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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초록 
 

 

컴퓨터 비젼에서의 물체인식이란, 여러 가지 모델 물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한 시스템에 임의의 영상이 들어 왔을 때, 입력 영상과 모델 

데이터베이스간의 정합과정을 거쳐서, 입력 영상 안에 포함 되어 있는 물체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모델 물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해 내거나, 또는 입력 

영상에서 목표 물체의 위치를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와 같은 물체 

인식은 일견 쉬운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개개의 영상 

안에서는 물체의 크기, 방향, 위치, 포즈 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한 영상 

내에 여러 개의 물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목표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의해 가리워져 그 

일부분만 볼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조건하에서도 강인하게 

동작하는 물체인식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그 동안 

물체인식 기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현재에도 여러 가지 접근방식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그래프 표현에 기반한 그래프 정합 기법은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하여 그 동안 

물체인식 기법으로 많이 제안되어 왔다. 하지만 고전적 그래프 정합 기법은 입력 

영상과 모델 물체의 그래프들을 구성하는 개별 노드들 간의 대응 관계가 정해진 

후에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그래프 간의 정합도를 측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ii 

본 논문에서는 크기, 회전, 위치의 변환과 물체의 가리워짐, 복잡한 영상에 대해서

도 강인하게 동작하는 새로운 물체 인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하학적 

해싱 알고리즘에서 착안한 정렬 방식과, 새롭게 정의된 엔트로피 정합 측도를 도입함

으로써, 노드 간의 대응 과정 없이도 물체의 전체 구조정보를 한꺼번에 정합에 이용 

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노드 대응에 기반한 그래프 정합 기법이 가지고 있는 계산 

복잡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노드 정보의 손실과 경험적인 방식으로 정해주어야 하는 

변수들을 최소화 하였다. 속성 관계 그래프에 기반한 정합 기법과 제안하는 기법과의 

성능 비교 실험 결과 정확도와 인식 속도 측면에서 제안하는 기법이 보다 좋은 성능

을 보임을 확인 하였다. 

주요어 : 물체인식, 그래프 정합, 엔트로피 정합측도   

학번 : 2003-2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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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감각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가에 

관한 탐구는 인간의 인지능력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컴퓨터 비젼은 인간의 여러 감각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시각적 인지능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계에게도 인간과 유사한 

인지능력을 심어주려는 공학적인 목표를 갖고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하고 있는 

학문분야이다. 이러한 컴퓨터 비젼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물체인식은 컴퓨터 비젼 

제반 분야의 방법론을 한데 아울러 종합적인 결과를 산출해 내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비젼에서의 물체인식이란, 그림 1.1 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모델 물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한 시스템에 임의의 영상이 들어 왔을 때, 입력 

영상과 모델 데이터베이스간의 정합과정을 거쳐서, 입력 영상 안에 포함 되어 있는 

물체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모델 물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해 내거나, 

또는 입력 영상에서 목표 물체의 위치를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와 같은 

물체 인식은 일견 쉬운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개개의 

영상 안에서는 물체의 크기, 방향, 위치, 포즈 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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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에 여러 개의 물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목표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의해 

가리워져 그 일부분만 볼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조건하에서도 강인하게 동작하는 물체인식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그 동안 물체인식 기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현재에도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그림 1.1 컴퓨터 비젼에서의 물체인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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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양 기반 방식 

 

(b) 특징 기반 방식 

그림 1.2 물체인식을 위한 외양 기반 방식과 특징 기반 표현 방식. 

 

물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어진 

영상에서 어떠한 정보를 선택하여 사용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보통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주어진 영상 중 관심 있는 영역을 

잘라내어 그 영역 내의 모든 픽셀들의 밝기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외양기반 (appearance based) 기법이라고 부른다. 그림 1.2(a) 에서 보는 것처럼 

외양기반 기법에서는 관심영역의 밝기 값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체의 모양이나 

질감 (texture) 등의 정보는 함축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외양기반 기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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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영역 내의 모든 픽셀 (pixel) 의 밝기 값들로 정의된 벡터를 사용하여 대상물체나 

패턴을 표현 하는데,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벡터의 크기도 매우 커지게 되기 때문에 

차원감소 (dimension reduction) 기법이 중요하게 사용된다. 이와 같은 기법은 현재 

얼굴인식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영상의 정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주어진 영상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된 특징들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림 1.2(b) 에 특징기반 

(feature based) 기법을 도시하였다. 특징기반 기법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상의 밝기 값의 변화량을 계산하여 변화가 심한 가장자리 (edge) 부분을 검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물체의 윤곽선이나, 물체의 윤곽에 근사 하는 선분, 곡선 등을 

구하기도 하고, 영상 내에 존재하는 모서리 점, 또는 회전변환이나 크기 변화 등에도 

강인한 SIFT (Shift Invariant Feature Transform) 기법을 사용해 추출된 특징 점 

등을 추출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기법은 특징기반, 그 중에서도 특히 특징 선분 기반의 

물체인식만을 다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특징기반과 외양기반 기법이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통합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영상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인지 결정한 후에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주어진 물체를 표현할 것인가를 정해 주어야 한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외양기반 방식은 영상의 관심영역내의 픽셀들의 밝기 값을 

벡터의 형태로 나타내어 물체를 표현하는데 비해, 특징기반 기법에서는 특징들 간의 

이진 관계를 이용한 구조적 (structural) 모델링을 통해 물체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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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차원 기하 변환 

 

(b) 부분 정합 

그림 1.3 그래프 모델을 이용한 물체의 구조적 표현의 장점. 

 

수학적으로 하나의 물체는 그림 1.3 과 같이 특징 성분들 (영상에서 추출한 모서리 

점, 선분, 호 등) 각각을 노드 (node) 로 나타내고, 이들 간의 이진 관계들 (두 

선분간의 각도, 두 점 사이의 거리 등) 을 두 노드를 연결하는 에지 (edge) 의 

값으로 부여한 그래프 모델 (graph model) 을 이용하여 구조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방법은 물체를 구성하는 특징 노드들 간의 상대적인 관계정보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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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물체를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유적으로 크기, 회전, 평행이동 등의 

변환에 불변인 구조를 갖게 되고, 물체를 표현하는 노드들 중 일부분만을 사용한 

부분정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리워짐이 있거나 여러 물체가 포함되어 있는 복잡한 

영상을 표현하는 데에도 적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래프 표현에 기반한 그래프 정합 기법이 그 동안 물체인식 기법으로 

많이 제안 되어왔다. 하지만 고전적 그래프 정합 기법은 입력 영상과 모델 물체의 

그래프들을 구성하는 노드들 간의 대응 관계가 정해진 후에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그래프 간의 정합도를 측정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조합적 

(combinatorial) 계산 복잡도 (computational complexity) 를 갖게 된다. 따라서 

그래프 정합은 일반적으로 그래프의 노드 개수가 증가 함에 따라 계산 복잡도가 

지수적으로 증가 하는 NP-complete 문제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고전적 그래프 

정합 기법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선형 근사 방식 (nonlinear approximation) [1, 

2, 3, 4] 이나 고유벡터 분석 (eigenvector analysis) 에 기반한 그래프 정합 기법 [5, 

6, 7, 8, 9, 10, 11, 12] 들이 제안 되었다. 

비선형 근사 방식의 하나인 릴렉세이션 (relaxation) 기법 [1, 2, 4] 은 노드들 간의 

상관 관계를 이용하여 노드에 할당되는 라벨 (label) 의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기법으로, 제한된 반복 수행 내에 비교적 빠르고 안정된 수렴 성능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 기법은 이미 국소적인 최적 값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고, 

따라서 초기값의 선택이 시스템 전체의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초기값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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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경험적인 (heuristic) 방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만일 가리워짐 등에 의해 소실 노드가 발생 하였을 경우, 

소실 노드에 대응되는 모델의 노드에 잘못된 라벨이 할당 되어, 전체적인 라벨 

할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릴렉세이션에 기반한 정합 기법은 

가리워짐이 있거나 여러 개의 물체가 포함된 복잡한 영상에 적용하였을 때에는 좋은 

수렴결과를 보장 할 수 없다. 릴렉세이션 기법은 고전적 그래프 정합 기법에 비하여 

향상된 계산 복잡도를 보여주긴 하지만 여러 분석에 의하면 입력 영상의 노드 개수를 

n , 모델의 노드 개수를 m 이라 할 때 ( )22mnO  의 계산 복잡도를 갖게 되므로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고유벡터 분석에 기반한 기법 [5, 6, 7, 11, 12] 은 노드 간의 상관 관계를 이용하여 

각 노드를 상관관계에 대한 고유벡터 공간으로 투사시키고 그 결과 얻은 고유 

공간상의 좌표를 통해 물체를 표현하는 기법이다. 고유벡터 분석에 기반한 

기법에서는 우선 전체 노드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을 구하고 이 행렬에 

대한 고유벡터 분석을 통해 각 노드를 상관관계에 대한 고유벡터 공간으로 

투사시킨다. 그리고 고유벡터 공간상에서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 축에 대한 

좌표들을 이용하여 각 노드를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드들 간의 고유 공간 

상에서의 거리를 구해 유사도의 측도로 사용하여 정합을 수행한다.  

