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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에 의한 블러가 존재하는
영상에서 특징 정합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네 방향의
적분 투영을 이용한 새로운 특징 기술자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특징 기술자는 0 도, 45 도, 90 도, 그리고
135 도의 네 방향에 대한 적분 투영을 이용한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기술자의 경우 움직임에 의한 블러 뿐만
아니라 카메라 초점에 의한 블러 및 영상 회전 과 밝기
변화에도 강인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feature descriptor, integral projection, motion
blur
Ⅰ. 서론
특징 기술 및 정합은 다양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선행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다양한 특징 기술 기법들이
제안되어 왔고 널리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의 기
술자들의 경우 영상 회전 및 크기 변화에 강인하도록
설계되었다. 그에 따라 영상에 움직임에 의한 블러가
존재할 때 기존의 기술자로 특징을 정합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에 의한
블러가 존재하는 영상에서 특징 정합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특징 기술자를 제안한다.

Ⅱ. 적분 투영
본 논문에서는 적분 투영을 이용한 새로운 특징 기
술자를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적분 투영의 경우 영상에
서 얼굴이나 눈의 경계를 찾거나 동영상에서 카메라의
전역적인 움직임을 찾는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 본 논
문에서는 0도, 45도, 90도 그리고 135도 네 방향의 적
분 투영을 이용하여 특징을 기술한다. 이산 영상에서
가로 방향의 적분 투영 함수 IP h 는 식 (1)과 같이 정의
된다.

로 표현된다. 이 때, 선형 움직임에 대한 PSF의 경우
직선으로 모델링 되고 이러한 PSF에 의해 생성된 블러
영상에서 움직임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적분 투영은
블러가 없는 영상에서의 적분 투영과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적분 투영을 이용하여 특징을 기술
할 경우 선형적인 움직임에 의한 블러에 강인한 특성을
갖게 된다.

Ⅲ. 제안하는 기술자 생성 과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술자를 생성하기 위하여
우선 영상에서 찾아진 특징은 일정한 크기의 패치로 정
규화 된다. 그림 1(a)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패치의
크기를 보여준다. 그 후, 정규화 된 패치로부터 0도, 45
도, 90도, 그리고 135도의 적분 투영을 계산한다. 이 때,
45도와 135도 대각선 방향의 적분 투영을 계산할 경우
연산의 효율을 위하여 그림 1(b)와 같은 샘플링 패턴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적분 투영을 계산한다. 그림 1(b)에
서 빨간색과 녹색은 각각 홀수와 짝수 번째 순서의 샘
플 위치를 의미한다. 또한 그림 1(a)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가로와 세로방향뿐만 아니라 대각선 방향에서도 적
분 투영에 사용되는 샘플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의 적분 투영 값은 해당 적분 투영의 샘플 개수를 이용
하여 정규화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방향 마다 32 차
원의 적분 투영 값이 계산되고 최종적으로 네 방향의
128 차원을 갖는 기술자를 생성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술자가 밝기 변화에 강인한 특성을 갖
기 위하여 네 개의 적분 투영에서 각각 적분 투영의 중
심 값을 기준으로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기술자를 생성
한다. 또한 해당 차이의 최대와 최소를 이용하여 모든

x2

IPh ( y ) = ∑ f ( x, y )

(1)

x = x1

적분 투영은 식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의의 범
위 x 1 과 x 2 사이의 모든 함수 값 f(x,y)의 합을 의미한다.
한편,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일반적인 블러의 경우
원본영상과 PSF (point spread function)간의 합성곱으

- 1 -

(a)

(b)

그림 1. 제안하는 특징 기술자 패치. (a) 패치 크기.
(b) 대각선 방향의 샘플링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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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제안하는 기술자의 경우 네 방향의 적
분 투영을 이용하여 특징을 기술하기 때문에 영상의 잡
음에도 강인한 특성을 갖게 된다.

Ⅳ. 실험 결과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에 의한 블러가 존재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카메라 초점에 의한 블러 및 밝기
변화와 영상 회전에 대한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안하는 기술자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SIFT[1], SURF[2], BRIEF[3], FREAK[4],
LIOP[5] 기술자와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하는 기술자는 움직임에 의한
블러가 있는 영상뿐만 아니라 카메라 초점에 의한
블러와 영상 밝기 변화, 그리고 영상 회전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1,000개의 특징에 대한 기술자를 생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술자마다 필요한 수행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하는
기술자의 경우 바이너리 기술자들에 비하여 좀 더 많은
수행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패치 기반의 기술자들에
비하여 많은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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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양한 영상 환경에 대한 각각의
기술자들의
성능
비교.
가로축과
세로축은
1-precision 과 recall 의 의미. (a)(b) 움직임에 의한
블러. (c) 카메라 초점에 의한 블러. (d) 밝기 변화.
(e) 영상 회전.
적분 투영 값을 정규화 함으로써 급격한 밝기 변화에서
도 유사한 기술자를 생성할 수 있다.
한편 기존 기술자들의 경우 영상에 블러가 존재할
때 특징의 표준 방향을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여 정합
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술자
의 경우 특징 패치에서 표준 방향을 추정하지 않고 네
개의 적분 투영 중 가장 편차가 큰 하나의 적분 투영을
선택하고 해당 적분 투영을 기준으로 나머지 적분 투영
을 배열함으로써 영상의 회전에 강인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이 때, 각각의 적분 투영 값은 L0 기울기 최소화
를 통하여 잡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표 1. 각각의 기술자에 대한 수행시간 비교.
기술자 종류 (차원)
기술자 생성 시간 (ms)
제안하는 기법 (128)
108
SIFT (128)
2,189
SURF (128)
388
BRIEF (256)
43
FREAK (512)
84
LIOP (255)
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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