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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roduction of SIFT
SIFT는 Lowe David G 교수가 개발했으며 97년도부터 연구하여 프로토타입의 SIFT알고리즘
을 99년에 발표하였다. Lowe교수는 이 알고리즘을 더욱 개량하여 04년도에 완성된 SIFT알고
리즘을 만들게 되었다. 그 후에서 SIFT는 개량 되어 Affine변화에 더욱 강한 ASIFT나 속도가 
훨씬 빠른 PCA-SIFT가 개발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알고리즘을 이루는 기본적인 원리는 
SIFT와 다르지 않다.
SIFT는 크게 2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1]과 같이 먼저 Key Point를 찾아 
Descriptor를 붙이는 단계가 있고, 그러한 Descriptor를 이용해서 원래의 DB의 이미지와 
Target 이미지를 비교하는 Matching단계가 있다.

[그림 1] 
다시 말해 1단계에서는 다양한 scale에서의 이미지의 feature들(여기서는 Extrema를 
feature로 정해서 구한다.)을 찾은 다음에 각 feature에 대해서 그 점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
향과 크기 정보를 담은 값들을 그 지점에서 정해준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앞서서 계산해둔 DB의 feature와 target의 feature의 거리를 비교하여서 
Matching을 시켜준 뒤 매칭 된 점들을 Hough transform을 통해 inlier와 outlier를 구분해
서 정확하게 매칭이 되게 해준다. 그 후 마지막으로 Least mean square를 이용하여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검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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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undamental theory and algorithms
SIFT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 수학공식과 데이터 처리 방법 기법이 적용된다.

1. Gaussian
정규화분포(Gaussian Distribution)라고도 불리는데 형태는 아래 [수식 1]과 같다.

   






   


∞

∞

   

[수식 1] 
Gaussian Distribution은 확률이나 통계계산에서 많이 쓰이는 함수인데 σ의 경우는 표준편
차, μ값은 평균값을 나타낸다.
이 Gaussian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올 DOG, LOG, 그리고 Gaussian Pyramid같은 SIFT
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Gaussian의 특성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가 있다.

1)Gaussian의 Frequency Response
2)Gaussian의 Convolution
3)Gaussian과 Heat Diffusion Equation

1)Gaussian의 Frequency Response
먼저 Frequency Response를 생각해보자. Gaussian의 Fourier Transform은 [수식 2]와 같
이 된다.

      
  i f 



[수식 2]
여기서 σ=1, μ=0으로 frequency response의 Magnitude를 보면 [그림2]과 같이 나오게 된
다.

[그림 2]
이를 통해 우리는 Gaussian을 이용한 filter는 LPF(Low-pass filter)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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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ussian과 Convolution
각각 다른 μ,σ를 가지는 Gaussian을 convolution을 하면 아래 [수식3]과 같은 관계가 나온
다.

 ⊗        

[수식 3]
이 수식은 뒤의 Gaussian Pyramid부분에서 응용할 수가 있다.

3)Gaussian과 Heat Diffusion Equation
Heat Diffusion Equation은 아래 [수식 4]와 같다.



 ∇ 

[수식 4] 
이 방정식은 실제 열확산과 다르게 우변에 σ만큼 곱해진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방정식은 
Gaussian 방정식이 위의 공식을 만족하게 된다.(물론 초기 조건이 없으니 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일 것이다.) 이 공식은 후에 LOG가 DOG로 근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 방정식은 1994, Lindeberg의 Scale-space theory in computer vision책에 증명이 되
어있다고 한다.)

2. Derivative&Gaussian Kernel
미분을 배우다 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정리가 있다. 하지만 영
상처리에 있어서 데이터들은 sampling된 형태이므로 절대로 연속된 함수로 표현 할 수가 없
다. 그렇기 때문에 불연속(Discrete)한 함수에 대해서도 미분을 정의를 해줘야지 그 동안 우리
가 알아왔던 공식들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단순하게 1-D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수식 5]와 같이 미분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      ⇒      
[수식 5]

위처럼 커널을 –1 1로 잡아 줄 수 가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근사보다는 [수식 6]과 같은 
중간값 근사가 훨씬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근사를 해서 커널을 잡게 된다.