고유벡터 분석에 의한 기법은 선형대수에 의한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빠른 정합속도를 보이고, 물체의 부분적인 변형, 일부 특징의 왜곡이나 잡음에도 어느 

정도 강인한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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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노드 개수가 같은 그래프 간의 정합에 적합한 방식이기 때문에, 

가리워짐이 있거나 여러 개의 물체가 포함된 복잡한 영상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물체 인식에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법 [11] 이 제안 되기도 하였지만 이 기법 역시 

두 그래프간의 변형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일반적인 

물체 인식 기법으로 사용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비선형 근사 방법이나 고유벡터 분석에 기반한 기법들 이외에도 최근에는 관계 

벡터 공간상에서 입력 영상에 대한 후보 그래프들을 구하고, 이 후보들과 모델 

그래프와의 확률적 거리를 계산하여 정합하는 기법 [13] 이 제안 되었다. 이 기법은 

기존의 기법들에 비해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 주고 있긴 하지만 

역시 노드들 간의 대응에 기반한 확률적 거리를 이용하여 그래프 정합을 수행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법들이 가진 근본적 문제점들을 계승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제 2 절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노드 대응에 기반한 물체인식 기법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개선 하고 정확도와 수행속도 면에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새로운 물체인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본적으로 크기, 회전, 위치 등의 2 차원 기하변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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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추출 시 발생하는 잡음, 목표 물체의 가리워짐, 여러 물체가 포함된 복잡한 영상 

등에 대해 강인한 성능을 보여준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입력 영상과 모델에서 추출된 특징 선분들의 구조적 정보를 

사용하여 물체를 표현하고 인식을 수행한다. 특징 선분은 물체를 표현하는데 매우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의 초기 시각 기관에도 특정한 기울기의 

선분에 발화 (firing) 하는 뉴런 (neuron) 이 발견 되었다는 사실 [14] 로 부터, 

물체의 특징 선분에 대한 정보는 인간의 시각 인지능력에도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고, 또한 조명의 변화가 심하거나 물체의 색이 

바뀌었을 때에도 물체인식이 가능함을 생각해 보면 색이나 질감에 의한 정보들과 

함께 구조적인 정보가 물체 인식의 커다란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특징 선분을 이용한 구조적 정합 기법들이 다수 제안되었지만, 기존의 

기법들은 모두 입력 영상과 모델의 노드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먼저 결정해 주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력 영상과 모델 간의 전체적인 정합도를 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 기법들은 단지 노드 대응 단계에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사용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노드 대응에 기반한 정합 방식은 일반적으로 큰 

계산 복잡도를 요구하여 정합에 사용되는 노드의 개수에 따라 계산 시간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와, 추출 과정에서의 잡음에 의해 여러 개로 나뉘어지거나 

다른 물체에 의한 가리워짐으로 인하여 일부분만 추출된 특징선분 노드들이 상대편 

노드들에 성공적으로 대응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특징선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유용한 정보가 정합과정에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정보가 전체 정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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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효과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기하학적 해싱 (geometric hashing) 알고리즘에서 

착안한 정렬방식과, 새롭게 정의된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통해, 노드들 간의 대응 

관계를 정하지 않고 물체의 전체 구조정보를 한꺼번에 정합에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노드 대응에 기반한 그래프 정합기법이 가지고 있는 계산 복잡도를 크게 개선함과 

동시에 노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여 인식 정확도를 향상 시켰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기하학적 해싱 기법에서 착안한 방식을 사용하여 모델과 입력 

영상을 정렬 시킨다. 특징 선분은 물체를 표현하는 매우 강력한 특징으로 대부분의 

영상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추출되기 때문에 모델과 입력 영상을 정렬 시키는 

기준으로 적당하다. 입력 영상과 모델에서 각각 하나씩의 특징 선분을 선택하여 

이들을 기준으로 입력 영상과 모델을 정렬 시킨 후에는 이들이 얼마나 정합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한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사용한다. 

또한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더욱 향상 시키기 위하여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구하기 

전에 먼저 비슷한 기울기를 갖는 선분들끼리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Scott 와 Longuet-Higgins [15] 의 고유벡터 분석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방식을 응용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 전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물체의 실제 영상에 대해 속도와 

인식률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제안하는 기법이 속도와 인식 정확도 면에서 

기존의 기법들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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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에서는 이전에 제안된 부분 정합 기법들을 살펴 

보고 이들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3장 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정합 기법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제안하는 기법의 기본이 되는 기하학적 해싱 알고리즘과 

엔트로피의 기본 개념, 그리고 새롭게 정의한 엔트로피 정합측도의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엔트로피 정합측도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선분의 기울기에 따른 

클러스터링 방법을 설명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4장 

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제 영상에 대해 수행한 실험 

결과와 분석을 제시하고, 마지막 5장 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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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기존의 부분정합 기법들을 살펴 보고 이들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비선형 근사 방식을 대표하는 릴렉세이션 기법과, 고유벡터 분석에 기반한 

방법들, 그리고 최근에 제안된 SARG (Stochastic Attributed Relational Graph) 정합 

기법을 소개 한다. 

 

 

제 1 절  릴렉세이션 (relaxation) 기법 

 

릴렉세이션 [1,2 4] 은 그래프 정합 기법의 일종으로 그래프를 구성하는 노드들 간의 

상관 관계를 이용하여 노드에 할당되는 라벨 (label) 의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갱신함으로써 그래프 정합을 수행하는 기법이다. 라벨은 두 그래프의 노드 간의 대응 

관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식 (2.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각 노드는 상대 

그래프의 노드 개수와 같은 크기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벡터를 라벨로 갖는데, 각 

노드에 번호를 부여하고 자신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노드의 번호에 해당하는 

성분에는 1의 값을, 그 외의 성분에는 0 을 할당하는 이산적 방식, 또는 각 노드에 

대응할 확률 값을 해당 성분에 부여하는 연속적 방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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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321i a,....,a,a,aZ =  

때없을관계가대응

때대응될노드에번째그래프의상대노드가번째

              

                            

0

1 ji
aZ jij





==                

( ) )(     |                         확률될대응노드에번째그래프의상대노드가번째 jiijpaZ jij ==        (2.1) 

 

여기에서, iZ 는 기준 그래프의 i 번째 노드가 갖는 라벨, ijZ 는 i 번째 노드 라벨의 

j 번째 요소를, 그리고 n은 상대 그래프의 노드 개수를 각각 의미한다. 

  릴렉세이션 기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드들 간의 상관 관계를 반영한 양립 계수 

(compatibility coefficient) 를 계산하여 이 값을 라벨의 가중치를 갱신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이 때 두 그래프의 노드 사이에 할당되는 라벨의 가중치가 1 에 

가까울수록 두 노드 간의 대응 정도가 강함을, 0 에 가까울수록 대응 정도가 약함을 

의미하고, 라벨의 가중치 값이 0과 1사이의 연속적인 값을 갖느냐 아니면 0과 1  두 

값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각 연속 릴렉세이션과 이산 릴렉세이션으로 구분된다. 

 이산 릴렉세이션은 제한 조건에 모순되는 라벨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라벨 제거 

규칙 (label discarding rule) 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한 조건과 그에 따른 역치 값의 

설정이 정합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라벨을 갖지 못하는 노드가 존재할 경우 

다른 노드들의 라벨이 모두 제거 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계산량이 적고 수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연속 릴렉세이션은 이산 릴렉세이션이 갖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Rosenfel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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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연속 릴렉세이션에서는 양립 계수와 할당 라벨의 

가중치가 모두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Rosenfeld 의 비선형 확률 모델에 의한 라벨 

갱신 모델은 식 (2.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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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λ 는 라벨, ( )( )λk
iq 는 라벨 가중치 값, ( )( )λk

ip 는 현재 라벨의 확률 값을 각각 

의미한다. 

Rosenfeld 의 기법과는 별도로 Wilson 과 Hancock 은 베이시안 (Bayseian) 

확률모델을 이용한 확률적 릴렉세이션 기법 [4] 을 제안하였고, Christmas 는 이를 

더 발전시켜 상관 관계 정보를 모든 과정에 적용하는 확률적 릴렉세이션 기법 [2] 을 

제안하였다. Christmas 에 의한 확률 갱신 기법은 식 (2.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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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ii

n
p θωθ = 와 ( )( )

ii
n

Q θωθ = 는 각각 라벨의 확률과 갱신 요소를 의미한다. 

릴렉세이션 기법은 일반적으로 국소적 최적 값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초기값의 선택이 시스템 전체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초기값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경험적인 방법을 이용한 보완이 

필요하다.  

릴렉세이션 기법은 개개의 노드의 라벨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주변 노드들의 값을 

반영하는데 주변 노드들의 값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자신의 현재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순환고리에 빠지게 되어 국소적인 최적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릴렉세이션 기법에서는 개개의 노드의 

라벨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변 노드들의 라벨 값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리워짐이나 특징 추출 과정에서의 잡음 등에 의해 대응 노드가 소실 되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만일 소실 노드에 해당하는 노드가 다른 

노드에 대응 된다면, 잘못된 라벨 정보가 주변 노드에 전파됨으로써 결국에는 전체 

노드의 라벨링이 옳지 않은 값으로 발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릴렉세이션에 

기반한 정합 기법은 가리워짐이 있거나 여러 개의 물체가 포함 된 복잡한 영상에 

적용하였을 때에는 좋은 수렴결과를 보장 할 수 없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１６ 

제 2 절  고유벡터 (eigenvector) 분석에 기반한 정합 기법 

 

Umeyama [5] 는 그래프 정합에 고유벡터 분석을 적용한 방법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기법은 본질적으로 노드의 개수가 똑 같고 변형이 심하지 

않은 두 그래프의 정합에만 적용 가능하다.   

