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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Dominant Orientation Template(DOT)을 변형하여 빠르게 같은 클래스(class)의 물체들을 찾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같은 클래스의 DOT 들에 특정한 비트단위의 연산을 수행하여 물체들의
텍스쳐(texture)영향은 줄이면서 공통 부분은 유지하도록 하는 대표 탬플릿(template)들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DOT 알고리즘의 빠른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다양한 물체들을 찾을 수 있다.

1. 서론
최근 들어, 컴퓨터비전을 이용한 물체인식 및 검
출 분야에 지역적 특징(local feature)을 기반으로 하
는 연구[1, 2, 3, 4]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특징
점(feature-point)이 가지는 불확실성과 중의성으로 인
해 이 방법들은 물체검출에 용이하지 못할 때가 있
고, 또한 특징점이 거의 없는 물체의 경우에는 적용
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찾고자 하는 물체를 특정 정
보의 탬플릿으로 구성하여 처리영상과 비교함으로
써 물체를 검출하는 탬플릿 매칭(template-matching)
방법[5]이 제안되었고, 이런 탬플릿을 구성하기 위
해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정보들 중 하나는 그래디
언트 방향성분(gradient-orientation)이다. Histograms of
Gradients(HoG)[6]는 이런 방향성분들을 바탕으로 탬
플릿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이고, 이는 영상을
특정 간격으로 분할하여 하부영역(subregion)들을 얻
은 후, 각 하부영역을 방향성분들의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얻어진 탬플릿은
물체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처리 영상의 모든 영
역과 비교 되어야 하고 탬플릿의 정보가 복잡할수
록 실시간으로 물체를 검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HoG 방식으로 탬플릿을 구성하는 것 대신
에 각 하부영역에서 우세한 방향성분들만 선출하여
탬플릿을 만드는 Dominant Orientation Template(DOT)
방법[7]이 제안되었고, 이는 탬플릿을 처리영상과
비교 할 때 각 하부영역에서 일치하는 방향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므로 실시간 물체검출
이 가능하다. 하지만, DOT 는 특정 물체를 기반으로
구성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물체만 검출이 가
능 하고<그림 1>, 같은 클래스(컵)에 속하는 다른
물체들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online)상에서
그 물체에 대한 DOT 를 새로 만들어 주거나 미리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물체
들을 검출하고자 할 때, 이런 방법은 온라인 상에서
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거나 미리 저장해야 하는 클
래스의 물체들이 많은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DOT 를 변형하여 특정 물체가 아
닌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물체들을 빠르게 검출하
기 위한 탬플릿 구성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 왼쪽 물체의 DOT 로 매칭한 결과
(왼쪽: 찾고자 하는 물체, 오른쪽: 처리영상)

2. DOT 알고리즘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본이 되는 DOT 알고리
즘[7]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 알고리즘은 참조영상(reference image)의 우세
한 그래디언트 방향성분들을 이용해서 DOT 를 구성
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한 입력영상(input image)
에 DOT 를 매칭하여 물체를 검출한다.
참조영상을 O 라고 정의 했을 때, 이것의 DOT
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소벨 필터(sobel filter)를 사용해서 참조영상
O 의 그래디언트 정보를 얻고 이것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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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크기성분을 계산한다.
2. 참조영상 O 을 특정 간격으로 분할하여 하부
영역 R 들을 만든다.
3. 각 하부영역 R 에서 크기성분을 기준으로 k
만큼의 우세한 방향성분들을 선택한다(여기
서, k  7 이다).
4. 참조영상 O 의 하부영역 R 에서의 우세한 방
향성분들 셋(set)을 DO(O, R ) 라고 정의하고,
식(1)과 같이 크기성분이 기준 값보다 크면,

180 를 정수 n0 만큼 분할한 [0, n0  1] 의 범
위 중 하나에 속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균
일영역{  }으로 표현한다.
 S (O, R) if S (O, R)  
DO(O, R)  
 {} otherwise
with
S (O, R)  {ori(O, l ): l  max mag k ( R)  mag (O, l )  }

(1)
여기서 ori (O, l ) 은 참조영상 O 의 위치 l 에
서의 방향성분을 나타내고,

mag (O, l ) 는 크
기성분을 나타낸다. 또한 max magk ( R) 는
하부영역 R 에서 k 개의 우세한 방향성분들

이 선출된 위치들의 셋을 나타내며,



는 하

부영역 R 이 균일영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
기 위한 기준 값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참조영상 O 의 DOT 가 만들
어지면 이를 입력영상 I 에 매칭하여 물체를 검출한
다. 이때, 입력영상 I 에 대해서도 위와 유사한 과정
으로 우세한 방향성분들을 얻고 여기서, k  1 이다.
입력영상 I 와 이것의 한 위치 c 를 중심으로 위치한
참조영상 O 사이의 유사성(similarity) 측정은 식(2)
와 같다. 이런 식(2)의 값이 가장 높은 위치 c 를 중
심으로 물체가 있다고 여긴다. 여기서 do( I , c  R )
은 입력영상 I 의 c 위치를 기준으로 전이된 하부영
역 R 에서의 우세한 방향성분을 나타낸다.  ( P ) 는

P 가 만족되면 1 을 그렇지 않으면 0 을 반환하는
함수이다.