 ′  
   

⇒      

[수식 6]
여기서 원래라면 1/2로 나누어 줘야 정확한 미분 값이 나오지만 어차피 에지검출에 있어서나 
극대, 극소 값을 구하는데 있어서도 위치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저 상태로 사용한다.
2차 미분연산자의 경우는 아래 [수식 7]과 같아진다.




     ⇒    

[수식 7]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1/2가 되어야 되지만 처음부터 위에 1차 근사에서 1/2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의 하게 되므로 없어져도 크게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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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표1]의 2-D에 대한 미분 연산자가 나오게 된다.
Prewitt x direction Prewitt y direction Laplacian
-1 0 1 -1 -1 -1 0 1 0
-1 0 1 0 0 0 1 -4 1
-1 0 1 1 1 1 0 1 1

[표 1]

또한 SIFT에서는 미분 연산자 외에도 Gaussian kernel을 쓰게 된다.
Gaussian kernel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6σ+1크기의 커널을 쓴다고한다. 그리고 8비트 이상의 
이미지의 경우 8σ+1정도 써서 좀 더 정확하게 연산이 될 수 있게 한다고 한다.(OpenCV 기준
에서 kernel의 크기를 이렇게 잡는다.) 여기서 커널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단순히 “math.h”의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rect함
수를 convolution을 여러 번하여서 Gaussian을 만드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간단
하게 구할 수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CLT(Central Limit Theorem)을 이용하는 것이다. 
CLT는 원래 확률과정(random process)에서 확률변수(random variable)이 X1,X2...,Xn이 
있다고 할 때 X=X1+X2+....+Xn이라고 하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X가 Gaussian을 따라
가게 된다는 정리이다. 실제 이러한 과정은 수학적으로 convolution으로 연결되어 rect함수
를 convolution을 하게 되면 Gaussian형태를 따라가게 된다. 통상적으로 2번 정도만 
convolution을 해도 Gaussian에 근접한 값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림3]에 그 결과가 나
와 있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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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G&LOG
먼저 DOG(Difference of Gaussian)과 LOG(Laplacian of Gaussian)을 설명하기 이전에 짧
게 Edge검출과 Blob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Edge를 검출하려면 ‘과연 어느 부분에서 검출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Edge라면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것이고 변화라는 것은 다시 말해 gradient값, 즉 
미분 값이 커질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원래의 이미지에 미분을 하면 제대로 검출을 할 수 있
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림4]에 그에 대한 좋은 예시가 있다.

[그림 4] 
그 이유는 바로 노이즈들에 의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정확히 edge부분에서만 값이 커지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Gaussian blurring을 통해서 먼저 이미지
의 데이터의 노이즈를 없애 주고 미분을 취한다. 여기서 노이즈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는 증
거는 단순히 White Noise의 경우는 Frequency domain에서 constant함수를 취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의 이미지는 사람의 가시영역 특성상 frequency가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LPF인 Gaussian filter를 처리하게 되면 노이즈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취
하게 되면 [그림5(a)]처럼 된다.

[그림 5]                 (a)                                         (b) 
근데 [그림 5(b)]도 같은 방법으로 경계를 구한 것인데 보면 연산을 2번 할 일을 처음부터 
Gaussian의 미분형태를 구해두고 convolution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연산이 가능 
한 것은 Scale-space axioms에 의해 가능 하다고 한다.(하지만 구지 axiom이 아니라도 간
단하게 생각해보면 convolution의 연산자와 편미분 연산자가 다르기 때문에 편미분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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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제 blob에 대한 검출에 대해서 알아 볼 것
인데 blob이란 이미지에서 extrema같은 부분들이다. 이 부분들은 순간적으로 밝아지거나 어
두워지는 부분을 말한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2번 미분한 LOG를 사용하게 된다. [그림6(a)]에
서는 blob은 아니지만 edge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여기서 보면 [그림6(b)]에서 보면 blob은 아무 때나 검출 되는 게 아니라 LOG의 σ에 맞게 검
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σ에 맞게 blob이 검출 되는 것은 좋지만 
다시 말해 큰 scale의 blob, 즉 σ가 큰 경우는 [그림6(c)]와 같이 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
과 값이 평평해지는 좋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Normalized LOG를 쓰게 된다. 이 LOG는 [그림7]에나와 있다. 