Scott 와 Longuet-Higgins [6] 는 두 그래프의 노드들 간의 상관 관계 값을 

원소로 갖는 근접 행렬 (proximity matrix) 에 대한 특이치 분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를 통해 서로 다른 크기의 그래프 간의 정합을 시도하였다. 

 Shapiro 와 Brady [7] 는 Scott 와 Longuet-Higgins 의 기법을 발전시켜 서로 

다른 그래프에 속한 노드들 간의 상관 관계가 아니라 각각의 그래프에 속한 노드들 

간의 상관 관계를 이용한 근접 행렬을 구하여 이들에 대한 고유벡터 분석을 통해 

정합을 수행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각각의 그래프 내의 구조적 관계를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Scott 와 Longuet-Higgins 의 기법에 비하여 

크기, 회전 평행이동 등의 변환에 강인한 성능을 보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Shapiro 와 Brady 의 고유벡터 분석에 의한 그래프 정합기법에서는 우선 식 (2.4) 

와 같이 각 노드와 다른 노드들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 (Euclidean distance) 를 

이용하여 입력 영상과 모델에 대한 근접 행렬을 각각 구한다.  

 

              
22 2/ σijr

ij eL
−

=               
22

jiij xxr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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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jL 는 근접 행렬의 i 행 j 열의 원소를 의미하고, ix 는 i 번째 점의 좌표를, 

ijr 는 ix 와 jx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근접 행렬에 대해 식 (2.5) 와 같이 고유벡터 분해를 수행한다. 

 

iii Lee =λ ,       
TVDVL =          

    [ ]NeeeeV ,....,,, 321= ,  [ ]NdiagD λλλ ,...,, 21= ,   1+≥ ii λλ     (2.5) 

 

여기에서 ie 는 i 번째 고유벡터, iλ 는 i 번째 고유값을 의미한다. 

고유벡터 분해를 수행한 결과 근접 행렬의 행 벡터 각각은 고유공간 (eigenspace) 

의 한 점으로 투사 될 수 있고, 이 공간에서의 주요 성분 (principal component) 

만을 취한 후 정규화 (normalization) 를 거쳐 얻은 벡터는 그 행에 대응되는 노드를 

표현한다. 이렇게 구한 벡터들을 같은 고유공간 상으로 투사하고 서로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하여 대응 관계를 결정하게 된다. 

고유벡터 분석에 의한 방법은 우선 노드의 배열 순서에 상관 없이 일관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주어진 행렬을 A , 임의의 치환 행렬 

(permutation matrix) 를 P  라고 했을 때 A와 1PAP −  각각에 대해 구한 고유벡터는 

같은 값을 갖는다. 이러한 성질로 인해 노드들의 순서나 대응 관계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프를 이용한 일관된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고유벡터 분석은 그래프 전체의 구조를 주요 성분만을 사용하여 낮은 차원 

공간으로 투사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로 인해 약간의 잡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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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에도 강인한 정합을 수행 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는 차원을 낮춤으로써 보다 적은 

양의 정보를 사용하여 그래프 전체의 관계 정보를 표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얻게 

된다.  

하지만 이런 모든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고유벡터 분석에 의한 기법은 우리의 

목적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 기법이 근본적으로 같은 노드 

개수를 가진 그래프들의 정합에 적합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리워짐이 

있거나 다른 물체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영상, 또는 기타 다른 이유에 의해 서로 

다른 수의 노드를 갖게 되는 일반적인 그래프 간의 정합에는 이 기법을 적용 하기 

힘들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법 [11] 이 제안되기도 

하였지만 이 기법 역시 두 그래프간의 변형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체 인식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SARG 정합 기법 

 

최근에는 관계 벡터 공간상에서 영상에 대한 후보 그래프를 구하고 이들과 모델 

그래프와의 확률적 거리를 계산하여 정합하는 SARG (stochastic attributed relational 

graph) 정합 기법 [13] 이 제안되었다. SARG 정합 기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 

진다. 첫 번째는 입력 영상으로부터 기준 모델 그래프와 정합 가능한 후보 노드 

집합들을 추출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추출된 후보 집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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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된 노드들을 제거한 후 정합을 수행하게 된다.  

입력 영상에는 일반적으로 기준 모델보다 많은 수의 노드들이 존재하며 또 여러 

개의 물체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입력 영상으로부터 적절한 후보 

집합들을 추출하게 되면 검색 영역의 감소로 인한 정합 속도 향상 효과와 정확도 

향상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여기서 후보 집합은 기준 모델과 같은 개수의 

노드를 갖는 입력 영상의 하위 그래프 (subgraph) 이다. 후보 집합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각 노드와 다른 노드들이 갖는 상관 관계를 이용한 양립성 측도 

(compatibility measure) 와, 그림 2.1 에서와 같이 각 노드가 갖는 관계 벡터 공간의  

비교를 통한 노드들 사이의 유사도 (similarity) 를 측정하여 그 결과 기준 모델과 

비슷한 관계 벡터를 갖는 초기 후보 집합을 추출하게 된다. 이렇게 추출된 초기 후보 

 

 

     (a) 모델 관계벡터 공간                      (b) 입력 영상 관계벡터 공간        

그림 2.1 관계 벡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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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에 배타성 규칙 (exclusion-rule) 과 유용성 규칙 (usefulness-rule) 을 적용하여 

의미 없는 집합을 제거하고 남은 결과가 두 번째 단계에서 정합 대상이 되는 후보 

집합들이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입력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후보 집합과 기준 모델 집합 간의 

정합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 후보 집합에 포함된 노드들 중 모델에는 

존재하지 않는 노드를 판별하고 입력 영상과 모델에서 이에 해당하는 노드들을 

제거한다. 이 결과 서로 정합된다고 판단되는 모델과 입력 영상의 노드 쌍들만 남게 

되고, 이와 같은 후보 집합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제일 큰 값을 갖는 후보 쌍을 

정합 결과로 선택하게 된다.  

SARG 정합 기법은 우선 기존의 다른 기법들에 비해 계산 속도나 정확도 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가리워짐이 있거나, 복잡한 입력 영상에 대해서도 비교적 

강인한 정합 성능을 보이긴 하지만 역시 두 그래프 간의 확률적 유사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노드 간의 대응 관계 정립이 선결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법들이 가진 계산 복잡도의 문제점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노드 간의 대응 관계 정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드로 사용되는 특징들이 

서로 비슷하게 추출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실제 입력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 기인하여 특징 선분들이 부러져서 추출되거나 가리워짐에 의해 

특징 선분의 일부분만 추출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드들은 대응 그래프의 

온전한 노드와의 정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SARG 정합 기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 그림 2.1(b) 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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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관계 벡터 공간상에서 적당한 거리 내에 있는 노드들 간에 대응 관계를 설정해 

주는데, 이때 적당한 거리의 기준은 매우 경험적이고 입력 영상에 의존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관계 벡터 공간상에는 성질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관계들, 예를 들어 길이, 각도 등의 축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간상에서 

유의미한 거리를 구하기 위해 어느 축에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주어야 하는지의 

문제도 마찬가로 경험적이고 입력 영상에 의존적인 방식으로밖에 해결 할 수 없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기법은 기하학적 해싱 알고리즘에서 착안한 정렬 방식과, 

새롭게 정의된 엔트로피 정합 측도를 도입 함으로써 노드들 간의 대응 과정 없이 

물체 전체의 구조적 정보를 한꺼번에 정합에 사용 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노드 

대응에 기반한 그래프 정합 기법이 가지고 있는 계산 복잡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노드 정보의 손실과 경험적으로 정해주어야 하는 계수들을 최소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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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하학적 해싱과 엔트로피 정합측도에 

기반한 구조적 정합 기법 

 

본 장 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정합기법을 설명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하학적 

해싱 (geometric hashing) 과 새롭게 제안된 엔트로피 정합측도에 기반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기하학적 해싱과 엔트로피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특징 선분 

전체의 구조적 정보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소개한다. 그리고 

엔트로피 정합측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징 선분의 클러스터링 기법을 

설명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제안하는 기법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제 1 절  기하학적 해싱 기법    

 

Y. Lamdan, H. Wolfson [16, 17] 에 의해 처음 제안된 기하학적 해싱 알고리즘은 

매우 간단 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보여 준다. 이 방법은 기본 적으로 크기, 회전, 

평행이동 변환은 물론 부분적인 정보만 이용 가능할 경우에도 강인하게 동작하여 

컴퓨터 비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많은 응용이 이루어 지고 있다. 

기존의 기하학적 해싱 알고리즘에서는 주로 특징 점을 이용 하였기 때문에 우선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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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이용한 방식을 예로 들어 기하학적 해싱의 기본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4 절 

에서 특징 선분에 대해 기하학적 해싱의 정합 방식을 적용한 기법을 설명하기로 

하겠다. 

기하학적 해싱 기법은 크게 전 처리와 인식의 두 단계로 이루어 진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모델 영상으로부터 해쉬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데 우선 주어진 모델의 

영상에서 관심이 있는 특징 점들을 추출하게 된다. 이 때 특징 점들로는 주로 모서리 

점이나 크기와 방향에 불변인 특성을 갖는 SIFT 기법 등을 이용하여 추출한 특징 점 

등을 사용하게 된다. 주어진 영상으로부터 관심 있는 특징 점들을 추출 한 후에는 

추출된 특징 점들의 집합으로부터, 하나를 시작점, 다른 하나를 종점으로 하는 두 

개의 특징 점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선택 된 한 쌍의 점들을 기저 (basis) 라고 

부른다. n 개의 점이 추출 되었다면 ( )1nn −×  개의 기저를 뽑을 수 있다. 그 다음 

각각의 기저에 대해 그림 3.1 에서와 같이 시점이 -1/2, 종점이 1/2에 오도록 크기,  

 

 

그림 3.1 전처리 단계에서의 해쉬 테이블 생성 과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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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해쉬 테이블 [17]. 

