrix)을 이용하여 주

곡률(Principal Curvature)을 계산하고, 곡면상의 공간

곡선이 갖는 최대와 최소의 곡률보다 큰 비율을 갖는

주요 점들을 제거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지역 이미지 기울기를 기반으로

주요 점의 방향을 구한다. 방향 설정을 얻기 위해, 주

요 점이 위치한 주변 영역 내에서 샘플 점들의 기울기

(Gradient) 방향으로부터 방향 히스토그램(Orientation

Histogram)을 구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주요 점을 중심으로 지

역 내에 있는 각 영상 샘플 점에 대해 영상 기울기 크

기와 방향을 기반으로 각 주요 점들에 대한 지역 영상

기술자(Local Image Descriptor)를 계산한다. 여기에서

언급된 샘플 점(Sample Point)은 기울기의 위치와 방향

에 대한 3D 히스토그램을 구성하는 샘플이며, 각각은

4*4 배열 위치 그리드(Grid)와 8 방향 빈(Bin)을 가진

다. 따라서 주요 점 기술자(Key Point Descriptor)는

128-차원 벡터 값이 된다. Fig. 1은 주요 점 기술자에

대한 계산 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영상에 대한 가우시안 블루(Gaussian Blur) 레

벨을 선택하기 위해 주요 점의 스케일(Scale)를 사용하

여 주요 점 위치의 주변 기울기 크기와 방향을 구한다.

방향 불변성과 기술자의 좌표를 뽑기 위해, 주요 점 방

향을 기준으로 기울기 방향을 회전시킨다. Fig. 1의 좌

측에서 각 샘플 위치는 작은 화살표로 표시되었다. 우

측은 주요 점 기술자를 표시한다. 4*4 샘플 영역을 통

해 축적된 방향 히스토그램을 생성함으로써, 기울기 위

치에 확실한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며, 각 방향 히스토

그램은 8개 방향성을 갖는다. 

2.2. SURF알고리즘 

SURF (Speeded Up Robust Features) 알고리즘은 다

중-스케일 공간 정리(Multi-Scale Space Theory)을 기

반하며, 특징 기술자는 성능과 정확성에서 우수한 헤시

안 행렬(Hessian Matrix)을 기반으로 검출된다. 행렬을

구하기 이전에,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적분 영상

(Integral Image)을 추출한다. 적분 영상은 Paul이 제안

한 방법을 사용하며[7], x = (x, y) 위치에서 적분 영상

은 원래의 위치(Origin)와 x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영

역 내에 존재하는 입력 영상 I 에서의 모든 픽셀들의

합으로 표현되며, 이는 수식 (2)와 같다.

D x  y  σ, ,( ) G x  y  kσ, ,( ) − G x  y  σ, ,( )( )*I x  y,( )=

D x  y  σ, ,( )

Fig. 1.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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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분 영상을 계산하기 위해, 직사각형 영역 내의 밀

도에 대한 합을 계산하며, 이는 간단하게 3번의 덧셈만

으로 구해진다(Fig. 2).

영상 I에서 주어진 점 x = (x, y) 에 대해, x 위치에

서 σ 스케일을 갖는 헤시안 행렬 H(x, σ )는 수식 (3)

과 같다.

(3)

수식 (3)에서, 는 영상 I 의 x 위치에서 가

우시안 필터 의 2차 파생된 콘볼루션(Con-

volution of the Gaussian second order derivative)이며,

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SURF 알고리즘은 동일한 해상도를 갖는 영상에서

피라미드 결과의 상위 수준에 대한 2 : 1 다운 샘플링

(Down Sampling)을 하지 않고 “스택(Stack)”을 생성한

다. 적분 영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SURF 에서는 2차

가우시안 편미분(the Gaussian second order partial

derivative)의 9*9박스 필터 근사치(Box Filter Appro-

ximation)를 이용하여 스택을 필터링한다. Fig. 3은 y-

방향과 xy-방향에서 2차 가우시안 편미분을 보여준다.

Fig. 3에서 9*9 박스 필터(Box Filter)는 σ = 1.2를 갖는

가우시안의 근사값이며, 블럽 응답 맵(Blob Response

Map)을 계산하기 위한 가장 낮은 스케일을 나타낸다.

기술자 추출 단계에서는, SURF도 SIFT와 마찬가지

로, 유사하게 속성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먼저, 관심 점

주변에 원형 영역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재생

가능한 방향을 고정시키는 과정을 수행한다. 그런 다음,

선택한 방법으로 정렬된 정사각형 영역을 구성하고 이

로부터 SURF 기술자를 추출한다. Fig. 4에서와 같이,

회전에 강인하기 위해, x-방향과 y-방향으로 하르-웨이

블릿 응답(Haar-Wavelet Response)을 계산한다.

가장 많은 대표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π/3크기

의 방향 윈도를 이동시키면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응

답의 합을 계산한다. 윈도 내 수평 응답과 수직 응답을

합산하며, 합산된 2개의 결과를 통해 지역 방향 벡터

(Local Orientation Vector)를 산출한다. 특징 기술자를

생성하기 위해, Fig. 5 의 좌측에서와 같이, 4*4 직사각

형 하위-영역(Sub-region)을 갖는 방향 지향적 4개의

그리드가 관심 점에 놓인다. 모든 직사각형에 대해, 웨

이블릿 계수를 계산하고, Fig. 5 의 우측 그림과 같이,

각 직사각형의 2*2 하위-영역(Sub-division)이 기술자

의 실제 영역에 대응된다. 이는 그리드의 방향에 상대

적으로 계산된 합 이 된다.