[그림 7]
여기서 정규화(Nomalization)을 하기 위해서는 σ를 LOG에 곱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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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위의 과정을 통해서 LOG가 과연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었다. 근데 LOG
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2번 미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만약 LOG만으로 우리가 
Scale-space를 만든다고 하면 다양한 σ에 대해서 가우시안 커널을 만든 뒤 다시 한 번 2차
미분자로 convolution을 한 뒤 이 값을 이미지에 convolution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 때문에 LOG의 대용품인 DOG가 나오게 되었다.
DOG는 이름 그대로 각각 다른 값의 σ으로 계산된 2개의 가우시안 커널의 차이를 구하면 그 
값이 LOG와 비슷해진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LOG를 대신해 blob detection을 할 수 있다. 
DOG의 그래프는 [그림 8]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8] 
[그림 8]은 각각 파랑-σ=1 초록-σ=2 빨강-DOG을 나타내는데 보면 DOG는 LOG와 유사한 형
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DOG는 [수식 8]의 과정을 통해서 LOG에 근사되게 된다.

∇  

≈
 

≈  ∇   ×

[수식 8] 
이제 DOG는 다음에 설명할 pyramid방법에 의하면 처음에 kernel 몇 개정도만 정해 준다면 
단순한 kernel convolution에 이미지 2개의 차이를 구하는 방법만 한다면 LOG와 같은 효과
를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LOG를 집적 계산해서 쓰기보다 DOG를 쓰는 것이 훨씬 효율
이 좋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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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aussian Pyramid
SIFT의 기본 matching의 목표는 scale에 관계없이, orientation에 관계없이, luminance에 
관계없이, affine변화에 관계없이(여기에 사실 scale과 orientation이 포함됨),그리고 Noise에 
관계없이 영상을 비교하는데 있다. 이 중에 Gaussian pyramid는 scale-invariant특성을 위
해 하는 처리 과정이다. 앞에서 봤다 시피 LOG나 DOG는 σ, 즉 kernel의 scale이 blob과 일
치해야 제대로 blob를 검출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DB의 feature를 측정할 때 다양한 
σ의 값으로 blob을 검출해야 하고 그 것을 위해서 Gaussian pyramid가 이용된다. Pyramid
는 [그림 9]와 같이 구성된다. 여기서는 k=로 잡아서 그린 pyramid다.

[그림 9]
여기서 Octave는 다운샘플링하고 나서부터 다음 다운샘플링까지의 이미지 들이 1개의 
Octave고 Scale값은 각 Octave의 σ값이다. 여기서 다운샘플링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는 다
시 한 번 Gaussian kernel을 씌울 필요 없이 2σ의 scale을 바로 1/2로 다운샘플링 할 경우 
kernel의 scale은 비율적으로 다운샘플링 한 이미지의 σ의 scale과 같기 때문에 2σ을 다운 
샘플링하고 바로 그 이미지를 사용하면 된다. 또한 k=의 경우는 앞에서 본 Gaussian 특
성상 이미지에 바로 σ를 convolution하면 된다. 물론 σ값에 따라 2배가 되면 kernel은 6정
도 커져야 하므로 아예 처음부터 4σ에 맞게 24σ+1의 kernel크기를 잡은 뒤 그 kernel에서 6
σ+1의 바깥쪽은 다 0으로 지정하고 안쪽 부분에만 Gaussian값을 넣어두면 구지 5개의 
kernel이 아니라도 모든 kernel을 1개로 커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 각 Octave의 
scale에 대한 이미지를 구한 다음 그 이미지들의 차를 구하면 DOG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
래 [표 2]에서는 각 DOG가 모든 스케일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의 scale은 실제 
원본이미지에 대한 scale을 가지고 있다.