 

회전, 평행이동 변환을 취하고 나머지 점들도 기저에 적용된 것과 같은 변환 과정을 

거쳐 테이블에 위치 시킨다. 이때 각 점이 위치한 해쉬 빈 (bin) 에는 해당 점이 속한 

모델, 그리고 그 점이 어느 기저에 의해 변환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게 된다.  

이와 같은 작업을 모든 기저에 대해 수행하면 그림 3.2 와 같은 해쉬 테이블을 

얻게 된다. 전처리 단계의 결과 모든 모델은 각각 하나씩의 해쉬 테이블을 갖게 된다. 

이 단계는 많은 시간이 들 수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진행 되기 때문에 인식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인 인식단계에서는 전처리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력 영상으로부터 

특징 점들을 추출한 후 추출된 점 중 임의의 두 점을 기저로 선택한다. 그리고 그림 

3.3 에서와 같이 선택된 기저를 중심으로 전처리 단계와 같은 방식의 변환을 취하여, 

그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의 해쉬 테이블에 위치 시키고 변환된 입력 영상의 

각 점들이 위치한 해쉬 빈에 저장되어 있는 모델과 기준 기저에 대해 투표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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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인식 단계에서의 정합과정 [17]. 

 

를 하게 된다. 만약 입력 영상의 모든 특징 점에 대해 투표를 수행한 결과 특정 

모델의 특정 기저가 일정 개수 이상의 표를 획득하면 이 모델은 정합 후보가 되고 

일정 기준의 검증 과정을 통과하면 이를 결과 정합 모델로 채택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새로운 기저를 선택하여 변환과정을 거친 후 

투표하는 과정을 기준을 통과하는 정합 모델을 찾을 때까지 반복하게 된다.  

기하학적 해싱은 매우 효율적인 정합 방식을 제안하고 있지만 투표 과정에서 각 

점이 위치한 일정 크기의 해쉬 빈 내의 대상만 고려하는 이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쉬 빈의 크기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만약 해쉬 빈의 크기를 너무 

크게 잡게 되면 많은 오인식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작게 잡으면 영상을 취득 

할 때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잡음에 대해 강인하게 동작하지 못하게 

된다. Rigoutsos 와 Hummel [18] 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이산적 투표 대신 

가중치 투표 (weighted voting) 와 최대 확률 (maximal likelihood) 방법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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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기하학적 해싱 (Bayesian geometric hashing) 기법을 제안하였다. 

입력 영상의 i , j 번째 특징 점을 선택하여 만들어진 기저가 k 번째 모델의 

B 기저에 정렬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가설을 ( )B,j,i,M k  라 하고 i , j 번째 특징 

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의 집합 'S 이 위의 가설을 지지하는 확률 값을 

( )( )'|,,, SBjiMP k 라고 할 때, 이 확률 값에 대한 최대 확률 가설 (maximal likelihood 

hypothesis) 을 찾는 것이 베이지안 기하학적 해싱의 핵심이다.  

이 확률 값을 실제로 구하기 위해서 오차의 정규 분포에 대한 가정과 여러 모델과 

기저 중 각각의 모델과 기저가 선택될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 등을 통해 식 

(3.1) 과 같은 수식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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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n  는 모델에서 사용 된 점들의 개수, ( )qq yx ,  는 해쉬 위치이고 f 는 가우시안 

오차 모델을 적용하여 주어진 해쉬 위치와의 거리를 구한 결과, g 는 해쉬 테이블 

상에서의 ( )v,u  점이 해싱 테이블에 위치한 점들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지 (sup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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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는지에 대한 가중치 확률 값이다. 이 식의 유도과정은 [18] 을 참고 하기 

바란다. 

 기하학적 해싱에서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저를 선택하여, 선택된 기저를 

기준으로 해쉬 테이블을 만들고, 인식 단계에서도 역시 기저를 기준으로 

정렬함으로써 정합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저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본 

논문의 제안하는 기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저의 개념이 사용 되고 있다.  

 

 

제 2 절  엔트로피 정합측도  

 

2.1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원래 물질계의 열적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계의 무질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될 수 있다. Shannon [19] 은 이런 엔트로피의 개념을 정보 

이론 영역에 도입하였고, Paul Viola 는 컴퓨터 비젼 분야에 확률 개념을 보완 하기 

위해 엔트로피에 기반한 상호 정보 (mutual information) 개념을 도입하였다 [20].     

Shannon의 엔트로피는 식 (3.2) 와 같이 정의 된다. 

 

                        ( ) ( ) ( )∑−=
X

2 xplogxpXH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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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X 는 x 를 값으로 갖는 이산 랜덤 변수 (discrete random variable) 을 

의미하고 H(X) 는 X 에 대한 엔트로피, 그리고 p(x) 는 x 가 발생할 확률 값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엔트로피가 어떠한 물리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예를 살펴보자.  

이산 랜덤 변수 X 가 두 개의 값 0과 1을 취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x 값이 

0 이 될 확률 ( )0p  과 x 값이 1이 될 확률 ( )1p  을 더하면 언제나 ( ) ( ) 11p0p =+ 로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 때 ( ) q1p =  라고 하면 ( ) q10p −=  가 되고 이를 식 (3.2) 에 

대입하면 ( ) ( ) ( )( )qqqqXH −−+−= 1log1log 22  가 된다. q 의 크기와 엔트로피의 값을 

각각 x, y 축으로 하여 도시하면 그림 3.4 와 같은 그래프를 얻게 된다. 

그림 3.4 를 살펴보면 q =1/2 일 때, 엔트로피 ( )XH 값이 최대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4 ( )1p  값에 대한 엔트로피 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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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확률 변수 x 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 확률이 고르게 분배되어 

있을 수록 엔트로피 값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이러한 엔트로피의 속성을 사용하여 모델과 입력 영상의 정합 

정도를 판단하는 엔트로피 정합측도라는 값을 새롭게 정의 한다.  

 

 

2.2 엔트로피 정합측도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엔트로피의 속성을 이용하여 두 영상의 

정합도를 측정하는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제안한다. 엔트로피 정합측도에서 사용하는 

식은 엔트로피를 구할 때 사용하는 식과 유사 하지만, 확률 분포에 대해서만 정의될 

수 있는 엔트로피의 제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성질을 차용한 

‘유사 엔트로피’ 라고 부르기로 한다. 또한 확률 분포가 아닌 것은 간단히 ‘분포’ 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혼돈을 막기 위해 아래의 설명에서 사용한 모든 엔트로피는 이와 

같은 유사 엔트로피임을 미리 밝혀 둔다. 제안하는 기법은 2차원 영상 상에서의 

선분의 분포에 대한 엔트로피 측도를 계산 하지만, 우선 간단히 1차원의 경우를 통해 

엔트로피 측도의 물리적 의미를 설명하기로 하자. 

그림 3.5 에서와 같이 두 개의 정규 확률 분포 X , Y  와 이 두 분포를 더해 만든 

분포 YX + 를 생각해 보자. 이때 YX + 의 전체 값을 더하면 2가 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YX + 는 확률 분포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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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두 개의 정규 분포 X , Y  와 이 두 분포를 더한 새로운 분포 YX + . 

 

따라서 분포 YX + 에 대해서는 엔트로피를 구할 수 없지만 식 (3.2) 의 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YX + 에 대한 유사 엔트로피를 구할 수는 있다. 임의의 함수 ( )xf 에 대한 

유사 엔트로피를 ( )f'H  라고 하고 이를 식 (3.3) 과 같이 정의하면, 

 

                     ( ) ( ) ( )dxxflogxff'H ∫−=                         (3.3) 

 

YX + 에 대해 구한 유사 엔트로피 값은 ( )YX'H + , X 와 Y 에 대한 유사엔트로피 

값들은 각각 ( )X'H , ( )Y'H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 ) ( )Y'HX'H +  와 ( )YX'H +  값의 

차이는 식 (3.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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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dxxglogxgdxxglogxgZ'HY'HX'H YYXX  

( ) ( )( ) ( ) ( )( )[ ]∫ +++ dxxgxglogxgxg YXYX        (3.4) 

 

여기서 ( )xg X 는 X 를 나타내는 가우시안 함수이고, ( )xgY 는 Y 를 나타내는 가우시안 

함수이다. 이 차이 값은 X 와 Y 가 겹쳐있는 정도가 클수록 더욱 큰 값을 갖게 

되는데 이를 살펴 보기 위해 실제로 분포 X 와 Y 의 상대적인 위치를 변화 시키면서 

구한 차이 값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 3.6 과 같이 정규 곡선과 유사한 모양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곡선의 최소값을 0 보다 크게 만들기 위해 곡선을 y 

축에 대해 적당히 평행이동 하여 도시 하였다. 

 

 

그림 3.6 두 정규 분포간의 거리에 따른 ( ) ( ) ( )Z'HY'HX'H −+  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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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식 (3.5) 와 같이 엔트로피 

정합측도 ( )Y,XECM  을 정의하여 두 분포의 정합도에 대한 측도로 사용한다.  

 

                 ( ) ( ) ( ) ( )YX'HY'HX'HY,XECM +−+=                   (3.5) 

 

이때, 앞에서와 같이 X , Y 는 정규 분포, YX + 는 이 둘을 더해서 구한 분포이다. 

