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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의 Part Ⅰ에서 제안한 SIFT-Template 피쳐의 인식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Adaptive
Threshold Matching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inter class similarity가 적은 브
랜드 로고들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기존의 SIFT 매칭 방법에 비하여 피쳐를 클러스터링 하여 대표 클러스
터를 Template 피쳐로 선정한 경우와 이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TF/IDF 방법을 적용한 경우, 그리
고 인식을 위한 Adaptive Threshold를 적용한 경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단순히 클러스
터링만을 하여 객체를 매칭하여 인식할 때에 비해 유사한 수준의 Recall과 5%의 Precision 상승폭을 보
였다.

1. 서 론
최근 명함, 광고지 등에 QR코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QR코드를 광고지에 삽입하여 해당 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고, 명함의 경우 휴대폰에 개인정보를 더 쉽게 저장할 수
있다. 하지만 QR코드는 비슷한 모양과 무늬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알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사용자에게 익숙하지 않다. 따라
서 QR코드를 보다 친숙한 이미지로 대체할 수 있다면 긍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간판을 보고
브랜드 로고를 촬영할 수 있고, 머그잔에 그려진 로고를 촬영
할 수 있다. 이로써 사용자에게 로고를 직접 찍게 하여 손쉬운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각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QR코드를 이미지로 대체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겐 편리함을 광
고주에겐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바코드가 아닌 이
미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객체 인식 기술이 필요 하다[1]. 객
체 인식 기술에는 매칭과 학습의 방법이 있다. 매칭은 정형화
된 이미지를 찾는 방법으로 단순하고 신속한 특징이 있다. 학
습은 비슷한 모양의 이미지를 찾는 방법으로 샘플을 수집하는
데 신속성이 떨어지고 학습기의 성능에 따라 성능이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학습은 그 모양이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경우, 즉
사람의 얼굴을 찾는 데에 이용된다[2]. 브랜드 로고는 정형화
된 이미지이므로 매칭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3]. 따
라서, 이미지의 크기, 회전 등에 강건한 SIFT(Scale Invariant

1)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
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의

일환으로

Feature Transform)[4] 매칭 방법을 이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SIFT는 1:1 매칭 기반의 방법으로서 찾고자 하는 객체 외의
영역, 예를 들면 배경 등에서 추출된 피쳐가 객체 인식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5]. 또한, 밝기 변화나 색상, 크
기 변화에 의해서도 약간의 성능이 저하된다[6]. 따라서 이러
한 성능 저하에 미치는 요인들을 제외할 수 있는 대표 피쳐들
을 수집하여 이를 매칭할 때에 사용한다면 보다 강건한 객체
인식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능 저하를 시키는 요소들을 제외하기 위하여
TF/IDF 방법을 적용한 뒤 객체를 인식하는 Adaptive
Thresholding Matching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Part
Ⅰ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15개의 브랜드로고 인
식실험을 한 결과 기존 클러스터링만을 사용하여 피쳐 DB를
구축하는 경우보다 TF/IDF 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높은
Precision을 나타냄을 보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 소개 하고 3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객체 인식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4장에서는 실험 및 분
석 결과에 대해 소개하고,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로 맺는
다.

2. 관련 연구
2.1

SIFT-Template Matching

수행하였음.

[10044615,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소셜 방송미디어 콘텐츠 융합
생성, 편집 및 재생을 위한 미디어 제작 및 전송 시스템 개발]

본 논문의 Part 1에서 제안한 SIFT-Template Matching은
그림 1과 같이 각 개체별로 훈련 이미지 셋의 Feature를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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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링 하여 객체를 대표하는 템플릿 피쳐들을 구한 뒤, 이를
매칭 기반의 방법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림 1. SIFT-Template Matching 도식화

3. Adaptive Threshold Matching
그림 2. 제안한 방법의 Recall 분석 그래프
본 논문에서는 DB와 Query Image 의 SIFT 피쳐간 매칭을
통하여 객체를 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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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Query Image에 대해 객체 인식 결과를 나타내기 위
한 식이다.     의 값이 가장 작은 객체가 Query


Image의 객체를 나타낸다. 식 (2)는     를 구하


기 위한 식으로   는 SIFT-Template DB의  번째
피쳐와 Query Image 와 매칭된  개 중  번째 피쳐를 나타
낸다. 매칭된  번째 피쳐간의 거리를 모두 합한 것을
    로 정의한다. 하지만 SIFT template 피쳐의


개수가 Query Image 에서 추출된 피쳐의 개수보다 작을 때
객체가 아닌 영역에서 추출된 피쳐가 항상 매칭을 시도하게 된
다. 이런 경우에 매칭된 피쳐의 실제 Distance는 매우 므기 때
문에 이러한 매칭이 일어난 경우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따라서, 식(3)과 같이 매칭 된 피쳐간 distance가 일정
Threshold   보다 클 경우에는 배제하여 객체 인식 성능을
높인다. 모든 테스트 이미지가 SIFT Template 피쳐와 매칭되
는 평균 거리를 Threshold   로 결정했다.