1Octave
Gaussian       

DOG      

2Octave
Gaussian       

DOG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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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a를 구할 때는 위, 아래 DOG가 모두 존재해야 되므로 결국 key를 뽑아내는 이미지는 
위의 회색부분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결국 이 말은 [표 2]에서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즉 Octave마다 이어지므로 모든 scale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처음에 바로 σ부터 scale이 나오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이미지를 2배를 해서 그 이미지
부터 1Octave로 잡고 Pyramid를 생성한다.

5. Harris Edge Detection&eigenvalue
Harris Edge Detection은 기존의 다른 Sobel이나 Canny같은 detection과 다르게 edge뿐만
이 아니라 corner도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적인 원리는 한 점에 대해서 주변으로의 변화량을 
계산하여 edge같은 경우는 한쪽으로는 0 한쪽으로는 큰 변화 corner는 모든 방향으로 큰 변
환가 일어나고 평평한 지역의 경우는 모든 방향으로 0의 변화가 있는 것을 통해서 3가지 부
분을 구별 하는 원리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eigenvalue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수학적인 정의는 [수
식 9]에서 λ(λ≠0)인 값들이 모두 eigenvalue라고 한다.

 

[수식 9]
이 때 λ값을 만족하는 벡터 x를 eigenvector라고하고 각 eigenvector들은 서로 orthogonal
하다.(다시 말해 두 개의 eigenvetor간에 스칼라곱을 아무리 하더라도 서로 같아 질 수가 없
다.) 또한 eigenvector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2×2 matrix A에 대해서는 최대 2개까지 밖에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eigenvector가 나오면 그 vector는 평면의 값들의 basis
가 된다.
물론 Harris detection에서는 수학적으로 의미 없는 λ=0도 사용하게 된다.(원래의 경우는 
trivial한 eigenvalue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Harris detection에서는 이
미지에서 한 개의 window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그 안의 이미지의 값의 합이 과연 어떻게 변
하는지에 따라 edge와 corner를 검출 하게 된다. [그림 10]과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수식 
10]처럼 그 변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림 10] 

  
  

 ∈
   

[수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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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수식 10]은 Taylor전개를 통해 [수식 11]로 변환하게 되고 [수식 12]의 과정대로 행렬 
형식으로 표시 할 수 있다.

    




   

≈ 






     








[수식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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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2] 
여기서 나오는 H가 바로 우리가 eigenvalue를 구하려는 행렬이다. 여기서 eigenvalue를 구
하면 λ1, λ2(λ1>λ2)로 나오게 되고 λ1은 가장 큰 변화, λ2는 가장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값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집적 λ1, λ2를 구해도 되지만 이 방법은 쓸데없는 연산을 늘리므로 [수식 13]
과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x,y의 특성을 알 수 있게 식을 만든다.

   ×
   

[수식 13]
그 후 [수식 14]와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r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어 준다.






 


 
  

[수식 14]
여기서 통상적으로 r=10정도면 edge를 검출하는데 threshold가 된다. 그래서 [수식 15]로 계
산해서 Edge를 걸러내 준다.


 



 
  

[수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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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D tree&BBF
K-D tree와 BBF는 후에 SIFT에서 closest neighbor를 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 부분은 SIFT를 이해함에 있어서 구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한다.(구지 구현만 한다고 한다면 이 방법을 이용을 안 하더라도 일일이 
비교해서 최소 거리를 계산해도 된다. 물론 시간은 매우 오래 걸린다.)