광도 변화(Intensity Change)의 양극성(Polarity)에 대

한 정보를 얻기 위해, |dx| 와 |dy| 계수의 절대값의 합

을 계산한다. 따라서 각 하위-영역은 기본적인 광도 구

조(Intensity Structure)를 위해 4차원 기술자 벡터 v =

IΣ x( ) I i  j,( )

j 0=

j x≤

∑
i 0–

i x≤

∑=

H x σ,( )
Lxx x σ,( ) Lxy x σ,( )

Lyx x σ,( ) Lyy x σ,( )
=

Lxx x σ,( )
∂
2

∂x
2

-------g σ( )

Lxy x σ,( )

dx, dx , dy dy

Fig. 2. Using integral Image [6].

Fig. 3. Gaussian second order partial derivative in y-

direction and xy-direction [6].

Fig. 4. Haar wavelet type used for SURF.

Fig. 5. Oriented quadratic grid with 4*4 square sub-regions

is laid over the interest point (left), 2*2 sub-

divisions of each square correspond to the actual

field of descriptor (righ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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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 이는 모든 4*4 하위-

영역에 연관되기 때문에, 특징 기술자 벡터는 64차원

이 된다.

3. 실험 평가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6개 영상을 대

상으로 시각적 방향, 거리 및 회전에 따라 원본 영상

(Original image)과 비교 영상(Comparative image )에

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실험하였다. 실험은

인텔 듀얼-코어 2.6 GHz 프로세서와 4 GB 메모리가

장착되고, 64-비트 윈도우즈 7 운영체제가 설치된 PC

에서 매트랩(Matlab) 2010A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모든 영상에 대해, 구현한 SIFT 와 SURF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특징을 추출하였다.

Fig. 6은 (a)원본 영상과 (b)비교 영상의 차이가 크지

않은 예제이며, (c)와 (d)는 각각 SIFT와 SURF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점 특징을 추출하고 매칭한 결과를 보

여준다. Fig. 7은 동일 대상에 대해 동일한 위치에서

사용자의 시각적 차이만 존재하여 원본 영상과 비교

영상이 다른 경우의 예제이며, 마찬가지로 (c)와 (d)는

각각 SIFT 와 SURF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점 특징을

매칭한 결과이다. 

Fig. 8은 동일 대상에 대해 사용자의 시각적 방향

(View Point and Direction)에 따라 원본 영상과 비교

영상의 차이를 보인 예제이다. Fig. 9는 동일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 방향과 대상 객체까지의 거리에

Σdx, Σdy, Σdx , Σdy( )

Fig. 6. Example case - Few difference between two images.

Fig. 7. Example case - Different viewpoint with same object

in the same location.

Fig. 8. Example case - Different viewpoint with sam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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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두 영상에 대해, 각각 SIFT 와

SURF 알고리즘을 통해 매칭한 결과이다. Fig. 10은 동

일 영상에 대해 원본 영상은 그대로, 비교 영상은 회전

각이 발생하여 차이가 존재한 예제이다. Fig. 11은 대

상 객체까지의 시각 방향과 거리차이가 모두 큰 경우

의 예제이다.

6개 영상에 대해, SIFT 와 SURF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된 특징 개수와 매칭된 점 개수, 추출에서 매칭까

지 수행된 처리 시간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각각의

수치는 6개 영상을 대상으로 수행된 평균 특징 수와

평균 처리 시간이다. SIFT 알고리즘에 비해, SURF 알

고리즘이 관심 점 추출 및 매칭 처리 시간에서 보다 좋

은 성능적 효율성을 보였다. 

Fig. 9. Example case - Different viewpoint with same

object and different location.

Fig. 10. Example case - Rotation having same object.

Fig. 11. Example case - Different zoom with different direction

and distance.

Table 1. Comparisons of results of SIFT and SURF

(A) (B) (C) (D)

SIFT 1070.4 1120.8 61.5 3.324

SURF 309.1 269.5 30.8 2.147

(A) 원본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점 평균 개수

(B) 비교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점 평균 개수 

(C) 원본 영상과 비교 영상간의 매칭된 특징점 평균 개수

(D) 추출에서 매칭까지 수행된 평균 처리 시간



64 이용환·박제호·김영섭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2권 제3호, 2013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관심 점을

중심으로 영상 매칭을 수행하는 SIFT 알고리즘과 SURF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고, 매트랩을 통해 구현하여 성

능적 수행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는 영상 매칭 기술을 모

바일에 적용하기 위해 성능적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3D 영상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응용

분야로써, 특히 증강현실 또는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정

합의 핵심 기술이 되며, 산업에서 필요한 요소 기술과

서비스에 흡수될 수 있다. 수행된 결과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 영상 매칭을 수행하는 모바일 검색, 이미지

정합, 증강현실에서의 가상객체와 실세계 객체간의 매

핑 등으로 확장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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