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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의 필요성 

영상 사이의 대응점을 찾는 문제는 비전 연구에 

있어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연구 영역에 해당된다. 

지역 불변 특징량은 물체 인식, 공간 인식 그리고 

장면 인식 기반 위치 인식 등과 같은 다양한 로봇 

비전 응용에 활용되기도 한다. SIFT[1]와 

SURF[2]는 가장 널리 알려진 특징량이며, 지금까지 

많은 로봇 응용에 사용되어 왔다. 최근 SIFT, 

SURF 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길이가 짧으면서 

해밍 거리를 이용한 빠른 정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진 특징량(BRIEF[3], ORB[4], BRISK[5]) 이 

제안되었다. 이처럼 적은 저장 공간과 효율적인 

정합시간을 위해 밝기 비교 기반 이진 기술자들이 

제안되었지만, 저가형 보드를 탑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특징량이 추출되는 환경의 알고리즘 

처리를 위해서는 더욱 충분한 인라이어 수와 높은 

정합 성능을 보장하면서 가벼운(compact) 특징량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의 비전 

알고리즘 처리를 위한 특징량 데이터 전송 지연을 

최소화 하고, 저가형 보드를 탑재한 로봇의 저장 

공간을 고려하여 기존 압축 특징량의 길이와 정합 

연산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압축 기법을 

소개 한다. 

 

관련 연구 

SIFT 압축 방법론의 기존 연구는 해싱(Hashing) 

기술류, 변환 코드(Transform Coding) 기술류 그리

고 벡터양자화(Vector Quantization) 기술류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분류별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해싱 기반 연구: LSH[6], SSC[7], SH[8] 

변환 기반 연구: KLT, ICA[9] 

벡터 양자화 연구: HKM[10], PQ[11], HE[12] 

기타 압축 연구: SIFT-RANK[13], CHOG[14] 
 
 

하지만 앞서 제안된 압축 연구들은 모두 빠른 정

합에 적합한 해밍 거리 기반 특징량 압축 기법에 해

당되지 않는다. 해밍 거리 연산은 배타적 논리합

(XOR) 연산자를 활용한 거리 계산법으로 특징량 정

합에 주로 사용되는 유클리디언 거리 보다 빠른 연

산이 가능하여 이진 특징량 정합 기술에서 적극 활

용되고 있다. 

 

기존에 제안된 해밍 기반 압축 방법론[15-17]은 앞

서 제안된 압축코딩기법과 달리 각 차원의 값(1Byte 

or 4Bytes)을 몇 개의 비트만으로 양자화 하는 방법

에 해당된다. B-SIFT[15]는 SIFT를 랜덤 사영

(Random Projection) 방법으로 변환 후 각 차원의 

값이 0 이상이면 1, 0 이하의 값이면 0으로 양자화 

저가형 보드를 탑재한 로봇 비전 알고리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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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과 임베디드 보드를 탑재한 비전시스템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모리 공간과 연산 시간의 효율

성을 고려한 특징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 제안된 BRIEF, ORB, BRISK 와 같은 

이진 특징량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이진 특징량의 이러한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SIFT 와 SURF 는 가

장 널리 알려진 특징량이며, 가장 우수한 정합 성능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정합 성능을 보장하면서 기

존 특징량의 길이와 정합 연산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특징량 압축 기법을 소개 한다. 제안된 압축 방법

은 특징량의 데이터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며, 해밍거리 연산을 통한 빠른 정합이 가능하다. 제안된 

방법론은 표준 특징량 평가 툴을 통해 검증하였고, 실험 결과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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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비트 양자화 방벙론에 따른 거리 유사도 

보존의 유무 (상) DBQ 방법론을 이용한 2비트 코딩 

(하) 제안하는 방법론을 이용한 2비트 코딩. 

 

한다. SIFT-n [16]은 SIFT 특징량 각 차원을 n개의 

최상위 비트(MSB)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SIFT-2는 

각 차원을 두 비트로 압축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

만 SIFT-1[17]의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 하나를 선

택하는 것이 아닌 차원의 가운데(median) 값을 기준

으로 0과 1로 양자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저가형 보드를 

탑재한 로봇의 저장공간과 특징량 데이터 전송 지연

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밍 기반 연산이 가능하면서 

길이가 충분히 작은 압축 특징량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론 

연구 동기 

B-SIFT나 SIFT-1와 같이 한 비트를 이용한 양자

화 방법은 기존 특징량의 정합 성능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림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전체 