7. Hough Transform
Hough Transform은 SIFT에서는 key matching을 시킨 다음에 과연 어떤 key들이 제대로 
matching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는 것이다.(이 과정은 사실 clustering이라고 하며 
clustering으로 inlier와 outlier를 판별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Hough Transform은 원래의 feature를 다른 parameter로 변환 시켜서 feature를 
점으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즉 원래 좌표계가 C1, 변환 좌표계가 C2라고 하면 Line Hough 
Transform에서는 C1의 점은 C2의 선으로 C2의 점은 C1의 선으로 대응 되게 된다. 여기서 
특이한 특성이 있는데 C1에서 한선위에 점들이 있다고 했을 때 C2로 변환하게 되는 경우 C2
의 선들이 1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선을 다시 C1으로 변환 시키게 되면 원래의 점들을 모두 
지나는 선을 출력해준다. 즉 모든 데이터가 없더라도 어떤 feature에 대해서 hypothesis를 
세워서 전체 feature을 알아 낼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occlusion이나 noise, gap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원래 feature을 잡아 줄 수 있다.
SIFT에서는 기존의 정해진 Line HT(LHT)나 Circle HT(CHT)가 아닌 Generalized HT(GHT)
를 사용하게 된다. GHT는 기본적으로 CHT와 매우 유사하게 진행된다. 원본 feature에 대해
서 한 개의 reference점(좌표로보면 origin과 같은 점이다.)을 잡고 그 점에 대해서 feature
의 거리와 각도를 측정한 후 그와 matching된 그림에서 거리를 sacle에 맞게 바꿔서 target
영상의 크기와 같은 행렬에 값을 찍어 준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많은 점이 모이는 지점이 생
기면 그 feature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점들이 inlier가 되고 그 점들을 clustering하면 된
다. 간략한 진행을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그림 11]처럼 거리를 계속 늘리면서 ref방향으로 plot하다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나오게 될 것
이고 결국 inlier(빨간점들)은 궤적이 한군데로 모이게 될 것이고 HT의 특성상 그 점은 밝기
가 매우 밝아 질 것이다. 그에 비해 outlier(초록점)은 그 부분으로 가지를 못하게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 밝은 점 쪽으로 모인 key들만 남기면 inlier만 남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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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ffine transformation
최종적으로 SIFT에서 clustering을 하고 나서 바로 점들이 제대로 들어맞았는지 Sum of 
Square of the Distances(SSD)을 구해서 확인 해 봐도 될 것이지만 사실 affine변환의 경우
는 제대로 matching이 되더라도 이미지의 SSd가 매우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먼저 affine 변환에 대한 전처리를 해주고 SSD를 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affine변환의 
경우는 선형대수학의 원리에 의해 모두 2×2 matrix로 표현 할 수 있다. 즉 [수식 16]으로 표
현 할 수 있다.










 


 

 


















[수식 16] 
u,v는 target이미지의 좌표 x,y는 원 DB의 좌표 tx, ty좌표는 평행이동에 관한 값들이다. 여
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값은 결국 m1,m2,m3,m4,tx,ty이므로 최소한 6개의 방정식이 필요하
다. 그런데 1 matching에 대해서는 2개의 방정식이 나오므로 최소 3개 이상의 matching이 
있어야 affine에 대해 정확히 표현 할 수 있다. 3개의 matching이 안 나오면 그 cluster는 
reject하면 된다. 3개의 matching의 경우를 보면 다음 장의 [수식 17]과 같이 표현해서 원래
의 affine이 안 됬을 때의 feature의 모습을 복원하면 된다.











  
  
  

  
  
  

  
  
  

  
  
  



































  
    

[수식 17]
[수식 17]과 같은 방식으로 x벡터를 구해서 cluster들의 나머지 모든 u,v의 값을 바꾼 다음 
SSD를 구하여 일정 threshold를 넘지 않으면 제대로 feature matching이 됨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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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IFT
이제 SIFT를 section B에서 봤던 원리들을 이용해서 알고리즘 분석을 해보자.

1.Detect Scale-Space Extrema
Illuminace에 대한 변화에 대해 invariant하려면 feature을 잡을 때 어떠한 물체의 극대 극
소 값을 잡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Gaussian Pyramid를 생성 후 DOG를 
구해서 blob이 나타나는 지점을 key candidate로 잡아 준다. 이때 단순히 blob이 나타났다
고 key로 잡는 게 아니라 각 DOG의 상위와 하위 층까지 모두 합쳐 주변 26개보다 크거나 
모두 작을 때만 key 후보(key candidate)로 넣어준다. 그에 대한 모습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그리고 Pyramid를 생성 시 위와 같이 비교하므로 DOG를 s개 생성한다면 결국 총 1Octave
당 s+3개의 Gaussian이미지를 생성해야하고 DOG에서 보면 1Octave당 2씩 커지므로 scale

변화 비율 k는 


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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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는 논문에서 σ에 대한 재현율과 Octave당 sample의 개수 즉 s에 값에 대한 재현율 그
리고 key의 갯수를 측정하였다. 각각 [그림 13], [그림 14(a)],그리고 [그림 14(b)]다.