 ( I , O, c)    (do( I , c  R ) DO (O, R ))

(2)

RinO

마지막으로 식(2)의 계산 속도 향상을 위해 하부
영역 R 에서 DO (O, R ) 와 do( I , c  R ) 를 8 비트로
표기한다. 즉, n0 가 7 일 때, 처음 7 비트에 대해서
는 각 방향성분이 해당하는 비트에 1 을 할당하고,
마지막 1 비트는 균일영역일 때 1 을 할당한다. 따라
서 식(2)은 두 비교 영역의 비트단위 AND 연산만으
로 계산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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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된 알고리즘
이 장에서는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물체들을 찾
기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한다.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하게 DOT 알고리즘을 확장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
으로 DOT 를 변형하여 특정 클래스의 특성을 나타
내는 대표 탬플릿들을 재구성 하는 방법이다.

3.1 DOT 알고리즘의 확장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물체들을 찾기 위한 DOT
알고리즘의 가장 단순한 확장은 해당 클래스의 물
체간 변화가 어느 정도 고려 되도록 사전에 최대한
많은 물체들을 참조영상으로 가지고 DOT 를 만들어
이를 매칭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같은 클래스의 물체간 변화가
크거나 물체의 텍스쳐들이 다양한 경우에는 적용되
기 어렵고, 가지고 있는 DOT 들의 수만큼 입력영상
의 한 위치에서 매칭되는 수가 늘어나므로 효율적
이지 않다.

3.2 제안된 방법
이 절에서는 3.1 절과 달리 사전에 구성한 많은
DOT 들에 특정 연산을 수행하여 재구성한 대표 탬
플릿들을 매칭할 때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2>는 컵(같은 클래스)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텍스쳐들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텍
스쳐(빨간 원) 영역의 영향은 줄이고 그 외에 컵의
대표가 되는 영역들(손잡이, 컵의 모양 등)은 남겨
두는 클래스의 대표 탬플릿들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림 2. 컵의 다양한 텍스쳐들
(빨간 원: 텍스쳐 영역)

해당 클래스에서 이와 같은 대표 탬플릿들을 만
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클래스 내에서 공통적인 특성이 유사
한 물체들끼리 모으기 위한 클러스터링(clustering)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상향식 클러스
터링(bottom-up clustering) 방법을 사용한다.
두 번째는 특정 클러스터에서 물체들 간의 일치
하지 않는 영역(텍스쳐 영역)의 영향을 줄인 대표
클러스터 탬플릿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탬플릿들은 클래스의 대표 탬플릿들을 구
성할 것이다.
앞 장에서 언급 한 것처럼 한 클래스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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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체영상(참조영상 O )들의 DOT 는 하부영역
R 이 8 비트로 표기된 비트들의 배열로 표현된다.
따라서, 단순한 비트단위의 연산만을 이용해 클러스
터링 및 대표 클러스터 탬플릿 만드는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 다음은 이를 위한 과정을 설명한다.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모든 참조영상 O 에 대
해서 DOT 를 만들고 이를 T 라고 정의한다.
2. 한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 어떤 클러스터
에도 속하지 않는 탬플릿을 랜덤으로 뽑고
이를 대표 클러스터 탬플릿 C 라고 정의한다.
3. C 에서 해밍거리(hamming-distance) d h 가 가장

2011.2.16-2.18

<그림 3>은 스테이플러와 컵 클래스에 대해서
한 클러스터에 속하는 물체들과 비트단위 AND 연
산이 행해지는 영역들(빨간 사각형)을 나타낸 것이
다. 이로부터 선출 된 AND 연산 영역의 대부분이
특정 텍스쳐가 속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1.

(a) 스테이플러 클래스의 한 클러스터에 속하는 물체들

가까운 탬플릿 T 을 식(3)과 같이 선택한다.

arg min max( d h (Cor T , T ), d h (C or T , C )) (3)
T  clusteri

4.

여기서 or 은 비트단위 OR 연산을 의미한다.
식(3)을 만족하는 d h 값이 임계 값  dist 보다

5.