그림 3.6 에서와 같이 ECM은 두 분포간의 거리에 따라 정규분포와 유사한 확률 

분포를 갖기 때문에 두 분포의 정합도에 대한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 )X'H 와 ( )Y'H 는 상수 값을 갖게 되므로 거리에 따른 엔트로피 

정합측도의 상대적인 비교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와 같이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실제 모델과 입력 영상의 정합에서는 입력 영상과 모델에서 서로 겹쳐지지 

않은 분포들이 엔트로피 정합측도에 미치는 왜곡효과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입력 영상과 모델의 정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에서 뽑은 특징 선분들을 정렬한 후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구하는데, 이때 선분 

위에 있는 각각의 픽셀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를 가정하여 실제 선분들의 위치를 

추정한다. 따라서 입력 영상과 모델은 각각의 특징 선분들 위의 픽셀 개수만큼의 

정규 분포를 갖게 된다. 엔트로피 정합측도는 바로 이들간의 정합도를 구하는 것이다. 

두 분포 X , Y 를 각각 n , m  개의 가우시안 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분포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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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식 (3.5) 는 식 (3.6) 과 같이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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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YX'HY'HX'HY,XECM      (3.6) 

 

여기서, ∑
=

n

1k

kX 는 n 개의 분포를 모두 겹쳐 놓은 분포를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의 합을 각각 ∑ kX , ∑ kY  라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 ) ( ) ( )∑∑∑∑ +=+ kkkk YXHYHXH '''  이 성립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계산 값은 식 

(3.6) 의 뺄셈에 의해 상쇄 되고 결국 서로 겹치는 분포들에 대한 값만 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서로 겹쳐지지 않는 분포들이 ECM에 미치는 왜곡 효과를 제거하고 

겹쳐진 분포들간의 정합도 만을 측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합측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더욱 엄밀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엔트로피 정합측도의 물리적인 의미만을 직관적으로 

제시 하도록 하겠다. 우선 그림 3.6 의 결과를 통해 두 개의 1차원 가우시안 함수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척도가 정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개의 2차원 가우시안 함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3.6 의 결과가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각 픽셀에서 정의된 이산적인 값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징 선분의 

2차원 분포의 중심선 상에 놓인 임의의 픽셀을 기준으로 직선에 수직한 방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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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슬라이스                         (b) 절단면의 높이 값 

그림 3.7 특징 선분의 분포에 대해 슬라이스를 취했을 때의 절단면의 모양. 

 

픽셀 하나의 두께를 갖는 슬라이스 (slice) 를 취했을 때 이를 이산적 1차원 분포라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은 정규 분포의 절단면들의 합이기 때문에 1차원 정규 

분포에 근사 하는 분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7(a) 에서와 같이 두 직선이 

겹쳐 있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 선에 수직한 방향, 또는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두 직선과 수직한 방향으로의 슬라이스를 취하게 되면 각 슬라이스에 대해 

그림 3.7(b) 에서와 같이 1차 정규 분포에 근사한 모양을 갖는 두 개의 분포를 얻을 

수 있고, 따라서 그림 3.6 의 결과를 적용 할 수 있다. 물론 두 직선이 만나는 각도에 

따라 슬라이스의 모양과 크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각도를 이루며 만나는 

직선들 간에는 공통 부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런 직선들에서 얻은 슬라이스가 

엔트로피 정합측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될 수 있고 엔트로피 정합측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분들은 거의 평행에 가까운 각도로 겹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모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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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정규 분포에 근사 하는 슬라이스들에 의한 영향만을 고려하면 된다. 이와 같이 

이산적 2차원 분포를 여러 개의 이산적 1차원 정규 분포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림 3.6 의 결과를 2차원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한 엔트로피 정합 측도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정의 된 엔트로피 정합 측도는 여러 정합 

실험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 주었다. 

 

 

2. 3. 입력 영상과 모델에서의 선분 분포의 추정 

 

앞에서 제안한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징 선분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분 위의 모든 픽셀에 대해 가우시안 윈도우를 씌워서 전체 

선분의 분포를 추정하는 비모수적 (non-parametric)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실제로는 각 선분의 픽셀들에 일정한 값을 주고 식 (3.7) 과 같이 가우시안 

컨볼루션을 적용하여 선분의 실제 분포를 추정 하였다. 

 

             ( ) ( ) ( )xgxfxp ∗=     
2

2

2

x

2
exp

2

1
)x(g σ

πσ

−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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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분 클러스터링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입력 영상과 모델에서 특징 선분들을 추출하여 비모수적 방법을 

통해 선분의 분포를 추정하고 이에 대해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계산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로질러 겹치는 선분들이 엔트로피 정합측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계산하기 전에 입력 

영상과 모델에서 추출한 선분들을 각각 비슷한 기울기의 클러스터들로 묶어주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개개의 클러스터 별로 정합도를 구하게 된다. 이를 위해 

Scott 와 Longuet-Higgins [15] 의 클러스터링 방식을 응용하였다.  

기울기를 이용한 선분들의 클러스터링을 위해서 우선 각 선분들이 X 축과 이루는 

각도를 구하고 이들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근접 행렬 (proximity matrix) 을 구한다. 

근접 행렬을 L이라고 하고, i 와 j 번째 선분의 각도 차이를 diff(i,j)  라고 하면 근접 

행렬은 식 (3.8) 과 같이 정의된다. 

 

                         )
σ

diff(i,j)
(expL

2ij

−
=                          (3.8)     

 

여기서 jiij LL =  이기 때문에 L 은 대칭 행렬 (symmetric matrix) 이 된다. 따라서 

모든 고유치 (eigenvalue) 는 항상 실수가 되고 그에 상응하는 고유벡터 

(eigenvector) 는 직교 기저 (orthogonal basis) 를 형성한다. 이 근접 행렬로부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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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를 만족하는 고유치와 고유벡터를 구할 수 있고 식 (3.10) 은 이를 행렬로 

표현한 것이다.  

 

                 iii Lee =λ ,           Ni ,....,3,2,1=             (3.9) 

                               

                               
TVDVL =                          (3.10) 

 

여기서, [ ]N321 e,....,e,e,eV = , [ ]NdiagD λλλ ,...,, 21= ,  1ii +≥ λλ  이고, 이렇게 구해진 

행렬 [ ]N321 e,....,e,e,eV = 에 대하여 고유치가 가장 큰 상위 r 개의 열 벡터만 취한 

행렬 W  를 식 (3.11) 과 같이 정의한다.  

 

                          ( )r,....,e,eeW 21=                           (3.11) 

 

이때, 행렬 W 의 i 번째 행 ),....,,( 21 riii eee 은 근접 행렬 L 의 i 번째 행을 주성분 벡터 

r21 ,....,e,ee  위로 투영 시킨 후 이를 다시 각각의 고유치를 이용해 정규화 

(normalization) 한 좌표 값이다. 이렇게 얻은 행렬 W 는 처음의 각 선분을 다른 

모든 선분들과의 각도 차이 관계에 대한 상위공간 (hyper space) 으로 투영한 후 그 

주성분만 뽑은 결과라고 생각 할 수 있고 따라서 W 의 i 번째 행 벡터는 i 번째 

선분을 표현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W 의 각 행 벡터들간의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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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구하여 식 (3.12) 와 같이 새로운 근접 행렬을 얻을 수 있다.  

 

                       

∑∑
∑

=

r

2
jr

r

2
ir

r
jrir

ij

WW

WW
'L                        (3.12) 

 

이렇게 얻은 새 근접 행렬을 갖고 다시 처음 단계로 돌아가 주성분 분석을 몇번 

반복하게 되면 비슷한 기울기를 갖는 선분들 사이의 근접 행렬의 원소 값은 점점 

1 에 가까워지고 다른 클러스터에 속하는 선분들 간의 값은 점점 0 에 수렴 하게 

된다. 수렴성에 대한 증명은 [21] 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 4 절  기하학적 해싱과 엔트로피 정합측도에 기반한 

구조적 정합 기법 

 

제안하는 기법은 기하학적 해싱에서 착안한 정렬 방식을 사용한다. 기하학적 

해싱에서 기저를 중심으로 정렬 한 다음 투표 (voting) 를 했던 것처럼 제안하는 

기법에서도 입력 영상과 모델에서 각각 하나씩의 선분을 선택해서 이들을 기저로 

잡고 두 기저를 중심으로 정렬을 한 후 정합을 하게 된다. 이 때 정합도를 계산 

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방법들처럼 개개의 노드들 간의 대응 관계에 기반한 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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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전체 노드들의 구조적 정보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이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제안 

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 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입력 영상과 

모델에서 하나씩의 기저를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구하여 가장 정합도가 큰 상위 몇 개의 후보 기저 쌍을 추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뽑힌 기저 쌍들을 기준으로 나머지 노드들 간의 대응 

관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뽑힌 후보 기저 쌍들 중 노드 

정합도가 가장 큰 후보를 찾아 이 기저 쌍에 의한 결과를 최종 정합 결과로 취하게 

된다.  

제안하는 기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림 3.8(a) 의 전동드릴을 모델로 하고 3.8(b) 

에 주어진 입력 영상에서 모델의 위치를 찾아내는 예제를 제시 하였다.  