[그림 13] 

[그림 14]            (a)                                            (b)
Lowe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σ=1.6, s=2를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Scale-space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크기에 대해서 key를 선택해 둔 다음 
각 scale별로 taget의 key와 비교하면 scale의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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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ccurate Key Point
1번 과정을 통해 key후보를 찾았으면 이제 과연 feature를 확실하게 나타내줄 수 있는 진짜 
key를 찾아야한다. 실제 위의 후보들 중에는 contrast가 너무 낮거나 edge라서 검출된 
feature을 나타내기에 별로 좋지 않은 key들이 있다.

1) Eliminating low contrast key point
여기서 Lowe는 Brown이 제안한 Taylor 2차 전개를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한 extrema를 찾은 
뒤 Taylor로 interpolation해서 그 점의 contrast를 구해서 key를 걸러내는 방법을 생각했
다. 일단 [수식 18]은 Taylor 2차 전개로 interpolation해서 extrema를 찾는 식이다.

  
 

  

 
 
 

        


 
   




[수식 18]
이제 이 값을 Taylor 1차 interpolation식에 대입해서 그 contrast가 0.03이면 날려버린다. 
[수식 19]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i f   ⇒ 
[수식 19] 

2) Eliminating edge response
edge제거의 경우는 section B에서 했던 Harris corner detection을 통해서 제거를 하면 된
다. section B에서 말한 것과 같이 r=10정도면 적당한 threshold라고 Lowe는 정했다.

[그림 15]
1),2)과정은 Lowe논문의 그림인 [그림 15]에 잘 표현 되어있고 233×189이미지에서 원래 832
키는 contrast를 걸러내면 729개 그리고 edge도 걸러내면 총 536개의 key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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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ssign Orientation
SIFT는 기본적으로 회전 변화에도 검출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key를 정하게 됐
다면 이제 과연 어느 키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있는지 정해 줘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key
주변으로 16×16의 픽셀을 잡은 뒤 그 안의 이미지를 Gaussian blurring한 다음 각 점에 대
해서 gradient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해준다. 그때는 [수식 20]을 사용한다. 여기서 L은 
Gaussian blurred image의 데이터 값이다.

          

   tan        
[수식 20]

그 결과는 [그림 16]에 표현 되어있다.

[그림 16]
그리고 여기서 단순히 magnitude를 이용하지 않고 key를 기준으로 가운데 부분에 좀 더 가
중치를 준다. 이 때 위의 16×16에 Gaussian weighted function을 곱해주는데 이때의 σ는 
원래 scale의 1.5배가 된다고 한다. [그림 17]에 그 내용이 표현 되어있다.

[그림 17] 
이제 각 16×16의 모든 magnitude와 orientation이 결정됐으니 이것을 이용해서 key의 방향
을 결정할 것이다. 먼저 36개의 통(bins라고 논문에서 표시, 실제 index가 36인 배열을 생성)
을 만들어 준다. 각 통은 10°단위로 끊어져 있으면, 즉 0~360°의 값들을 36개의 통에 집어넣
을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mag=10 ori=45°라고 돼 있으면 4번째 통에 10의 값을 추가 
시켜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되고 다음장의 [그림 18]에 표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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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그림 19] 

그리고 이때 [그림 18]에 나온 것과 같은 peak가 key의 orientation이 되게 된다. 근데 이때 
만약 [그림 19]와 같이 최고점의 80%인 peak가 또 나오게 된다면 이 key point는 2개 이상
의 orientation을 가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implementing시 복수의 key point로 인식해준다.