분포의 가운데 값(median)을 문턱 값으로 양자화하

는 방법은 양자화된 데이터가 문턱 값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해결해보고자, 두 

비트 이상을 활용하여 압축 전후의 기술자 유사도가 

보존되도록(similarity preserving) 부호화하는 양자

화 방법을 제안한다. DBQ(Double Bit Quantization) 

방법론은 코딩 방법의 효율성을 강조한 대신 변환 

전후의 데이터 유사도가 보존되지 않아 특징량 정합 

에러가 발생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XOR 

코딩 방법은 특징량 사이의 거리 유사도가 유지되어 

특징량간 정합 에러를 최소화 하게 된다.  

 

제안하는 양자화 방법론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론은 다음의 조건과 같이 데

이터의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게 하는 문턱 값을 선

택한다. |S0|=|S1|=|S2|, 단, |Sx| 는 문턱 값으로 

나눠진 영역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수(histogram) 

 

앞서 제안한 방법론은 배타적 논리합(XOR)연산이 가

능하도록 설계된 양자화 및 부호화 방법으로 기울기 

기반 특징량 (gradient) 혹은 밝기 기반 특징량

(intensity)과 같이 데이터 타입에 관계없이 바로 적

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압축 방법에 해당된다.  

 

3. 실험 

이번 섹션에서는 제안된 압축 특징량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공인된 특징량 평가 툴[18,19]을 이용한 

성능 검증을 실시한다. 실험은 기존에 제안된 해밍 

기반 압축 방법론들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압축 방

법론을 비교하였다. 

데이터 변환 방법으로 LHS[6]와 RANK[13]를, 그

리고 이진 양자화 방법으로 Single Bit Quantization 

(SBQ)[15]와 Double Bit Quantization(DBQ)[16]을 

비교 실험으로 선택하였다. 

 

CVT를 이용한 특징량 검증  

KM[19] 데이터베이스의 Boat #1의 평균 값 
 Brightness 

change 

Gaussian  

blur 
Rotation Scaling 

SIFT
75.42 33.24 74.17 66.04 

99.01 95.81 99.25 97.29 

SIFT 

LHS 

SBQ

71.71 28.87 72.35 61.80 

97.23 91.02 97.77 93.57 

SIFT 

LHS 

DBQ

69.55 26.09 71.99 59.74 

98.28 93.59 98.66 95.76 

SIFT 

LHS 

XOR

73.37 30.75 73.31 63.99 

99.29 97.81 99.39 97.59 

SIFT 

RANK 

SBQ

74.68 31.30 74.28 65.06 

98.61 92.14 99.08 95.99 

SIFT 

RANK 

DBQ

72.19 28.01 73.74 62.51 

99.59 97.57 99.86 98.14 

SIFT 

RANK 

XOR

75.61 32.66 74.65 65.98 

99.19 95.34 99.56 97.307 

표1 (상) CVT의 matching ratio,  

(하) CVT의percentage correct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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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T[18]의 matching ratio(MR) 는 정합(인라이어) 

/ 특징량 교집합 수, percentage correct 

matching(PCM) 는 정합(인라이어) / 정합(거리) 에 

해당된다. CVT 툴의 정합성능은 MR과 PCM 값이 

동시에 클수록 우수하다고 판단한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된 양자화 방법과 랭크변환 실험이 두 

측정값 모두 높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KM를 이용한 특징량 검증 

 
그림2. 이진 압축 방법에 따른 특징량 정합 성능 

 

그림2는 KM[19] 평가 툴을 통해 획득한 Recall-

Precision 그래프이다. CVT 평가 툴과 동일하게 제

안된 양자화방법과 랭크변환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특히 두 비트로 값을 양자화 하는 DBQ와 

XOR 결과를 비교했을 때, 유사도 보존 유무에 따른 

정합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LSH변환 보다 

랭크 변환이 제안된 방법에 더욱 강인함을 보였다. 

 

4. 결론 

본 논문은 로봇 비전 알고리즘 처리를 위한 

특징량 데이터 전송 지연을 최소화 하고 저가형 

보드를 탑재한 로봇의 저장 공간을 고려하여 기존 

압축 특징량의 길이와 정합 연산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압축 기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표준 특징량 평가 툴을 이용한 실험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존 압축 방법대비 우수한 정합성능을 

보였고, 또한 제안된 압축 기법에 랭크 변환(ordinal 

transformation)에 강인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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