 

   

            (a) 전동 드릴 모델                      (b) 입력 영상 

그림 3.8 전동 드릴 모델과 입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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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대응 기저 결정 단계    

 

제안하는 기법의 첫 번째 단계인 대응 기저 결정 단계에서는 우선 입력 영상과 

모델에서 그림 3.9 와 같이 특징 선분을 추출한다. 선분의 추출을 위해서는 기존에 

제안된 여러 기법들 중 Navatia 와 Babu 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3.9 모델과 입력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특징 선분들. 

 

이렇게 특징 선분을 추출한 후에는 입력 영상과 모델에서 각각 하나씩의 선분을 

기저로 선택하여 이들이 분포 판의 중심에서 서로 완전히 겹칠 수 있도록 식 (3.13) 

과 같이 평행, 회전, 닮음 변환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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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3) 은 평행, 회전, 닮음 변환에 대한 균등 표현법 (homogeneous 

representation) 이고 ( )y,x , ( )'y,'x 은 각각 변환 전과 후의 선분의 끝점에 대한 

좌표이다. s는 닮음 변환에 관계하는 변수로 모델과 입력 영상에서 뽑힌 기저 선분들 

간의 길이 비율이고 θ 는 입력 영상과 모델의 기저가 각각 X 축과 이루는 각도와 

관련된 변수, yx t,t 는 평행 이동에 관련된 변수이다. 각각의 기저에 의해 변환 행렬이 

결정되면 나머지 선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변환을 취한 후 그 결과를 그림 3.10 

과 같이 각각의 분포 판에 그려준다. 여기서 분포 판이란 제안하는 기법에서 도입한 

개념으로 전체 선분의 분포를 나타내기 위한 판이다. 그림 3.10 에서 검은색 픽셀 

(pixel)은 0 의 값을 갖고 하얀색 부분은 255 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그림 3.10 기저를 기준으로 정렬된 모델과 입력 영상의 특징 선분들. 

 

이렇게 구한 분포 판의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분포 판 위에 

식 (3.7) 에서와 같이 가우시안 컨볼루션을 취하여 비모수적 방식으로 선분들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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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추정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의 실제 계산에는 연속적인 변수가 아니라 

이산적 변수에 대해 이산적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한다. 가우시안 컨볼루션을 

적용하여 선분들의 분포를 구한 후 입력 영상과 모델의 분포 판을 더한 분포 판을 

그림 3.11 에 도시 하였다.  

 

 

그림 3.11 모델과 입력 영상의 특징 선분의 분포를 겹쳐놓은 분포 판. 

 

이렇게 입력 영상과 모델의 선분에 대한 두 분포를 구한 후에는 이 두 분포와 그림 

3.1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두 분포를 더한 또 하나의 확률 분포에 대해 2장에서 

기술한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이용하여 변환의 기준이 되었던 기저들 간의 정합도를 

계산한다.  

분포 판의 크기가 mn× 이고, 분포 판 B  에서 i 행, j 열에 위치한 픽셀의 값을 

( )j,iB 라고 하면 엔트로피 정합측도는 식 (3.14) 와 같이 구해 진다. 여기서 βI 는 

입력 영상의 선분들을 기저 β 를 기준으로 변환 시켜 얻은 분포 판이고, 'M β 는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４３ 

모델의 선분들을 기저 'β 를 중심으로 변환 시켜 얻은 분포 판이다. 'MI ββ + 는 입력 

영상의 분포 판과 모델의 분포 판의 대응 픽셀 값을 각각 더해 만든 새로운 분포 

판을 의미한다. 

 

( ) ( ) ( ) ( )''' MI'HM'HI'HM,IECM ββββββ +−+=  

            ( ) ( )( ) ( ) ( )( )∑∑∑∑
= == =

−−=
n

i

m

j

n

i

m

j

jiMjiMjiIjiI

1 1

'2'

1 1

2 ,log,,log, ββββ  

( )( ) ( )( )( )∑∑
= =

+++
n

i

m

j

jiMIjiMI

1 1

'2' ,log, ββββ                      (3.14) 

 

이와 같이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입력 영상와 모델의 모든 기저 

선분 쌍 (입력 영상의 선분이 n 개 모델의 선분이 m 개 라면 mn × 쌍) 에 대해 

수행하고 그 결과 정합도가 큰 상위 몇 개의 기저 선분 쌍을 후보 대응 쌍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로질러 겹치는 선분들이 엔트로피 정합측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계산하기 전에 입력 영상과 모델에서 추출한 

선분들을 각각 비슷한 기울기의 클러스터들로 묶어주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해 3절에서 설명한 Scott 와 Longuet-Higgins [15] 의 클러스터링 방식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12 에 도시하였다. 같은 색으로 표시된 선분들은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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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선분 클러스터링 결과. 

 

클러스터링 결과, 입력 영상과 모델에서 각각 비슷한 기울기를 갖는 선분들끼리 

클러스터를 이루기 때문에 입력 영상과 모델의 클러스터간에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측정하게 되면 가로질러 겹치는 선분들이 엔트로피 측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클러스터링 수행 결과 입력 영상에서 p , 모델에서 q 개의 클러스터가 생겼다면 

qp× 의 클러스터 쌍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정합 과정을 거쳐 각각의 클러스터 쌍에 

대해 정합도가 가장 큰 하나의 기저 쌍을 선택한다. 그 결과 총 qp×  개의 후보 

기저 쌍이 뽑히게 된다.  

고유벡터 분석을 통한 클러스터링 기법에서는 모델에서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 

선분들이 입력 영상에서도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모델의 각 

클러스터의 경계부분에 위치한 선분들은 입력 영상에서 주위에 위치한 다른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４５ 

물체로부터의 특징 선분들의 영향을 쉽게 받아 모델에서와는 다른 클러스터에 속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선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같은 클러스터에 속함을 보장 할 수 있다. 그림 3.12 에서 모델과 입력 영상에서의 

클러스터링 결과가 많은 부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2. 대응 노드 결정과 최종 정합결과 결정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후보 대응 기저 쌍들을 결정하고 나면 두 번째 단계인 노드 대응 

단계에서는 대응 기저 쌍을 기준으로 나머지 노드들 간의 대응 관계를 결정해 주게 

된다. 이미 기준이 되는 기저 간의 대응 관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노드들의 대응 관계는 기준 기저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쉽게 결정 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그림 3.13 과 같이 정렬이 된 입력 영상의 각 선분들의 위치에  

 

그림 3.13 대응 노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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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모델에서의 위치를 찾아 잘라낸 다음 그 부분에 대응 선분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이용해 결정한다. 잘라낸 두 장의 영상에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적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 겹치는 선분이 존재 하면 이를 대응 선분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 특징 선분을 찾는 과정을 모든 후보 기저 

쌍들에 대해 수행 한 후, 가장 많은 대응 선분을 갖는 후보 기저 쌍과 그에 따른 

선분들의 대응 관계를 최종 정합 결과로 취한다.  

끝으로 만일 이렇게 구한 최종 결과의 정합도가 일정 수준이상이 된다면 입력 

영상에 포함된 물체는 현재 선택한 모델 물체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정합도를 갖는 모델을 찾을 

때까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전체 알고리즘을 그림 3.14 에 순서도로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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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제안하는 기법의 전체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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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속도와 정확도 성능 평가를 위해 SARG 정합 기법과의 

비교 실험이 수행 되었다. 모든 실험은 입력 영상과 모델을 읽어 들여 입력 영상에서 

모델에 해당하는 물체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 영상에는 모델에 해당하는 물체가 반드시 들어가 있으며, 각각의 입력 영상은 

모델 물체에 대해 크기, 회전, 평행이동 변환과 다른 물체에 의한 가리워짐, 복잡도 

등에 점진적인 변화를 주면서 촬영 되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입력 영상 내의 

물체와 모델 물체가 동일한 포즈 (pose) 를 갖는 2D-2D 정합을 가정하므로 입력 

영상과 모델은 비슷한 시점에서 촬영되었다. 하지만 제안하는 기법이 어느 정도의 

잡음에는 강인한 속성을 보이므로 약간의 포즈 변화는 허용하였다.  

모든 실험은 그림 4.1 에 도시한 10개의 서로 다른 물체에 대해 각각 20장씩의 

영상을 찍어 만든 총 200장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수행 되었다. 

 

그림 4.1 실험에 사용된 10개의 모델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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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전동 드릴 영상에 대한 실험 

 

그림 4.2 에 전동 드릴 영상에 대해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한 결과를 각 단계별로 

제시 하였다. 그림 4.2(a) 는 전동 드릴의 모델이고 그림 4.2(b) 는 입력 영상이다. 

그림 4.2(c) 와 그림 4.2(d) 는 모델과 입력 영상에서 각각 선분을 추출한 결과이고, 

그림 4.2(e) 와 그림 4.2(f) 는 각각의 선분들에 클러스터링을 적용한 결과이다. 같은 

색의 직선들은 같은 클러스터의 원소임을 의미한다. 그림 4.2(g) 는 클러스터링 

결과에 대해 엔트로피 정합 측도를 적용하여 후보 기저 쌍을 선택한 결과이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분이 대응 기저 쌍을 의미한다. 여기 까지가 제안하는 기법의 

첫 번째 단계이다. 그림 4.2(h) 는 그림 4.2(g) 에서 선택된 후보 기저 쌍들을 

기준으로 나머지 선분에 대해 정합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 4.2(h)의 윗줄에 표시된 

선분들이 입력 영상에서 정합된 특징 선분들이다. 그리고 이 정합 결과에 의해 가장 

많은 정합 선분을 갖는 기저 쌍과 그에 대한 결과를 최종 결과로 선택한다. 그림 

4.2(h) 에서 상자로 표시된 부분이 최종 결과를 나타낸다. 