4. Key Point Descriptor
지금까지는 key에 대한 방향과 크기를 정했었다. 근데 이 정보만으로 실제 매칭을 하게 되면 
절대로 제대로 매칭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일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물을 사진에서 찾
을 때 거기서 scale은 원래 사물을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크기를 표현하는 것이고 
orientation은 우리가 기억했던 사물을 볼 때 똑바로 서있다는 생각하는 기준 각도를 표현하
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우리는 변화를 할 때 기준점에 대해서 알아 본 것일 뿐이다.(절대좌
표와 상대좌표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된다.) 결국 실질적으로 key point의 특징에 대
해서는 전혀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Descriptor다.
Descriptor도 기본적으로 앞에서와 같이 16×16의 칸에서 계산을 해준다. 그리고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σ가 Descriptor window의 1/2인 값(여기서는 8이 될 것이다.)으로 Gaussian 
weighted function을 곱해주어 거리에 대한 영향을 취해준다. 그 후 16×16값을 4×4window 
16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16개의 4×4에서 section 3에서 했던 것과 같이 히스토그램을 그려
주게 된다. [그림 20]에서는 8×8에 대해서 descriptor를 잡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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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기존의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에 비해 몇 가지 전처리와 후처리를 하게 된다. 먼
저 각 orientation에 대해서 section 3에서 구한 orientation을 빼줘서 결국 descriptor가 
회전 불변이 되게 만들어 준다. 또한 히스토그램을 그린 후 밝기에 불변한 값을 가지기 위해 
정규화(Normalization)을 해주게 된다. 또한 Lowe교수는 비선형적(Non-linear)인 밝기 변화
에 대해서는 0.2이상으로 나오면 제대로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규화를 해주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정규화를 할 때 전체 histogram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그 값을 
a라 하면 5a로 전체적으로 값을 나누어 주면 0.2초과 값없이 전체적으로 정규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Key Matching
이제 앞에서 구한 Descriptor를 이용해서 DB와 Target이미지 간의 각 키 간의 거리를 유클
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을 구해준다. [수식 21]을 유클리드 거리라고 한다.

 ⋯ 
 ⋯ 

  



 



  


[수식 21] 
여기서 이제 D가 가장 작은 즉 가장 가까운 key가 matching되는 키가 된다. 단순히 이 D에 
대한 threshold를 정해 주는 경우 matching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Lowe교수는 제일 가까
운 키와 두 번째로 가까운 키의 비율을 통해 matching이 제대로 됐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제나 하였다. 이 값이 0.8이상이 되는 경우 잘못된 matching이 될 확률이 무시 못 할 정도로 
커지므로 그러한 key들은 버린다고 한다. [그림 21]에 그 PDF가 나와 있다.

[그림 21] 
그리고 좀 더 빠른 속도를 위해 가장 가까운 거리와 두 번째로 가까운 거리를 구할 때 k-d트
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좀 더 빠른 속도를 위해 5퍼의 에러증가가 생기지만 BBF(Best- 
Bin-First)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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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lustering&Verifying
이제 앞에서 matching시킨 key들이 과연 제대로 matching이 되었던 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
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Hough transform을 각 key의 원본 DB에서 orientation
과 중심점과의 거리를 구해서 그 값들로 target영상에서 시행해볼 경우 제대로 matching된 
key들은 변환 시 한 지역으로 뭉쳐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inlier와 outlier를 구
별해서 inlier끼리 Clustering을 해주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Affine변화에 대한 식을 3
개의 key포인트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target이미지의 값들을 affine변화 공식에 모두 변환시
켜서 그 key들과 원래 DB키들 간의 SSD를 구해 일정이상의 threshold를 넘지 않으면 제대
로 matching이 됐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과정에서 inlier가 3개 이하의 
matching인 경우는 SSD를 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matching되는 것이 없는 걸로 판별하게 
된다.

D. Summary of SIFT
앞의 과정을 통해서 SIFT는 물체를 판별할 수 있었다. SIFT을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자
면 인식에 있어서 특징 점을 구한다음에 그 특징 점 주변의 모양변화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여 
그 경향들을 비교하여 물체를 구별하는 방식이다. 사실 SIFT알고리즘은 단순히 컴퓨터나 수
학에 관련되어 보이지만 많은 인간의 뇌과학적 원리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다.