4. 실험 결과 및 데모 시스템
4.1 실험 환경
제안한 방법을 테스트 하기 위해서는 증강현실에 적합한 카테
고리인 브랜드 로고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이를 위
하여 15 개의 브랜드 로고를 정하여, 클러스터링을 위한 샘플
데이터 약 300 장과 매칭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테스트 이미
지 약 750장을 선별하였다.

그림 3. 제안한 방법의 Precision 분석 그래프

4.2 Clustering의 효과 분석
그림 2,3는 제안한 방법의 매칭 결과에 대한 Recall과
Precision의 그래프이다. SIFT Matching 항목과 Only
Clustering 항목을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링만 함으
로써 Recall/Precision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
유는 여러 이미지의 feature를 모아 clustering 하여 그 대푯
값과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BugerKing, CoffineGrunaru, Kimgane, Lotteria같은
경우는 Precision에서 SIFT 매칭이 더 높다. 우선 Lotteria와
Mcdonald같은 경우는 Recall과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워낙 답으로 찾은 결과가 적어 Precision 이 높아진 것으로 보
인다. 답으로 찾은 결과가 적은 이유는 브랜드 마크가 매우 간
단하기 때문에 뽑힌 피쳐 개수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BugerKing, CoffineGrunaru, Kimgane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뽑은 test sample 들 중에 실제 간판이 아닌 대표 템플릿과
같은 일반 이미지인 것이 많아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4.3 TF/IDF 적용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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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Clustering 항목과 TF/IDF Outlier Removal 항목을 비
교해보면
이것
역시
outlier
removal을
했을
때
Recall/Precision 이 높아진다. 배경이나 빛의 변화에 의해 잘
못 추출된 feature들을 어느 정도 지움으로써 정확도가 더 높
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T.G.I Friday와 McDonald 의 경우 단
순 클러스터링만 하였을 때 보다 Precision 이 낮아지는 현상
이 나타났는데, 이들 브랜드 로고들은 글자로 구성되어 로고
자체에서 추출되는 SIFT 피쳐가 적어서 Outlier Removal시
의미 있는 피쳐들이 제외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반
적으로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링 방법에 비해 약 0.1%의 Recall
성능 하락과 5.2%의 Precision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
능이 좋지 않은 McDonald와 T.G.I Friday를 제외할 경우
0.01%의 Recall 하락과 7.5%의 Precision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color information," in Proc. of KCC 2012, Vol. 39, No.

4.4 Adaptive Thresholding 매칭 적용의 효과 분석

Theory, Vol.39 , No.1, pp.59-65, 2012. (in Korean)

1(C), pp. 341-343, 2012.
[3] S. C. Kim, J. M. Lee, D. Y. Kim, J. H. Nang,
“Applying SIFT Feature to Occlusion, Damage and
Rotation Invariant Traffic Sign Recognition,” in Proc. Of

the KCC 2012, Vol. 39, No. 1, pp. 351-353, 2012 (in
Korean)
[4] Lowe, D. G., “Distinctive Image Feature from
Scale-Invariant Keypoints,”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Vision, Vol.60, No.2, pp.99-110, 2004.
[5] S. C.Kim, J.H.Nang, “An Event-based Clustering and
Browsing of Personal Photo Collections on Mobile
Device,”Journal of KIISE : Computer Systems and
[6] Mikolajczyk,K., Schmid, C., “A Performance

3장에서 제안한 Adaptive Thresholding 매칭은 TF/IDF에서
완전히 제거 못한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 Template Feature
들에 의하여 매칭된 Feature간의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을 제외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의 성능 향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McDonald 처럼 단순한 이미지 형태의 브랜드
로고의 경우 Adaptive Thresholding 매칭에 의하여 다른 객체
중 간판이나 브랜드 로고의 매끈한 부분에 존재하는 곳에 있는
피처들이 포함되어 성능 하락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서 효과적으로 객체 인식을 위하여
Cluster based SIFT-Template matching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방법은 SIFT의 장점인 1:1 매칭 뿐만 아니라 객체
인식에도 적합하도록 클러스터링으로 대표 피처를 Template
으로 두어 인식률을 높였다. 또한 클러스터링의 대푯값의 신뢰
도를 높이기 위하여 TF/IDF 아이디어를 적용하여서 Precision
을 높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모양의 객체에서 갖는
SIFT의 한계점 때문에 나타나는 성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전처리 기법과 후처리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제
안한 Adaptive Threshold를 결정하는 방법은 휴리스틱 하기
때문에 학습 방법 등을 통하여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연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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