        

         (a) 모델                            (b) 입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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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모델 선분                       (d) 입력 영상 선분 

 

        

           (e) 모델 클러스터링                 (f) 입력 영상 클러스터링 

 

 

(g) 후보 기저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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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선분 정합과 최종 결과 

그림 4.2 전동드릴 모델에 대한 제안하는 기법의 단계별 결과 

 

그림 4.3(a), 그림 4.3(b) 와 그림 4.3(c) 에는 각각 릴렉세이션 기법, SARG 기법, 

그리고 제안하는 기법에 의한 결과를 제시 하였다. SARG 정합 기법과 제안하는 

기법은 릴렉세이션 기법에 비해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SARG 정합 기법과 

제안하는 기법은 대체로 비슷한 성능을 보이지만 전동드릴의 손잡이 부분을 보면 

제안하는 기법은 끊어져 추출된 선분들의 정보도 정합에 이용하고 있는데 비해  

 

        

     (a) 릴렉세이션                          (b) SARG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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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CM 

그림 4.3 기존 알고리즘들과의 정합 성능 비교. 

 

SARG 기법은 그렇지 못하는 등 제안 기법이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한 영상에서는 SARG 기법과 제안하는 기법 사이의 큰 성능의 

차이를 알 수 없지만, 영상의 복잡도가 증가 할수록 제안하는 기법이 SARG 기법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3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제 2 절  정합 속도 비교 분석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기법, 릴렉세이션 기법, SARG 정합 기법의 계산 복잡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13] 의 분석에 따르면 SARG 기법은 ( )mnO 3  의 계산 복잡도를 

갖는다. 여기서 n  은 입력 영상에서 사용된 선분의 개수이고 m 은 모델에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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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의 개수이다. 또한 다른 많은 분석들에 의하면 릴렉세이션 기법은 ( )22mnO  의 

복잡도를 갖는다. 이에 비해 제안하는 기법은 ( )nmO 의 계산 복잡도를 갖게 되는데 

기존의 기법들에 비하면 매우 큰 성능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첫 

번째 단계에서 총 mn× 쌍의 기저에 대해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 )nmO 의 계산 복잡도를 갖게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도 이미 정해진 대응 기저 쌍을 

기준으로 나머지 선분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최대 mn× 번의 비교를 수행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 역시 ( )nmO 의 복잡도를 갖게 된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기법은 전체적으로 ( )nmO 의 

복잡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속도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실제 입력 영상에서 추출되는 특징 선분의 개수를 

변화 시키면서 복잡도 증가에 따른 각 기법의 정합 수행 시간을 ms  단위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표1 에 도시 하였다. 특징 선분의 개수는 정합에 쓰이는 선분의 최소 

길이를 제한 함으로써 조정 하였다. 

 

사용된 선분의 개수 계산 시간 (ms) 

모델 입력 영상 SARG ECM 

37 89 1875 1078 

40 96 2422 1171 

42 108 3313 1312 

44 125 5047 1563 

50 152 9508 1968 

 

표 1. 모델과 입력 영상의 선분 개수에 따른 계산 시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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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기법은 앞에서의 복잡도 분석에서와 같이 선분 개수의 곱에 비례하여 

정합에 걸리는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SARG 정합 

기법은 기하 급수적인 증가를 보인다.  

제안하는 기법은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mn(O ×  의 낮은 계산 복잡도를 갖지만 

만일, 선분들의 분포를 추정하기 위한 컨볼루션이나,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계산이 매우 복잡하다면 전체 속도도 많이 떨어지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컨볼루션이나,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수행하는 대상이 

되는 분포 판을 알맞은 크기로 줄여서 사용함으로써 계산량을 크게 감소 시킬 수 

있었다. 원래의 분포 판은 입력 영상의 크기와 같은 480640 ×  크기이지만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가로 세로 길이를 각각 4배씩 줄인 120160×  크기의 분포 판을 

사용하였고 이 정도의 축소는 대부분의 입력 영상에 대해서 안정적인 결과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 3 절  정확도 성능 비교 분석 

 

제안된 기법의 정확도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하여, SARG 정합 기법에 대한 비교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입력 영상의 복잡도 증가에 따른 각 기법의 

정확도 변화를 검사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각의 모델 물체에 대해 복잡도와 

가리워짐을 순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취득한 10장씩의 입력 영상을 사용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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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의 정확도를 측정 하였다. 

정확도에 대한 측도로는 식 (4.1) 에서와 같이 정합되었다고 판단된 선분의 개수에 

대한 올바로 정합된 선분 개수의 비를 사용하였다. 

       ( ) 100×=
개수선분의판단된되었다고정합

개수선분의정합된올바로
정확도정합

        

      
   %             (4.1) 

 

그림 4.4 에 전동 드릴 모델에 대해 복잡도와 가리워짐을 점차로 변화시킨 총 10장의  

 

       

       

       

 (a) 입력 영상              (b) SARG 결과          (c) ECM 결과                

그림 4.4 가리워짐과 복잡도의 변화에 따른 각 기법의 정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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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중 3장의 영상을 예시 하고 각 기법에 의한 정합 결과들도 함께 보였다. 

그림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ARG 기법은 복잡도가 증가 할수록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비해 제안하는 기법은 복잡도 증가에도 안정된 성능을 보여 준다.  

그림 4.5 에는 전동 드릴 모델의 10장의 입력 영상 모두에 대한 각 기법들의 정확도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그래프에서 X 축은 가리워짐과 복잡도의 단계를 

나타낸다. 가리워짐과 복잡도는 측정 기준을 정하기 힘들고 이 실험에서는 정확한 

기준보다는 대략의 가리워짐, 복잡도의 단계에 따른 성능 변화 추이만 살펴 보면 

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간단한 영상에서 복잡한 영상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 하였다. 그래프의 Y 축은 정합되었다고 판단된 선분의 개수와 

인식의 정확도, 두 가지 값을 동시에 나타낸다.  

 

 

그림 4.5 가리워짐과 복잡도 증가에 따른 각 기법의 정확도 변화와 각 기법에 의해 

정합된 선분의 개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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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된 선분의 개수를 무시한 정확도 비교는 자칫 과장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값을 같은 그래프에 도시 하였다.  

정확도 실험 결과 그림 4.5 에서와 같이 제안하는 기법이 SARG 정합 기법보다 

대체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가끔 정확도가 갑자기 0 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제안하는 기법의 첫 번째 단계에서 대응 기저 쌍을 잘 못 

찾아서 나머지 선분들의 정합에도 모두 실패한 경우인데, 제안하는 기법이 선분의 

구조적 정보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 하고 인식에 실패한 결과를 들여다 보면 

나름대로 특징 선분들의 구조적 정보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6 의 정합 결과를 살펴 보면 비록 목표 물체인 전동 드릴을 찾아 내지는  

못했지만 전동 드릴 모델의 특징 선분들의 분포와 비슷한 모양의 결과를 찾아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a) 입력 영상 정합 결과                 (b) 모델의 특징 선분 

그림 4.6 제안하는 기법이 인식에 실패한 경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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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제안하는 기법의 계산 복잡도가 다른 기법에 비해 

월등히 낮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다른 기법보다 더 많은 선분 정보를 사용하여 

정합 성능을 개선 할 수도 있다.  

그림 4.7 에 정합에 사용되는 선분 갯수에 따른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변화를 도시 

하였다. 눈꽃 표시 (*) 와 다이아몬드 표시는 각각 SARG 정합 기법과 제안하는 

제안하는 기법에 대한 정합 정확도로서 30픽셀 이상이 되는 선분만 사용했을 때의 

결과이다. 결과 그래프에서 ECM은 SARG 정합기법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 주다가 

7번째 복잡도 단계에서 정확도가 갑자기 0 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사용 선분의 제한 

길이를 17 (네모), 13 (동그라미) 픽셀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선분의 정보를 사용 

하게 되면 제안하는 기법은 점점 더 좋은 성능을 보여 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 정합에 사용된 선분의 개수 변화에 따른 제안하는 기법의 정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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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에는 제안하는 기법과 SARG 정합 기법에 의한 결과를 도시하여 이 둘의 

성능을 정성적으로 비교 할 수 있게 하였다. 각각 그림 4.7(a) 의 장난감 뱀과 그림 

4.7(d) 의 전동 드릴을 모델로 하고 이들의 위치를 입력 영상에서 찾은 결과를 제시 

하였다. 흰색의 선분이 정합되었다고 판단된 특징 선분이다. SARG에서는 잡음이나 

기타 변형들을 고려하여 임의의 이웃 범위 (neighborhood) 내에 들어오는 노드들 

간에 대응 관계를 부여 하는데, 그림 4.8(c) 의 동그라미 부분을 살펴보면 입력 

영상의 복잡도에 비해 큰 이웃 범위를 택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노드 대응이 많이 

일어 났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웃 범위의 크기는 입력 영상의 복잡도에 따라  

 

 

   (a) 장난감 뱀 모델            (b) ECM 결과              (b) SARG 결과 

 

    (d) 전동 드릴 모델           (e) ECM 결과              (f) SARG 결과 

그림 4.8 제안하는 기법과 SARG 정합 기법과의 정성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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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노드 대응에 기반한 정합 기법의 

단점들 중 하나이다. 제안하는 기법은 그림 4.8(b) 에서와 같이 이와 같은 경험적 

보완 없이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8(e) 와 그림 4.8(f) 에서 

동그라미 부분을 비교해 보면 SARG에서는 끊어진 특징 선분 (broken line) 들에 

대한 정보가 소실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끊어진 선분과 온전한 선분 간에는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안하는 기법은 전체의 정보를 

한꺼번에 사용하여 정합을 수행하기 때문에 끊어진 선분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사용 

할 수 있고 그림 4.8(e) 의 결과에서와 같이 끊어진 노드에 대한 매칭까지도 

가능하다. 