작으면 T 을 해당 클러스터에 넣고, 크면 과
정 2 로 돌아가서 다른 클러스터를 만든다.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는 탬플릿들( C , T )의
하부영역을 각각 R1 , R2 라고 하고, 탬플릿을

(b) 컵 클래스의 한 클러스터에 속하는 물체들

그림 3.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는 물체들
(빨간 사각형: AND 연산 영역)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방법으로 같은 클
래스 물체들의 텍스쳐 영향을 줄인 대표 클러스터
탬플릿들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이들을 매칭할 때
이용하므로 한 영역에서의 매칭 수가 모든 DOT 의
수(3.1 절)에서 클러스터 수만큼으로 줄어든다.

구성하는 하부영역의 수를

nregion 이라고 하면
식(4)와 같이 비트단위 XOR( xor ) 연산으로
대응하는 모든 하부영역들에 대한 비트차이
를 계산할 수 있다. 비트차이가 많이 나는 영
역일수록 텍스쳐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

diffi  ( R1i in C ) xor ( R2i inT ) (i  1,..., nregion ) (4)
6.

C 와 T 을 하나로 합쳐서 대표 클러스터 탬
플릿 C 을 업데이트 할 때, 식(5)와 같이 대응
하는 하부영역의 비트차이가 4 이상이면 비트
단위 AND( and )연산을 이용하여 그 영역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
해서는 비트단위 OR 연산으로 공통적인 특
성을 유지한다.
( R in C ) and ( R2i inT ) if diff i  4
C (C , T , R1i , R2 i )   1i
 ( R1i in C ) or ( R2i inT ) otherwise
i  1,..., nregion

(5)
7.

8.

3~6 의 과정을 반복해서 한 클러스터의 대표
탬플릿 C 을 구성하고, 이때 특정 클러스터에
많은 탬플릿들이 모이는 바이어스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최대로 묶일 수 있는 수를 임
의로 정해 놓는다.
2~6 의 과정을 통해 한 클래스내의 대표 클러
스터 탬플릿들을 생성한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이 장에서는 3 장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3.1
절, 3.2 절)에 대해서 정성적인 실험과 정량적인 실
험을 토대로 얻은 결과를 비교한다.

(a) 스테이플러 클래스내의 일부 영상들

(b) 컵 클래스내의 일부 영상들

그림 4. 두 클래스에 속하는 영상들
본 논문은 두 클래스(스테이플러, 컵)를 다룬다.
스테이플러 클래스는 Caltech101[8], 구글, 네이버 등
에서 모아진 총 105 장의 스테이플러 영상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컵 클래스는 Caltech101,256[8,9]에서 모
아진 총 142 장의 컵 영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영상들은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고 영상의 사이즈는
98 x 98 로 동일하다. <그림 4>는 각 클래스 내에 구
성 된 영상들의 일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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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성적 실험 결과
이 실험에서는 임의로 셋팅된 환경과 실제 환경
에서의 스테이플러 / 컵 검출 결과 및 시간을 앞
장에서 제시한 두 방법에 대해 비교하여 보여준다.
(a) 3.1 절의 방법으로 스테이플러 검출 결과

(b) 3.2 절의 방법으로 스테이플러 검출 결과

(c) 3.1 절의 방법으로 컵 검출 결과

(a) 3.1 절의 방법으로 스테이플러 검출 결과

(d) 3.2 절의 방법으로 컵 검출 결과

그림 5. 같은 클래스 속하는 물체들 검출 결과

(a) 3.1 절의 방법으로 스테이플러 검출 결과

(b) 3.2 절의 방법으로 스테이플러 검출 결과
(b) 3.2 절의 방법으로 스테이플러 검출 결과

(c) 3.1 절의 방법으로 컵 검출 결과

(d) 3.2 절의 방법으로 컵 검출 결과

그림 6. 다른 클래스와 같이 놓았을 때 검출 결과

그림 7-1. 실제 환경에서 스테이플러 검출결과
임의로 셋팅된 환경에서 같은 클래스의 물체들
을 놓고 검출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유사한
모양의 다른 클래스와 놓였을 때, 클래스 간의 구분
이 얼마나 명확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이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
안된 3.2 절 방법이 3.1 절의 방법보다 같은 클래스
의 속하는 물체들을 더 안정적으로 찾으면서 다른
클래스와도 명확히 구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또한 <그림 6-(c),(d)>로부터 3.2 절 방법이 3.1
절 방법보다 텍스쳐의 영향을 덜 받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 환경에서 스테이플러와 컵의 검출 결과는 <그
림 7-1,2>와 같다. 이를 통해서 제안된 3.2 절의 방
법이 실제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물체를 검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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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또한 3.1 절의 방법 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물체들을 찾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 3.1 절의 방법으로 컵 검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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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량적 실험 결과
이 실험에서는 앞 장의 두 방법에 대하여 ETHZ
Shape Class Dataset[10]의 컵 클래스 검출을 수치적으
로 측정하고 이를 비교 하고자 한다.
일단, 대표 클러스터 탬플릿들을 만들기 위한 참
조영상 셋을 구성하기 위해서 앞서 제시된 데이터
셋의 컵 클래스에서 목적에 맞는(오른쪽 손잡이 컵)
61 장의 영상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테스트 하기
위한 입력영상을 구성하기 위해서 ETHZ Shape Class
Dataset 으로부터 컵 클래스(44), 다른 클래스(195)와
같이 총 239 장을 영상들을 가져온다. 이 입력영상
에서 컵의 크기가 100width~300width 로 매우 다양
하기 때문에, 실험에서 테스트 입력영상을 총 6 개
의 스케일(0.8, 0.64, 0.51, 0.41, 0.33, 0.26)로 조절한다.
이 실험에서 알고리즘의 검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0.4 FPPI (False Positive Per Image)
에서의 정확한 검출 비율이다. <표 2>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검출 정도 및 테스트 시간을 비교
하여 나타낸 것이고, 이 결과로부터 제안된 3.2 절
방법이 시간으로나 성능으로나 3.1 절의 방법보다는
훨씬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2 절 방법에서의
테스트 시간이 96ms 로 늘어난 이유는 4.1 절에서의
입력영상과 달리 테스트 입력영상이 1600 x1024 만큼
큰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림 8>은 ETHZ Shape Class
Dataset 의 테스트 입력영상들에 대해서 3.2 절 방법
의 컵 검출 결과를 보여준다. 잘못 찾아진 경우를
살펴보면 다른 클래스의 모양이 컵의 손잡이 부분
이나 컵의 옆면과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 검출 정도 측정 및 테스트 시간 비교

(d) 3.2 절의 방법으로 컵 검출 결과

그림 7-2. 실제 환경에서 컵 검출 결과
이 실험에서 입력영상의 사이즈는 640 x 480 으로
같고 CPU 2.67GHz, RAM 8.00GB 하드웨어 환경에서
두 방법의 테스트 시간 비교는 <표 1>과 같다. 이
로부터 같은 입력 영상에 대해 3.2 절 방법이 3.1 절
방법보다 빠르게 물체를 검출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는 입력영상의 한 위치에서 매칭되는 탬
플릿들의 수가 대표 클러스터 탬플릿들의 수만큼으
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3.2 절 방법의 테스트
시간은 두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약 30ms 로 거의
실시간으로 동작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1 절 방법
3.2 절 방법

표 1. 테스트 시간 비교
스테이플러
컵
48ms
56ms
31ms
33ms

3.1 절 방법
3.2 절 방법

Recall (%) at 0.4 FPPI (ms)
55.74% (298ms)
73.77% (96ms)

마지막으로 이미지 검색 비율(image retrieval rate)
을 측정하여 두 방법을 비교한다. 이를 위해서 앞서
제시된 데이터 셋의 스테이플러와 컵 클래스로부터
각각 95 장의 영상과 caltech101[8]의 배경 클래스로
부터 95 장의 영상을 가져와서 총 285 장의 이그잼
플러(exemplar) 셋을 만들고 이그잼플러 셋에 속하
지 않는 스테이플러와 컵 영상을 각각 10 장씩을 가
져와서 총 20 장의 쿼리(query) 셋을 구성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이그잼플러 셋을 앞 장에서 제시한 두
방법을 적용하여 각각 재구성하고 한 장의 쿼리영
상을 넣었을 때 이로부터 쿼리영상에 해당하는 클
래스를 얼마나 정확하게 검색해 내는지를 측정하여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10-cross validation 을 수행하
여 얻은 것이다. 이 결과로부터 제안된 3.2 절 방법
이 3.1 절 방법보다 이미지 검색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돈을 줄이는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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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a) 잘 찾아진 경우

본 논문에서는 빠르게 특정 물체를 검출하기 위
한 기존의 DOT 알고리즘[6]을 클래스를 찾기 위한
문제로 확장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
존의 방법에 근거하여 탬플릿(DOT)들을 만들고, 여
기에 비트단위 연산들(XOR/AND/OR)을 적용시켜
클래스의 대표 특성만 나타내는 대표 클러스터 탬
플릿들을 재구성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제안된 방
법으로 DOT 의 빠른 특성(640 x 480, 약 30ms)은 그
대로 유지하면서 특정 텍스쳐들의 영향을 거의 받
지 않고 같은 클래스내의 물체들을 검출 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스테이플러와 컵 클래스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실험을 토대로 단순한 확장 방법과
제안된 방법을 비교하였고, 이로부터 제안된 방법이
시간적으로나 성능적으로 이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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