표2 에는 실험에 사용된 모든 물체에 대한 인식률을 제시 하였다. 각각의 입력 

영상에 대해 정합을 수행한 결과 그 정확도가 80%를 넘는다면 목표 물체가 인식 된 

것으로 간주 하였다. 따라서 인식률은 각각의 물체를 포함하는 입력 영상들 중 

정합을 수행한 결과 정확도가 80% 이상인 입력 영상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20장씩의 영상이 실험에 사용 되었다.  

 

인식률 (%) 인식률 (%) 물체 

SARG ECM 

물체 

SARG ECM 

모형 자동차 55 80 가위 65 100 

케이블 커터 50 65 부채 100 100 

장난감 뱀 60 85 빗 90 100 

불가사리 75 75 펜치 95 100 

전동 드릴 60 80 클리퍼 70 100 

 

표 2. 제안하는 기법과 SARG 기법의 각 물체에 대한 인식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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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잡음에 대한 강건성 실험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이 잡음에 대해 얼마나 강인하게 동작 하는지 SARG 정합 

기법과의 비교 실험이 수행 되었다. 실험은 전동 드릴과 장난감 뱀을 포함 하는 총 

40장의 입력 영상들 중 복잡도가 다른 두 장씩의 영상을 각각 선택한 총 네 장의 

영상에 대하여 수행 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네 장의 영상은 그림 4.9 와 같다.  

 

 

                 (a) 전동 드릴 A             (b) 전동 드릴 B 

 

                   (c) 장난감 뱀 A            (d) 장난감 뱀 B 

그림 4.9 잡음에 대한 강건성 실험에 사용된 네 장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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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g)                       (h) 

그림 4.10 전동 드릴 A와 장난감 뱀 A 영상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첨가한 결과.    

(a) (e) 원영상.  (b) (f) 0=σ .  (c) (g) 3=σ .  (d) (h) 5=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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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각각의 영상으로부터 선분을 추출하고 선분들의 양 끝점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인위적으로 부여하여 얻은 선분들로 이루어진 영상에 대하여 SARG 정합 

기법과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정합 정확도를 비교 하였다. 각각의 

영상에는 다섯 단계의 가우시안 노이즈가 적용되었다. 그림 4.10 에는 전동 드릴 A와 

장난감 뱀 A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첨가한 결과 영상들 중 몇 개를 예시 하였다.  

표3 의 정확도 값은 각각의 입력 영상과 표준편차에 대해 다섯번의 실험 수행 

결과를 평균한 값이다. 표3 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제안하는 

기법이 SARG 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 준다. 하지만 가끔 정확도가 갑자기 0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의 분석에서와 같이, 기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 선분의 구조적 정보만 사용하는 상황과 인위적으로 첨가된 

잡음을 고려해 볼 때, 이해 할 수 있는 결과이지만, 앞으로 좀더 강인한 기저 선택이 

가능하도록 여러 방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전동드릴 A 전동드릴 B 장난감 뱀 A 장난감 뱀 B 물체 

σ  SARG ECM SARG ECM SARG ECM SARG ECM 

1 1.0 0.914 0.466 0.866 0.571 1 0.166 0.8 

2 0.92 0.963 0.333 1 0.5 1 0.222 0.928 

3 0.916 1.0 0.125 0 0.44 1 0.421 0 

4 0.95 1.0 0 0.714 0.333 0.941 0.181 0 

5 0.812 0.8 0.5 0 0.333 0 0.192 0 

 

표 3. 노이즈 변화에 따른 인식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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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입력 영상의 특징 선분의 구조적 정보를 이용하여 모델 물체를 

인식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하학적 해싱에서 착안한 

정렬 기법과 새롭게 정의된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통해 정합 과정에서 물체의 전체 

특징 선분들의 구조적 정보를 한꺼번에 사용하여 입력 영상과 모델 물체 간의 

정합도를 측정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정합기법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크게 

개선하였다. 

기존의 정합기법에서는 개개의 특징 선분들간의 대응 관계를 먼저 구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전체적인 정합도를 측정하는데, 아무 기준 없이 특징 선분들간의 

상대적인 정보만 이용하여 대응 관계를 결정해 주기 위해서는 큰 계산 복잡도가 

요구된다. 또한 특징 선분 추출 시 잡음이나 가리워짐 등의 영향으로 인해 하나의 

특징 선분이 여러 개로 나뉘어 추출되거나 일부분만 추출되는 경우 온전한 특징 

선분과의 대응관계가 성립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 선분이 가진 정보는 정합 

과정에 사용 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제안 

하는 기법은 기존 기법의 계산 복잡도를 크게 개선하였고, 또한 여러 개로 나뉘어 

지거나 부분만 추출된 특징들의 정보 또한 정합 과정에 사용 할 수 있게 하여, 정합 

정확도 성능을 향상 시켰다.  

 제안하는 기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 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입력 영상과 

모델 영상으로부터 특징 선분을 추출하고, 추출된 선분들 중 기준 기저를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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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중심으로 모델과 입력 영상의 특징 선분들을 정렬한 후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구하여 상위 몇 개의 후보 기저 쌍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 정합측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엔트로피 정합측도를 구하기 전에 선분들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클러스터 별로 정합을 수행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해진 상위 몇 개의 후보 기저 쌍에 딸린 

나머지 노드들 간의 정합을 수행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가장 많은 노드의 정합이 

이루어진 후보 기저 쌍에 의한 결과를 최종 정합 결과로 채택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입력 영상 내의 관심 물체의 크기, 회전, 위치의 변환에 대해 

강인하게 동작하며, 입력 영상 내의 목표 물체의 일부가 가리워져 있거나, 여러 

물체가 함께 들어 있는 복잡한 입력 영상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인다.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SARG 정합 기법과의 비교 실험이 수행 

되었다.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가리워짐과 복잡도가 순차적으로 

변화하는 영상들에 대해 각각의 기법을 적용하여 정합 되었다고 판단된 선분의 개수 

중 올바로 정합된 선분의 개수의 비를 측정하였다. 가리워짐과 복잡도의 변화에 따른 

정확도 비교 실험 결과, 제안하는 기법이 SARG 기법에 비해 안정되고 좋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ARG 기법은 입력영상의 복잡도가 증가 할수록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속도 비교 실험을 위해서는 정합에 사용된 특징 선분의 개수 변화에 따른 전체 수행 

시간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제안하는 기법은 계산 복잡도 분석과 일치하는 

성능을 보여 주었다. 모델에서 뽑힌 선분의 개수를 m , 입력영상에서 뽑힌 선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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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를 n  이라고 할 때 릴렉세이션 기법은 ( )22 nmO × , SARG 정합 기법은 

( )2nmO × 의 계산 복잡도를 보이는데 비해 제안하는 기법은 ( )nmO × 의 복잡도를 

보이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현저히 좋은 성능의 향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은 속도와 정확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기존의 기법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제안하는 기법은 후보 대응 기저 쌍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대응이 

이루어 지지 않게 되면 다른 노드들도 모두 정합에 실패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제안하는 기법은 모델과 입력영상이 모두 2차원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2D-2D 

정합 기법이지만 어느 정도의 포즈 변화에도 강인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성을 이용해 여러 개의 시점으로부터 획득한 모델 영상들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면 다양한 포즈에도 강인한 2D-3D 물체 인식 기법으로의 확장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물체의 3차원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3차원 모델과, 여러 장의 연속된 

2차원 입력 영상으로부터 복원된 3차원 영상 간의 3D-3D 정합 기법으로의 확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안하는 기법은 오로지 물체의 특징 선분의 구조적 정보만을 가지고 물체를 

인식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만일 물체의 색이나 질감 등에 대한 정보가 함께 사용될 

수 있다면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인간의 인지 능력을 이해하기 위한 인지과학은 현재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부터의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컴퓨터 비젼도 그러한 방법론들 중의 하나로 그 

동안 인간의 시각 인지 능력을 기계에 심어 주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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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도 이루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각을 통한 인식 과정에서, 

하향적 (top-down) 지식을 이용하는 기법이나, 시각을 통한 학습기법 등과 같은 

상위 차원에서의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컴퓨터 비젼에서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진다면, 기존의 방법론에서 부딪혔던 

벽을 한 단계 뛰어 넘는 전기가 마련 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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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2D object recognition algorithm using the 

structural information of the line segments extracted from images. In the 

algorithm, to calculate the correspondence between two objects a novel 

correspondence measure based on the property of entropy is defined. The 

entropy correspondence measure (ECM) enables the matching process to use the 

entire structural information of objects simultaneously to overcome the drawbacks 

of conventional correspondence measures based on part to part matching strategy. 

ECM is turned out to be endowed with stochastically meaningful attribute, so that 

it shows quite robust performance in the noisy conditions as well. And a 

clustering algorithm is adopted to boost the performance, which groups line 

segments according to their inclination using eigenvector analysis. Experimental 

results on real images demonstrate that the performance of proposed algorithm is 

superior to that of the conventional algorithms in both of the accuracy and the 

computational efficiency.  

 

Key words: object recognition, graph matching, entropy correspondenc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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